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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shion industry has faced environmental, social, and ethical issues due to increased interest in ethical con-
sumption. Numerous eth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fashion industry. This study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by year, academic journal, and detail in major related papers published in Scopus, KCI and KCI between 2009 
and 2019. Ethical fashion studies began to appear in 2009 and were concentrated in certain academic journals and focused 
on fashion marketing and fashion design. Topics in ethical fashion were terms such as sustainable, eco-friendly, up-cycling, 
recycling, eco, zero-waist, and organic. In ethical fashion studies, environ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most often; in 
addition, the terms used along with ethical fashion tend to be frequently used for each particular major. Looking at key 
words used in research by period, the study showed that research was most diverse between 2016 and 2019. In particular,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of ethical fashion and convergence with animal protection, new distributio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were newly added between 2016 and 2019. This study used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the overall trends of ethical fashion studies in Korea.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words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analysis.

Key words: ethical fashion (윤리적 패션), sustainable fashion (지속가능한 패션), 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 network              
analysis (네트워크 분석)
  

 

 

     

  

 

 

 

 

   

    

 

  

   

  

   

   

  
1. 서  론

1972년 UN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Shen et al., 2013), 윤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연구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소비의 시대로 대       

변되는 1970-80년대에 경제적 능력을 갖춘 소비자들이 필요하      

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부각되었다(Papanek & Fuller, 1972).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패션산업에 관      

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확산에 따라 발        

생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제기, 노동 착취, 모         

피나 가죽 재료를 얻기 위해 발생하는 동물 착취 등의 문제로         

해결 대안의 요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패션기업과 브랜드      

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 부여되기 시작했다(Kwon, 2009).

역사적으로 윤리에 대한 연구가 학제적 성격의 기업 윤리를     

대상으로 하기 시작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Choi & Lee,     

2009). 1980년대 이후로는 기업윤리경영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증가하여 공장 내 안전과 건강, 인종 차별, 오염, 삶의 질     

과 같이 다양한 범위로 연구의 주제가 확대되었다(Carroll &     

Buchholtz, 2014). 패션 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원의 절약     

과 공해의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디자인의 개념이 출현하였으     

며,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상품개발 방법 연구, 웰빙(Well-being)     

및 로하스(Lohas)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Ha & Park,     

2009). 1990년에 이르러 패션 기업 및 디자이너들이 사회적 비     

난에 따라 공정 무역과 유기농 제품 생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다(Jang, 2011). 

윤리학은 일반적으로 인간 행위에 규범적 한계를 설정하는     

학문으로,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바람직한 도덕적 의무를 논하     

고, 행위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철학 분야의 학문     

이다(Kim, 2014). 패션에서의 윤리란 인간이 환경에 해를 끼치     

지 않는 방식 안에서 자연적 생산물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     

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상품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나타나는 전 과정에서의 공해 요소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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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자연 환경에 대한 윤리적 패션에 해당하며, 천연 모피         

나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동물에 대한 윤리적 패션이고,        

공정 무역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것도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 대한 윤리적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재 의류학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방법으로 사용되면서 윤       

리적 패션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혜택을 최대화하는 반면 환경        

에 대해서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패션디자인, 소싱, 생산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Kim, 2019). Reimers et al.        

(2016)의 연구에서도 환경적 의무, 노동자 인권, 슬로우 패션,       

동물 복지를 아우르는 큰 개념을 윤리적 패션으로 정의하였으       

며, 사회적 패션, 사회책임적 패션 등 다른 관련 용어들보다 더         

적합한 소비자 기반의 용어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        

용하여, 지속가능한 패션, 사회적 패션, 친환경 패션, 비건 패        

션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윤리의 영역을 모두 윤리적 패션        

의 하위 항목으로 보았다. 

윤리적 패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        

석 방법론으로써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객관적      

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각 분류에 따라 연구의 주제와 동향        

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분         

석 기법을 사용하면 주제어 간 연결 관계와 중심이 되는 단어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 동          

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도 Jang       

and Kim(2017)이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분석 기법인 토픽모델       

링을 활용하여 학회지에 나타난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으       

며, Seo et al.(2019)은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학회지에 나타난 시기별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제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        

기별로 연구의 주제어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윤리적 패션의 선행연구 고찰

윤리적 패션에 관한 고찰에 대한 연구로 Choi and Lee(2009)        

는 패션산업의 윤리 연구는 주로 환경문제, 노동문제, 제품디자       

인, 복제품 구매 등 소비 관련 윤리, 대중매체가 조장하는 외         

모 중심주의나 바디이미지, 의복 패턴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윤         

리적 명제들로 분류되었으며, 패션마케팅 분야의 윤리 연구의      

주요 동향을 분석한 결과, 크게 기업의 윤리에 대한 연구, 소비         

자 윤리에 대한 연구, 기업과 소비자 간 관계를 본 연구가 나          

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윤리적 패션과 관련된 연구는 세부 주제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 에코 패         

션, 업사이클링 패션, 슬로우 패션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2009)은 윤리적 패션이란 지      

구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고, 제작       

자의 인권이 보호된 환경에서 정당한 노동대가를 지불하며 과       

소비를 조장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는 것이라고 설명하     

였다. 이어서 윤리성 경향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넓은 디자인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전의 그린 패션, 친환경 패션, 재     

활용 패션, 느린 패션, 유기농 패션 등을 포괄하는 총제적인 개     

념이라고 주장하였다. Yoo(2012)는 윤리적 패션이란 제작 과정     

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비용의     

사회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패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     

로 보았다. 이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노력     

과 지속가능한 환경실천에 대한 관심 증대가 지속가능한 패션     

의 출현 배경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Ko et al.(2016)는 윤리적     

패션에 대해 환경보존, 경제성장, 사회공헌, 문화가치를 고려한     

패션이라고 정의하였다. Reimers et al.(2016)은 윤리적 패션이     

라는 용어를 사회적 패션, 사회책임적 패션 등 다른 관련 용어     

들보다 더 적합한 소비자 기반의 용어로 보았으며, 선행연구에     

서 개념화한 방식과 달리, 소비자의 윤리적 패션에 대한 인식     

은 환경적 의무, 노동자 인권, 슬로우 패션, 동물 복지의 영향     

을 받는다고 밝혔다. Kim(2019)은 윤리적 패션이란 경제적 이     

익 창출을 위해 패션브랜드의 경영 활동에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를 다하는 것으로, 윤리적 패션은 인간     

과 사회에 대한 혜택은 최대화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영향을 최     

소화 하는 패션디자인, 소싱, 생산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사회적 패션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CSR과 관련된 연     

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     

적 활동, 기업의 책임, 기업 시민주의, 기업의 사회적 대응, 책     

임적 사업,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Ahn & Ryou, 2011). Choi(2012)는 소비자의 브랜드 친숙도     

및 공익관심도와 같은 소비자 특성은 CSR 활동의 효과로 연     

결되는 브랜드 태도 및 브랜드 관계형성이 CSR 활동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이어 초기의     

CSR은 사회적 책임을 사회의 목표나 가치의 관점에서 바람직     

한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반영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의 의     

무로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가성 없는 순수한 지원활동이었     

으나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과 사회에 상호호혜     

적 방법으로 기업의 활동과 정책을 사회적 환경에서 연관시키     

는 기업의 능력으로 확장되었으며, 기업홍보인 PR분야에서 공     

중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슈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Kim et al.(2016)은 국내의 사회적 패션과 관련된 연구를 크게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소비자간 관계연구, 패션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척도개발, 현황 파악에 대한 연구     

로 범주화하였으며, 국내 패션 기업의 CSR이 사회 참여 및 발     

전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패션 기업의 사     

회적 책임활동이 가시성 높은 기업 외부적인 활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밝혔다. 

환경적 측면에서 Yoon and Yim(2015)는 환경과 후속세대와     

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상품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환경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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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패션을 제안하였다. Yang et al.(2017)은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방안으로써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다운사이클링, 프리     

사이클링이 있으며, 특히 업사이클링은 원래의 물질을 재사용      

할 때 품질을 이전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거나, 더욱 향상시        

켜 생산하는 개념인 반면, 리사이클링은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       

세스를 거친 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 재사용을 포괄하        

는 것으로 리사이클링이 단순한 재활용이라면 업사이클링은 창      

의력과 예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Yu and Kim(2012)은 친환경 패션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중고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 오래 입을 수 있는 무난한 디자         

인, 핸드메이드 제품,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마케팅, 공정       

무역을 수행하는 브랜드나 기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       

다. 친환경 패션제품의 객관적 속성으로 브랜드, 친환경 소재,       

품질, 사용/관리 시 친환경성, 폐기 시 친환경성, 색상/무늬, 친        

환경 디자인 등 7요인을, 주관적 속성으로는 혁신/개성, 실용성,       

품위/유행성 요인을 실증적 결과로 도출하였다.

윤리적 패션의 동물 복지 측면에서는 주로 비건 패션이 그        

주제이다. 비건 패션은 가죽, 모피, 실크, 울을 비롯한 동물성        

재료를 제외하고, 인공적이거나 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된 패      

션으로 정의된다(Choi & Lee, 2019; Yoh, 2018). Yoh(2018)       

은 윤리적 소비행동 연구에 자주 적용되는 수정된 계획행동모       

델을 기반으로 비건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결정하는 요       

인을 연구하였는데, 비건 패션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비건 패션제품 구매에 지지해줄수록, 윤       

리적인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 비건 패션제품 구매가 윤리적       

자아정체성에 적합하도록 생각할수록, 비건 패션제품에 대한 구      

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and Kwon(2018)은 비       

건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딜레마 유형으로 유기농 재배가 아닌       

식물성 소재의 비건 여부에 따른 딜레마,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소재가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따른 딜레마, 브랜드의 비건      

패션디자인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의 딜레마, 비       

건 패션디자인이 내포하는 비건 메시지가 정확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hoi and Lee       

(2019)는 패션과 뷰티 소비에서 나타난 비거니즘 현상에 대하       

여, 비건 패션의 개념 및 정의가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측면에        

서 시작되어 형성되었지만 현재와 과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인식은 환경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밝혔      

다. 윤리적 패션과 관련하여 의류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윤리적 패션의 정의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       

이 환경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2.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연구동향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텍       

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정보기술로, 정       

보 검색, 기계 학습, 통계학, 자연어처리, 데이터마이닝 등 여        

러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이다(Bhargavi      

et al., 2008; Fan et al., 2006). 수집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     

닝 과정에서 전처리를 거쳐, 형태소 단위로 분해한 뒤, 중복 텍     

스트 처리 및 문법적 오류 교정 등의 작업을 통해 변환된다.     

이후, 수학적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필요한 단어만을 추출     

하고, 최종 단어들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도입된 이후, 이를     

적용하여 연구동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었다(e.g., Lee & Jang, 2019; Xiaohui & Park, 2019).

Lee and Jang(2019)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     

학 분야에서 국내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     

였으며, 연구 결과, 추상화, 알고리즘, 데이터처리, 문제분해, 패     

턴인식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ee and     

Bae(2019)는 국내의 지리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으     

며, 지리, 학습, 교육, 지역이라는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     

되어 지리교육 분야에서 지역과 학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영정보학 분야에서는 Chong et al.(2019)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깃허브 상의 오픈 소스 소     

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공기능 기술개발의 동향을 분     

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     

어들은 2016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알고     

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분야, 개발 도구의 연구분야로 구     

분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Ree(2019)는 품질경영 분야의     

지난 40년간 연구 동향이 시대 변화에 따라 중요 단어가 변하     

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디지털 혁신기술 관련 연구가 부족함     

을 한계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의류학 분야에서 Jang and Kim(2017)은 패션디자인 분야     

연구동향을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     

과, 패션디자인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텍스타일과 같     

이 기술 융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꾸준히 발표되었     

다고 하였다. Seo et al.(2019)은 동시출현 단어분석과 군집분     

석을 통해 복식문화학회지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게재연구의     

주제가 점점 다양해지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학 분야에서도 최근 차용되기 시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     

용하여 윤리적 패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의 연도별·학회지별·세부 분야     

별 분포 현황을 알아본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체 윤리적 패션 연구 주제어     

간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시기별 연구 주제어의 변화를     

알아본다. 

3.1. 연구대상

윤리적 패션과 관련한 국내 연구 동향의 흐름과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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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Scopus, KCI등재, 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상학술지의 연도      

분포를 설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결과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들        

은 2008년까지는 4편 이내였으나 2009년 급격하게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년 동안 국내 의류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검색        

키워드 분야의 연구논문 221편을 대상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     

인(https://www.kci.go.kr)에서 수집하였다. Reimers et al.(2016)    

의 윤리적 패션 범주화에 근거하여 윤리적 패션을 포함하여 유        

사 단어로 사용되는 ‘사회적 패션’, ‘지속가능한 패션’, ‘친환경       

패션’, ‘에코 패션’, ‘업사이클링 패션’, ‘재활용 패션’, ‘비건 패        

션’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연구별       

로 논문제목, 발행연도, 학술지명, 초록, 키워드를 분석요소로      

사용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구체적인 연구분야 구분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국내 의류       

학 분야 학회분류 기준에 따라, 패션마케팅(패션산업 및 정책,       

의상 심리, 소비자 심리, 패션유통 머천다이징), 의류소재시스      

템, 의류설계생산, 패션디자인(미학, 복식사), 한국  ·  아시아 복식         

의 총 5개 분야로 설정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는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위하여 단어를 세밀하게 분리하는 Mecab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단어 단위로 분절하여 명사만       

을 추출하였고, 숫자, 문장 부호, 특수 문자와 같은 불필요한        

텍스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분석에 있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단어(연구, 분석, 중심, 기반, 탐색, 관한, 대한 등)를 제거하         

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인 218편의 논문으로부터 빈도 기       

준으로 의미 있는 키워드 200개를 추출하였으며, 키워드의 공       

출현 빈도와 TF-IDF값을 추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NodeXL을 사용하여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고유     

벡터중심성과 같은 전체 중심성을 측정하고 시각화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연도별  ·  학회지별  ·  세부 분야 별 분포 현황 

4.1.1. 연도별 논문 현황

2009년부터 2019년까지 Scopus, KCI, KCI 후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추출한 결과 총 221편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논     

문 현황은 Table 1과 같다. 2009년을 기점으로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반적으로 3년을 주기로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한 번씩 감소하였다가 꾸준히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2009년(9편), 2010년(16편), 2011년(20편)까     

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12편)에 감소하였고, 2013년     

(22편), 2014년(25편), 2015년(29편)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15편)에 감소하였다. 이후 2017년(20편), 2018년(24편), 2019년     

(29편)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4.1.2. 학술지 별 논문 분포 현황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인 윤리적 패션 관련 논문의 학술지     

별 분포 현황은 Table 2와 같다. 분석 대상인 221편 논문은     

총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게재 논문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203개로 91.8%를     

Table 1. Numbers of published articles on ethical fashion by year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n 9 16 20 12 22 25

Year 2015 2016 2017 2018 2018 Total

n 29 15 20 24 29 221

Table 2. Top 10 journals by the number of publications 

Rank Journal Frequency(%)

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34(15.4%)

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5(11.3%)

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10.4%)

4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22(9.9%)

4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2(9.9%)

5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21(9.5%)

6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7.7%)

7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7.2%)

8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9(4.1%)

9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1.8%)

9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4(1.8%)

10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3(1.3%)

10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3(1.3%)

Others

Design Convergence Study,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Industrial design, A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8(8.1%)

Total(%) 2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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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18편의 논문이 16개의 학       

술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해 윤        

리적 패션과 관련된 논문이 특정 학술지에 밀집되어 분포된 것        

을 나타낸다.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패션디자       

인학회지로, 총 34편의 학술지가 게재되어 전체 윤리적 패션 관        

련 논문의 15.4%를 차지하였다. 주요 발간 학술지로 한국디자       

인문화학회지가 11.3%(25편), 한국의류학회지가 10.4%(23편),   

기초조형학연구와 복식문화연구가 각각 9.9%(22편), 한국디자    

인포럼이 9.5%(21편), 패션비즈니스가 7.7%(17편), 한국의류산    

업학회지가 7.2%(16편), 복식이 4.1%(9편), 소비자학연구와 한     

국의상디자인학회지가 각각 1.8%(4편), 패션과니트와 한국생활    

과학회지가 1.3%(3편)을 차지하였다. 그 외 나머지 18편의 논       

문은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디자인융복합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한복문화 등 총 29개의 학회지에 분포되어      

나타났다. 

4.1.3. 세부 전공 별 논문 분포 현황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인 윤리적 패션 관련 논문의 의류학        

세부 전공 별 분포 현황은 Table 3과 같다. 분야는 패션마케팅,         

의류소재시스템, 의류설계생산, 패션디자인, 한국·아시아복식의   

총 5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윤리적 패션 관련 논문의        

51.1%(113편)가 패션마케팅 분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패션      

디자인 분야의 논문이 40.7%(90편)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       

났다. 두 분야의 논문이 전체의 91.8%를 차지하고 있어, 윤리        

적 패션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패션마케팅과 패션디자인 연구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산업의 윤리와 관련하여 의       

류학 세부전공별로 분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패션마케팅 영      

역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Choi and Lee(2009)의 연구와 일        

치한다. Choi and Lee(2009)는 윤리 연구가 패션마케팅 영역       

에 치중된 이유로 윤리가 패션산업의 전략 중 한 부분으로 인         

식되고 있음으로 보았다. 실제로 2009년, 2012년, 2019년을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연도에서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마케팅        

분야에서 더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4.2. 학술지에 나타난 윤리적 패션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4.2.1. 출현 빈도 및 TF-IDF 분석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100개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이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주제어는 ‘지속가능     

(335)’, ‘친환경(270)’, ‘소재(229)’, ‘공유경제(225)’, ‘윤리(192)’,    

‘소비자(187)’, ‘사회적(186)’, ‘업사이클링(184)’, ‘기업(151)’,   

‘가치(151)’, ‘재활용(121)’, ‘브랜드(98)’, ‘에코(63)’, ‘제로웨이    

스트(60)’ 등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패션과 관련하여 지속가능     

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재활용, 에코, 제로웨이스트, 유기농과     

같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IDF 값을 계산한 결과, ‘공유경제(906.90)’가 최상위 TF-IDF     

값을 가진 용어로 나타났다.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단어가 문장 내에서 가지는 희소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TF-IDF 값이 높은 단어는 중요한 의미의 단     

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윤리적 패션과 관련하여     

게재된 학술지들 사이에서 공유경제는 단순히 흔히 사용되는 용     

어가 아니라, 주제어로써 가장 핵심이 되고 있음으로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지속가능(434.26)’, ‘소재(427.62)’, ‘윤리(394.86)’,    

‘친환경(364.41)’, ‘업사이클링(359.03)’, ‘소비자(336.72)’, ‘기업   

(333.12)’, ‘사회적(327.09)’, ‘가치(316.97)’, ‘재활용(266.94)’, ‘브    

랜드(229.74)’, ‘치유(215.07)’ 순으로 나타났다. 단어 정제 과정     

에서 분석에 있어 불필요한 패션, 연구, 목적, 분야, 필요, 관련,     

개념, 현대, 상품, 이론, 국내 등의 단어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상위 빈도를 가진 대부분의 단어들은 TF-IDF 값에서도 상위로     

나타났다.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에서 패션마케팅, 패션 산업, 의상 심     

리, 소비자 심리 등의 패션마케팅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은 것     

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개발(345)’과 같은 디자     

인 분야의 키워드가 빈도와 TF-IDF 값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상품 디     

Table 3. Distribution of articles by major 

Fashion marketing/ 

industry
Textiles system

Technical design/

production 
Fashion design

Korean·Asian 

Costume
Total(%)

2009 4 1 0 4 0 9(4.1%)

2010 10 0 0 6 0 16(7.2%)

2011 11 0 1 8 0 20(9.0%)

2012 2 1 0 9 0 12(5.4%)

2013 12 1 0 9 0 22(9.9%)

2014 15 1 0 9 0 25(11.3%)

2015 16 2 1 10 0 29(13.1%)

2016 8 1 1 5 0 15(6.8%)

2017 12 0 1 6 1 20(9.0%)

2018 13 2 2 7 0 24(10.8%)

2019 10 1 1 17 0 29(13.1%)

Total(%) 113(51.1%) 10(4.5%) 7(3.2%) 90(40.7%) 1(0.4%)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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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개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소재 시스템 분야에 해당하는 키워드인 ‘소재(229)’가 높은 빈       

도로 나타났으며, 소재와 공출현한 단어로 ‘친환경’, ‘지속가능      

한’, ‘소비자 인식’, ‘상품 개발’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전반         

적인 의류학 세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        

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써, 재사용, 재활용, 중고의류제품 구       

매, 패션플랫폼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윤리적 패션 관련 연        

구의 배경에서 자주 언급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가능한’과 ‘친환경’이 전체 윤리적 패션 관련 연       

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나타났으며, 상위 주제어 중        

대다수가 환경과 관련된 주제어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디자인, 공정 무역 등 윤리적 패션     

의 사회적 측면과 같은 용어가 주제어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의 출현 빈도와 TF-IDF 값 확인을 통해, 국내     

의류학 분야의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노동문제, 동물보호 문제 등의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2. 네트워크 및 군집화 분석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윤리적 패션 관련 학술지에     

서 나타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100개 단어의     

Table 4. Top 30 words by frequency and TF-IDF

No. Word Count TF-IDF No. Word Count TF-IDF

1 Product development 345 495.23 16 Production 77 213.90

2 Sustainable 335 434.27 17 Expression Technique 72 196.01

3 Eco-friendly 270 364.41 18 Perception 68 170.32

4 Materials 229 427.63 19 Waste 66 181.48

5 Sharing economy 225 906.91 20 Design 63 189.07

6 Ethics 192 394.87 21 Eco 63 189.07

7 Consumer 187 336.73 22 Types 61 174.92

8 Social 186 327.09 23 Zero-waste 60 194.53

9 Up-cycling 184 359.03 24 Attitude 56 160.58

10 Corporation 151 333.13 25 Aesthetic 54 154.84

11 Value 151 316.98 26 Healing 52 215.07

12 Re-cycling 121 266.94 27 Plan 47 137.80

13 Case study 113 245.71 28 Meaning 47 137.80

14 Brand 98 229.74 29 Platform 45 186.12

15 Purchase intention 94 229.50 30 Textiles 45 147.99

Table 5. Top 30 words by degree centrality (2009-2019)

No. Word Cd

a
Cb

b
Cc

c
Ce

d
No. Word Cd

a
Cb

b
Cc

c
Ce

d

1 Product development 0.97 459.80 0.01 0.02 16 Brand 0.70 111.17 0.01 0.02 

2 Social 0.92 324.84 0.01 0.02 17 Waste 0.70 115.82 0.01 0.02 

3 Consumer 0.91 318.64 0.01 0.02 18 Aesthetics 0.69 128.95 0.01 0.02 

4 Value 0.89 268.65 0.01 0.02 19 Ethics 0.66 92.72 0.01 0.02 

5 Eco-friendly 0.88 295.07 0.01 0.02 20 Corporation 0.65 93.66 0.01 0.01 

6 Sustainable 0.86 322.53 0.01 0.02 21 Energy efficiency 0.61 61.47 0.01 0.01 

7 Materials 0.81 209.06 0.01 0.02 22 Pattern 0.60 67.92 0.01 0.01 

8 Meaning 0.80 203.95 0.01 0.02 23 Status 0.58 45.99 0.01 0.01 

9 Perception 0.80 206.80 0.01 0.02 24 Up-cycling 0.58 63.93 0.01 0.01 

10 Re-cycling 0.78 156.36 0.01 0.02 25 Organic 0.57 66.09 0.01 0.01 

11 Plan 0.77 160.78 0.01 0.02 26 Experience 0.57 79.01 0.01 0.01 

12 Case study 0.75 143.56 0.01 0.02 27 Textiles 0.57 66.61 0.01 0.01 

13 Expression technique 0.75 146.62 0.01 0.02 28 Marketing 0.55 54.66 0.01 0.01 

14 Types 0.73 138.82 0.01 0.02 29 Innovative-ness 0.55 38.79 0.01 0.01 

15 Production 0.73 162.96 0.01 0.02 30 Fabric 0.55 45.91 0.01 0.01 

a. degree centrality, b. betweenness centrality, c. closeness centrality, e. Eigenvector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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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젠벡터중심성을 측정    

하였다(Table 5). 네트워크를 통해 단어들끼리의 연결강도를 계      

산하여 시각화한 결과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던 단어들의 대부분이 중심성 항목      

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나, 매개중심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매      

개중심성은 주제어끼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의      

방법론적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출현하였다.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상품개발’, ‘사회적’, ‘소비자’, ‘가치’, ‘친환      

경’, ‘지속가능한’, ‘소재’, ‘인식’, ‘의미’, ‘리사이클링’, ‘방안’,      

‘표현기법’, ‘사례’,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빈도 및 연결중심       

성 값과 대비하여 매개중심성이 특히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지        

속가능한’, ‘방안’, ‘제작’, ‘미학’, ‘구매의도’, ‘매개효과’, ‘면’,      

‘철학’, ‘빈도분석’, ‘동물보호’, ‘결정요인’, ‘조절효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출현빈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연구의 방        

법론이나 주제어끼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로 볼 수 있        

다. 즉, 윤리적 패션 연구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작품제작과       

같은 디자인 개발, 미학적 의미 고찰이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        

되었으며, 패션마케팅 분야에서는 문제에 대한 방안 제시, 매개       

효과나 조절효과를 주어 소비자의 인식이나 구매의도, 구매 결       

정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적으로 윤리적 패션과 관련하여 패션디자인 상품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소비자 심리 및         

행동, 소재에 대한 인식 및 소재 개발, 이론적 의미 고찰, 환경          

적· 사회적 방안 제시, 패션디자인 표현기법 연구, 상품 및 브랜     

드의 사례 분석이 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간 연결을 확인한 결과, 윤리적     

패션과 혼재되어 사용되었던 ‘사회적’,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과 같은 용어가 의류학의 세부 분     

야에 따라 사용되는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과 연결     

성을 보이며,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소비자’, ‘가     

치’, ‘플랫폼’, ‘치유’, ‘브랜드’, ‘인식’, ‘책임’, ‘의미’, ‘노동’, ‘생     

태계’, ‘시니어’, ‘디자인’, ‘규범’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플랫폼, 사회적 치유, 사회적 브랜드, 사회적 인식, 기     

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적 의미, 노동, 사회적 생태계, 시     

니어, 사회적 디자인, 사회적 규범 등이 ‘사회적’ 용어와 함께     

쓰이는 연구주제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과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난 대부분의 키워드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로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는데, 윤리적 패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적 약자, 공정 무역, 노동권 등의 사회적 문제가 패션마케팅 분     

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과 연결성을 보이며,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난 키워     

드들은 ‘상품개발’, ‘소재’, ‘브랜드’, ‘표현기법’, ‘리사이클링’,     

‘원단’, ‘교육’, ‘재사용’, ‘생태미학’, ‘에너지효율’, ‘작품’, ‘융합’,     

‘가변적’, ‘패턴’, ‘니트웨어’, ‘철학’, ‘커팅’, ‘면’, ‘생체모방’, ‘에     

너지하베스팅’, ‘자수’ 등 소재 개발, 의복 구성, 패션디자인 표     

현기법과 관련된 용어들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 용어가     

Fig. 1. Visualization of total 100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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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의복구성, 소재시스템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연구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과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들은 ‘상품개발’,     

‘소재’, ‘소비자’, ‘에코백’, ‘섬유’, ‘브랜드’, ‘구매의도’, ‘의식’,      

‘인식’, ‘면’, ‘티셔츠’, ‘가죽’, ‘라이프 스타일’ 등으로, 패션마       

케팅, 패션디자인, 소재시스템 분야의 연구들이 골고루 나타났      

으며, 다수의 패션마케팅 분야의 변수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이       

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영향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재시스템 분         

야에서도 사회적, 제로웨이스트, 윤리적, 업사이클링 등 다른 비       

슷한 용어들보다 친환경을 주제어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제로웨이스트’의 경우,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난 키      

워드들은 ‘커팅’, ‘패턴’, ‘원단’, ‘소재’, ‘조형미’, ‘인식’, ‘상품       

개발’, ‘작품’, ‘표현기법’, ‘해체’ 등으로 의복구성과 패션디자      

인 분야에서 주로 연구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업사이클링’과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들은 ‘상      

품개발’, ‘소재’, ‘브랜드’, ‘원단’, ‘미학’, ‘리사이클링’, ‘표현기      

법’, ‘작품’, ‘가죽’, ‘수공예’, ‘리디자인’, ‘패치워크’로 나타나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연구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출현을 바탕으로 단어 간의 구조적 등위성을 파악하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실행     

한 결과, 7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Fig. 2). 7개의 군집 중, 6개         

의 군집이 패션마케팅 및 산업과 관련된 연구로 나타났으며, 3        

개의 군집에서 패션디자인 연구가, 소재 시스템과 의복설계생      

산 분야의 연구는 각각 1개의 연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윤리적 패션과 관련된 의류학 세부 분야 중,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폭 넓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가 그 다음으로 주제의 다양성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소재시스템과 의복설계생산 분야는 특정 주     

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3.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부터 2015년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    

지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각 시기별     

상위 30개 단어를 선정하였다(Table 6). 공출현을 바탕으로     

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주제어를 군집화    

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6개, 2012년부터 2015     

년 사이에는 5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7개로 나타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     

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주제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     

년 사이에는 ‘친환경’, ‘윤리’, ‘CSR’, ‘지속가능한’, ‘브랜드’, ‘에     

코’, ‘구매의도’, ‘녹색경영’, ‘기업 이미지’, ‘소재 개발’, ‘소비     

자행동’, ‘리사이클링’, ‘인식’, ‘태도’, ‘캠페인’, ‘로하스’, ‘공정     

무역’, ‘미학’, ‘웰빙’, ‘유기농’, ‘업사이클링’, ‘천연염색’, ‘공익     

연계마케팅’, ‘자수’, ‘리디자인’, ‘노마디즘’, ‘다기능’, ‘구매행     

동’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의 연구 키워드는 윤     

리적 패션의 환경적 측면과 노동권,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측면을 다룬 주제어들이 나타났으며, 구매의도, 구매행동, 소비     

자행동, 인식, 태도 등 패션마케팅 연구의 변수들이 다수를 차     

지하였다(Fig. 3).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업사     

이클링’, ‘리사이클링’ 등의 윤리적 패션의 환경적 측면과 관련     

된 용어들이 상위권에 출현하였으며, ‘CSR’, ‘소비 가치’, ‘태     

Fig. 2. CONCOR analysis of total 100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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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의식’, ‘소비 행동’, ‘조절효과’, ‘위험지각’, ‘매개효과’,      

‘혁신성’, ‘구매의도’와 같은 패션마케팅 연구의 변수들도 상위      

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교육’, ‘융합’, ‘생태미학’, ‘문화콘텐츠’,      

‘생태계’, ‘저탄소’와 같은 키워드의 출현을 통해,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의류학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과     

같은 교육 분야, 생태미학이나 저탄소와 같은 과학 분야, 프린팅     

과 같은 기술 분야의 융합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4).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출현빈도 상위 10개 단어가     

Table 6. Top 40 keywords on ethical fasgion by year

2009-2011 2012-2015 2016-2019

No. Word Count Word Count Word Count

1 Eco-friendly 37 Sustainable 40 Sustainable 51

2 Ethics 15 Eco-friendly 39 Up-cycling 41

3 CSR 15 Up-cycling 22 Eco-friendly 26

4 Sustainable 12 Ethics 19 Ethics 19

5 Brand 11 CSR 18 Perception 13

6 Eco 8 Re-cycling 16 CSR 13

7 Purchase intention 7 Purchase intention 15 Materials 13

8 Green marketing 6 Consumption value 10 Brand 13

9 Corporation image 6 Attitude 10 Zero waste 12

10 Textiles development 5 Education 7 Re-cycling 11

11 Consumer behavior 5 Program 5 Attitude 8

12 Re-cycling 5 Transformable 5 Purchase intention 7

13 Development 4 Environmentally conscious 5 Fur 7

14 Perception 4 Perception 5 Healing 7

15 Attitude 4 Brand 5 Consumption value 7

16 Construction 4 Consumption behavior 4 Sharing economy 6

17 Campaign 3 Leather 4 Moderating effect 5

18 Expression technique 3 Aesthetics 4 Convergence 5

19 Value 3 T-shirts 4 Cutting 5

20 Lohas 3 Moderating effect 4 Education 5

21 Fair trade 2 Perceived risk 4 Smart 5

22 T-shirts 2 Knitwear 4 eWOM 5

23 Aesthetics 2 Convergence 3 T-shirts 4

24 Well-being 2 Zero waste 3 Energy Harvesting 4

25 Organic 2 Eco bag 3 Expression technique 4

26 Up-cycling 2 Re-usage 3 Norms 4

27 Natural dyeing 2 Ecological aesthetic 3 Advertisement 4

28 Design factors 2 Green management 2 Sharing platform 4

29 Naturalism 2 Culture contents 2 Environmentally conscious 4

30 Cause-related marketing 2 Organic 2 Construction 3

31 Embroidery 2 Ecosystem 2 Leather 3

32 Re-design 2 Mediating effects 2 Jogakbo 3

33 Nomadism 2 Low carbon 2 Cause-related 3

34 Multi-functional 2 Eco label 2 Digital 3

35 Purchase behavior 2 Innovativeness 2 Climate change 3

36 Consciousness 2 Purchase behavior 2 Technology development model 3

37 Textile planning 2 Fair trade 2 Biomimicry 2

38 Tradition 2 Printing 2 Crowd funding 2

39 Cloth diaper 2 Children 2 Biotechnology 2

40 Jewelry 2 Reform 2 Veganis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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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등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      

으로 나타났으나, ‘모피’, ‘치유’, ‘공유경제’, ‘스마트’, ‘온라인      

구전’, ‘에너지하베스팅’, ‘공유플랫폼’, ‘가죽’, ‘디지털’, ‘기술     

개발모델’, ‘기후변화’, ‘생체모방’, ‘크라우드펀딩’, ‘생체공학’,    

‘비거니즘’과 같은 다양한 주제어들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환경      

적, 사회적 주제어에서 나아가 2016년과 2019년 사이에는 ‘모       

피’, ‘가죽’, ‘비거니즘’과 같은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여, 동물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패션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 ‘스마트’, ‘온라인구전’, ‘에너지하베스팅’, ‘공     

유플랫폼’, ‘디지털’, ‘기술개발모델’, ‘생체모방’, ‘크라우드펀딩’,    

‘생체공학’ 등의 키워드 출현을 통해, 신 유통, 과학·기술 분야        

와의 융합 연구가 윤리적 패션 연구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윤리        

적 패션 연구에서도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국내 윤리적 패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Scopus, KCI, KCI 후보지에       

등재된 관련 논문의 연도별  ·  학술지별  ·  세부전공 별 연구 현황,              

주제어 네트워크, 시기별 주제어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는 2009년을 기점으로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증가하기 시        

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윤      

리적 패션 관련 연구는 221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년을       

주기로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한 번씩 감소하였다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의 윤리적 패션 관련 논문은 총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상위 10위까지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은 91.8%로 나타났다. 윤리적 패션과 관련된 논문이 특정 학        

술지에 집중하여 게재되는 현상도 있었다. 의류학 분야별로는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패션디자인 분야로 나타났다. 

윤리적 패션 주요 주제어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업사이클      

링, 재활용, 에코, 제로웨이스트, 유기농과 같은 용어들이 있었       

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제어들이 환경과 관련된 주        

제어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적 디자인, 공정 무역 등 윤리적 패션의 사회적 측면이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통해     

윤리적 패션 연구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작품제작과 같은     

디자인 개발, 미학적 의미 고찰이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되었으     

며, 패션마케팅 분야에서는 문제에 대한 방안 제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주어 소비자의 인식이나 구매의도, 구매 결정요인     

을 알아보는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     

적 패션과 혼재되어 사용되는 용어들도 특정 세부 전공마다 자     

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은 패션마     

케팅 분야에서, ‘지속가능’은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소재시스템     

분야에서, ‘친환경’은 패션마케팅과 소재시스템 분야에서, ‘제     

로웨이스트’는 의복구성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업사이클링’    

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연구 키워드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부터 2015년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    

지의 주제어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2016년도부     

터 2019년까지의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가 가장 다양한 주제     

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의 연구 키     

워드는 윤리적 패션의 환경적 측면과 노동권, 삶의 질 향상 등     

의 사회적 측면을 다룬 주제어들이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도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교육 분야,     

과학 분야, 기술 분야와의 융합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윤리적 패션의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동물 보호, 신 유통, 과학  ·  기술 분야와의 융합     

이 새롭게 더해져,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정보학적인 접근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네     

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윤리적 패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패션 기업의 윤리적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의 증가는 패션 산업     

전반에 퍼진 윤리적 인식 확산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윤리적 패션 연구는 환경적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정     

무역과 같은 사회적 측면으로, 나아가 비건 패션과 같은 동물 보     

호의 측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패션 기업에서도 이러한 움     

직임을 의식하여, 윤리적 패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윤     

리적 경영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Fig. 3. Research network(2009-2011). Fig. 4. Research network(2012-2015). Fig. 5. Research network(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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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해외 연구 동향과의 분석과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연구동       

향의 특성에 대하여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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