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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low fashion consumers from a human desire viewpoint in order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slow fashion consumption. First, the concept of slow fashion was defined. Second,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s of desire found in Oriental philosophies and applied them to slow fashion

consumption. This process identified the fundamental desire that motivates consumers of slow fashion.

Lastly, the psychological aspects slow fashion consumers were examined through a comparison of funda-

mental desire and external reasons given by interviewees in regards to personal motivation to purchase slow

fashion produc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unmarried women 25 to 37 years

old with experience in buying slow fashion products. Exploratory data were classified into external reasons

and fundamental reasons to derive the concept of slow fashion. First, slow fashion is defined as sustainable

fashion that considers humans and nature. It also seeks to produce morally good product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Second, we identified the following external reasons: social responsibility, pursuit of heal-

thy products, and pursuit of beauty. Finally, we extracted four factors that reflected fundamental desire:

Recognition Desire, Ostentation Desire, Sexual Appeal Desire, and Power Desire. Altruism was emphasized

by respondents who expressed social responsibility among external reasons and the desire for recognition

among fundamental reasons. However, this goodwill also originated from human desire due to the emotio-

nal healing they receive from helping others. Interviewees sought psychological benefits such as self-satis-

faction and spiritual growth through slow fashion that implied an Association of slow fashion consumption

with human desire. Slow fashion consumption was influenced by moral convictions as well as various de-

sires; in addition, external reasons for slow fashion consumption could be explained by 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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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슬로우 패션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의 본연적

관계를 복구하고자 하는 Slow movement에 영향을 받

아 패션 분야에 파생된 것으로 처음에는 대량생산 의류

와 필요 이상의 유행을 거부하는 운동에서 시작되었으

나(Astyk, 2006) 점차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고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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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어(“Slow Fashion 101”, 2011) 지속 가능한,

에코, 그린, 윤리적 패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Cataldi et al., 2010). 해외의 경우 슬로우 패션이

몇몇 지식인층의 소비에서 벗어나 대중화의 단계로 가

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정부의 인증 등을 통하여

그 저변을 더욱 넓히고 있다(Pookulangara & Shephard,

2013).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2012년 패션협회에서 슬

로우 패션을 10대 뉴스로 선정할 정도로 점차 슬로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2013).

하지만 슬로우 패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슬로우 패션에 대한 정의, 소

비자 지각, 생산 시스템 등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Clark, 2008; Fletcher, 2007; Holt, 2009; Pookulan-

gara & Shephard, 2013), 국내의 경우 슬로우 패션의 개

념조차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슬로우 패션은 지

속 가능한 패션 또는 윤리적 패션의 한 범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대부분 독립된 분야로서의 슬로우 패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범위를 넓혀 윤리적 소비 전체

를 포괄하더라도 윤리적 소비의 개념, 구매행동, 동기

에 관한 연구 등 기초적 연구(Hong & Shin, 2011; Hong

& Song, 2010; Huh, 2011; Koh, 2009)가 진행되어 왔을

뿐, 윤리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접

근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슬로우 패션 제품 소비

에서 심리적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친환경 소재 사용,

공정 거래, 지역 생산 등 유사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이성적으로

올바른 제품이라 인식하여도 소비자가 심리적 보상 없

이 추가비용을 지불하며 지속적인 소비를 하기는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합리

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윤리적 소비 및 비과시, 비소비적

행동을 Baudrillard(1970/1991)가 제시한 초(超)차이화(la

surdifférenciation de prestige)의 개념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과시적 소비보다 한층 더한 사치, 과시

의 증가이며 좀더 교묘해진 차이(differenciation)로 이해

될 수 있으며 근원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관련돼 있음이

암시된다. 또한, 소비욕망은 소비행동을 향한 갈망의 본

질과 역동적 심리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욕망을 통해 인간욕망에 접근하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잠재적 니즈(unmet needs) 즉, 소비자의 심층의식

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Lee & Kim, 2010).

따라서 슬로우 패션 소비와 같은 윤리적 소비는 심리적

동인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되어 슬로우 패션 소비자의

욕망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욕망에 대한 연구는 데카르트(Descartes)의 이성적 사

유의 반발로서 시작되었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인간

해석의 원리가 감성과 욕망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라

캉(Lacan), 푸코(Foucault), 들뢰즈(Deleuze) 등 많은 철

학자에 의해 연구가 가속화되었다. 최근에는 욕망의 분

류와 관련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성적 측면이

강조된 숙고된 욕망(Bagozzi et al., 2006; Lee & Kim,

2010)과 감정적 측면이 강조된 충동적 욕망(Belk, 1979;

Lee & Kim, 2010; Shiv & Fedorikhin, 1999), 이 두 차

원의 욕망을 모두 인정하는 의지적, 본능적 욕망(Davis,

1984; Lee & Kim, 2010; Rodriguez, 2006; Vadas, 1984)으

로 설명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동기적 측면이 아닌 욕망

의 성격적 측면에서 분류도 시도되었는데 Lee and Kim

(2010)는 욕망의 대상을 기반으로 4가지 욕망으로 구분

하였고 욕망의 투사로서 소비와 욕망의 관계를 정의하

였다. 하지만 욕망에 대한 연구는 서양 철학에 치우쳐

있으며 직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망을 강조

한 측면이 있어 슬로우 패션 소비와 같은 우회적이고

다양한 욕망이 혼용된 형태의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부

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간접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Zui, 2000/2013) 슬로우 패션 제품 소

비와 관련되는 다양한 욕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양 철학 분야에서의 욕망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후 추구대상을 기반으로 욕망을 분

류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슬로우 패션 소비에 어떠

한 욕망이 작용하는지 슬로우 패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슬로우 패션 개념

에 대해 정의하고, 둘째, 동양적 측면의 욕망에 대해 분

석하여 슬로우 패션 소비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 근원적

원인을 찾아보며, 셋째 슬로우 패션 소비에 대한 표면

적 이유를 욕망적 측면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내면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우 패션 소

비자들의 내면적 심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슬로

우 패션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가능성과 방향을 제

안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II. 슬로우 패션

1. 슬로우 패션의 정의

슬로우 패션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지속 가능 패션 센터

(Center for Sustainable Fashion, UK)의 Fletcher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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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명명했으며(Slow Fashioned, 2011) 근원적 기원은

슬로우 푸드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Clark, 2008; Holt,

2009; Pookulangara & Shephard, 2013). 슬로우 푸드 운

동은 패스트 푸드의 증가에 반발하여 1980년대 이탈리

아에서 시작(Fletcher, 2010; Holt, 2009; Johansson, 2010)

되었으며 이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뿐만 아니라

장보고, 요리하고, 먹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욕망을 포함한다(Fletcher, 2010; Holt, 2009).

하지만 슬로우 패션이 슬로우 푸드 운동과 문제인식 방

식에서 일치하지만 연관되어 성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Fletcher, 2010; Pookulangara & Shephard, 2013).

슬로우 패션의 동기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

으나 아직까지 윤리적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과의 용어

의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슬로우 패션은 환경오염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술 활용, 공급과정을 통해 제

품의 이동을 고려, 친환경 섬유 사용 등 개념을 통합하

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슬로우 패션의 목적은 단

순히 옷의 기획에서 공정까지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

며, 디자인 계획, 소싱, 생산 및 소비자 교육을 포함하여

좀 더 지속 가능한 과정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Clark, 2008; Fletcher, 2010). 또한,

슬로우 패션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전체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구

매를 고려하는 양심적인 소비자들을 장려한다(Henly,

2010; Pookulangara & Shephard, 2013; Siegel et al.,

2012). Johansson(2010)에 의하면 각각의 의류는 스토리

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소비와 사용을 통해 그들의

의류와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옷을 좀더 오랫동안 착용하게 된다. 슬로우 패

션은 단지 제작과정을 느리게 하거나 전통적인 방법만

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투명성과 기업의 관행을 개선

하는 다른 핵심 개념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Fletcher,

2010)한다는 점에서 옷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적 패

션,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의 창조성을 입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패션을 포괄하는 의미

로 볼 수 있다.

슬로우 패션의 특징으로는 제조단계에서 동물 권리

보호, 친환경 소재 사용, 천연 염색을 지향하며, 정당한

노동 환경과 임금을 주는 공정 거래, 물류 이동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역 생산을 한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소비단계에서는 과도한 패션 소비를 줄이

고 양보다 질의 제품을 고르며 빈티지와 같은 중고 제

품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며 구입한 제품은 오래

사용하며 수선하거나 리폼하여 사용기간을 늘리고, 불

필요한 옷들은 기부 및 판매하여 재사용을 도우며 더

나아가 조심스러운 관리를 통해 의복의 생명력을 늘리

고 적당한 세탁 횟수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말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우 패션을 첫째, 패션 산업

안에서의 지속 가능성, 디자인과 일치되는 높은 퀄리티,

지역 생산, 소량생산, 공정한 노동 환경을 바탕(“Slow

Fashion Award”, 2010)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소비

라고 지칭하며 둘째,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

한 패션을 말하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올바른 제품을

추구하는 패션으로 정의한다.

2. 유사 개념과의 비교

윤리란 일반적으로, 상식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합리

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의미하며, 도덕처럼 규칙을 부여

하지 않지만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란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식적 또는 계획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것

(Crane & Matten, 2004)을 말하며 윤리적 제품은 환경

적 영향, 노동자 복지, 공정한 가격, 자선적 기부와 같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제

품을 의미하고(Crane, 2001) 공정 무역, 동물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지속 가능 패션이란 환경보호주의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무한하게 지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

인 철학이며 지속 가능성 트렌드의 하나이다. 지속 가능

에 대한 개념은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United na-

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논의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UN ‘환경발전에 관한 세계

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

ment)’의 개념을 공식화했다. 지속 가능성을 범세계적으

로 실현하기 위한 1992년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에서 기업가들은, 인간의 산업을 경제, 환경, 윤리적 문

제를 고려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생태효율성

(eco-efficiency)’ 전략을 선택하였고 쓰레기를 줄이고(re-

duce), 재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여(recycle) 쓰는 ‘3R

슬로건’이 큰 호응을 얻어 기업과 개인이 실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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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McDonough & Braungart, 2002). 최근에는 재

활용과 재사용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업사이클 패션

이 지속 가능성이란 시대적 화두와 함께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있다(Kwan, 2012).

슬로우 패션은, 도덕적 신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윤리

적 패션과,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 패션, 재활용품에 미적인 창조성을 입힌 업사이클

패션을 포괄하는 의미로, 유행을 따르면서도 디자인, 생

산, 소비, 사용, 재사용의 패션 사이클의 속도 균형을 맞

추어 소비자로 하여금 패션의 즐거움과 재미뿐만 아니

라 소비에 있어서 의식과 책임을 깨닫게 한다. 위의 개

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III. 동양 사상에서의 욕망

1.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에서의 욕망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욕망의 차이점은 동서양의

근본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에 근본을 둔다. 서양의

경우 어떠한 대상을 볼 때 인사이더 관점에서 보며 자기

중심적 투사를 하게 되는 반면 동양의 경우 아웃사이더

관점에서 보며 관계적 투사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본다.

이는 실제 욕망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 차이가 더

욱 확연하다. SDR(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즉 사

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에 따라 타인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서양의 경우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독립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나 동양의 경우 겸손하

고 규칙을 잘 지키며, 집단의 일원으로 타인을 잘 도와

주는 사람이 인정 받는다. 이는 서양의 경우 내적기준,

자기만족도가 중요하며 동양의 경우 외적기준, 즉 타인

의 평가에 민감함을 보여준다(Kim & EBS East and West

Production Team, 2012). 즉 이러한 사고 방식의 차이로

서양에서는 프로이드, 푸코, 드뢰즈와 같은 학자들이 자

신의 중심적이고 한가지 관점에서 욕망을 분석하였지

만, 동양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동양 사회가 점

차 서구화되어도 동양인의 행동과 습성은 옛 철학에 뿌

리를 두고 있으므로(Kim & EBS East and West Produc-

tion Team, 2012), 슬로우 패션 소비와 같이 사회와 환

경을 고려하는 소비는 서양의 경우 욕망만으로는 해석

의 한계를 가질 수 있으나 관계 속에서 욕망의 추구를 이

해하는 동양의 경우 착한 행동까지도 욕망의 테두리 안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타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슬로우 패션 소비를 동양의 관계 지향적이고

우회적인 욕망의 시각으로 풀어보는데 의의가 있다.

2. 동양 사상에서의 욕망에 대한 연구

동양 사상에서는 서양의 욕망의 연구와 달리 욕망이

직접적으로 연구되기보다는 도덕과 이성의 반대되는

의미로 소개되어 왔다. 선진시대의 유가부터 살펴보자

면 공자의 경우 욕망 또는 개체의 한계로서 ‘기(己)’ 또

는 ‘습(習)’으로(Jeong, 2009), 맹자의 경우에는 ‘대체(大

體)’와 ‘소체(小體)’로 나누어 표현하였고(Mencius, n.d./

2011), 순자는 ‘성(性)’이라 하며 인간본성을 욕망 그 자

체로 보았다(Hsün-tz, n.d./2008). 반면 도가의 경우 노자

는 인위(人爲)로 인하여 부도(不道)의 욕망이 생성된다

고 보았고(Laozi, n.d./1995) 장자는 온전한 삶에 대한

능동적인 욕망으로 ‘성(性)’을 언급하며(Zhuangzi, n.d./

2011) 이 중 정욕이 외부와 접하면서 인위적 욕망이 생

성된다 보았다(Jang, 2004). 마지막으로 법가(法家)에서

는 가장 욕망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상앙은 인의

예지(仁義禮智)보다 본성적 욕망이 앞선다고 하였고(Sh-

ang Yang, 1928/2011), 한비(韓非)의 경우 인간의 끝없

는 욕망을 제시하며 노자의 무위자연을 비판하였다(Han

Fei, n.d./2010).

송학시대의 경우 유가의 개념에서 좀더 체계적인 접

근을 하였는데 송대 유학의 태두 주돈이는 기를 오감과

Table 1. Concepts similar to slow fashion

Ethical Fashion Sustainable Fashion Slow Fashion

Origin
1989 Ethical Consumer

Magazine in UK
1972 UN Environment Conference 1980s slow food movement

Primary Values Moral convictions Regenerative values Restoration of essential relationship

Representative

Scholar
Joergens (2006), Crane (2001)

Papanek (1971),

McDonough and Braungart (2002)

Fletcher (2008), Clark (2008),

Henly (2010)

Major Products Fair trade, Animal protection Recycle, Reuse Customized appa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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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작용의 매듭으로 보아 욕심이 일어날 수 있는 혼재

된 단계로 보았고 장재는 기를 공취지성(攻取之性: 적극

적으로 나아가 취하려는 성향)으로 보고 오감이 외부 사

물과 접하였을 때 갖가지 욕망이 나타난다 하여 대표적

으로 “음식남녀(飮食男女)”, 즉 식욕과 성욕을 예로 들

었다. 정호, 정이 형제는 생리적 욕구와 생물학적 욕망

을 대변하는 말로 인심(人心)으로 표현하였고『예기』의

인욕과 비교하여 욕망을 배타적으로 관철시키는 ‘이기

적 욕망’, 즉 사욕(私欲)이라 정의하였다. 북송 유학자들

의 철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정호, 정이의 인심을 발전

시켜 사욕만이 아닌 합당한 욕망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

장하며 어질어지고자 하는 도덕적 의욕과 같은 삶의 추

동 또한 욕망으로 제시하였다(Hong, 2010).

명시대에는 이전의 시대와 구별되는 욕망을 둘러싼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왕수인은 욕이라 표현하

고 물욕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마음을 두는 이기성(有心

之私)만으로도 욕망이라 정의하며 욕망의 범위를 넓혔

다[‘마음을 둔다’는 것은 ‘집착한다’(著)와 같은 의미로

자연스러운 의식흐름을 자기중심적으로 역류하는 것 즉

사의(私意)를 뜻한다.]. 더 나아가 태주학파의 왕간은 욕

망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신(保身)이라 표현하였으며

명철보신론에서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타인을 아끼는

마음을 이끌어 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지는 동심 즉

인간본연에서 나오는 인욕을 긍정하였고 인욕을 비판

하던 기존의 권위의 사상들이 역으로 욕망 실현의 도구

로 변질되어 악욕됨을 지적하였다.

청대의 왕부지는 ‘욕망이 있어 이치가 있다.’고 보고

‘세상에 공정한 욕망은 곧 이치이며, 사람마다 각각 얻

는 것이 공정함’이라 하며 인욕을 근본으로 보고 이 중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도덕이상과 인문 추구를 가

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Lee, 2001). 동시대의 철

학자인 대진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존재의 근본적 성향임을 말하며 이러한 본능은

이익 추구의 욕망과 연결됨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본능의 발전으로 인해 동물들조차도 호혜적 이타

성을 볼 수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타인을 공감할 수 있

는 심지(心知)의 발달로 자신의 생존 욕구에 비추어 다

른 사람의 위험에 대해 반응하는 이타적 욕망인 사단

(四端)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Hong, 2010). 즉, 동양

철학에서의 욕망은 초기 인간이 버리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으나 점차 그 욕망 자체를 인정하고 긍정

적인 면 또한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욕망이란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감정이며 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추동력 중 큰 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3. 동양 사상에서의 욕망의 발현 양태

동양 사상에서는 불교에서 오욕(五欲)이라 하여 재물

욕(財物慾), 명예욕(名譽慾), 식욕(食慾), 수면욕(睡眠慾),

색욕(色慾)으로 5가지 욕망으로 분류하였고 유가에서

는 예기『예운』편에서 칠정 중 한가지로 욕망이 언급

되었을 뿐 욕망에 대한 직접적인 분류는 찾아보기 힘들

다. 따라서 문헌을 통하여 욕망의 발현을 살펴보고 세

부적인 개념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1) 재물욕

동양 사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욕망은 재물에 대

한 욕망을 들 수 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대상이 명확

하기에 외부적으로 표출되기 쉽고 스스로 인정하기에

도 부끄러움이 적은 보편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공자

는 부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자신도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음을 이야기하

였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부의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세로 인정

하였다(Confucius, n.d./2011). 맹자 또한 옛 현인들도 부

를 추구함을 이야기하며 누구나 원하는 바임을 강조하

였고(Mencius, n.d./2011), 더 나아가 순자는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독점하고 싶은 차별적인 욕망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Hsün-tz, n.d./2008).

2) 색욕

‘음식남녀’란 말과 같이 색욕은 식욕과 같은 기본적

인 욕구이지만 다른 기본적 욕구와 달리 필요가 채워져

도 갈망이 끝나지 않는 욕망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강한 추동력은 문헌에도 자주 언급되는데 공자는 색

을 추구하는 것처럼 덕을 추구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며 은유적으로 인간의 강한 색욕을 이야기하였고 ‘젊은

시절에 아직 혈기가 왕성하니 여색을 경계해야 한다.’며

다루기 힘든 욕망으로 언급하였다(Confucius, n.d./2011).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과 조식 또한 여색은 가장 참기 어

려웠음을 이야기하였고(Yoo, 1622/2006), 도가의 양생법,

주자의 십회훈(十悔訓)에서도 건강을 잃을 정도로 사람

들은 색을 추구함을 지적하였다. 색에 대한 욕망은 직

접적인 성욕뿐만 아니라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으로도 파생되는데 자신의 재주나 장점을 뽐내거나 좀

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회적으로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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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기도 하였다(Yoo, 1622/2006).

3) 권력욕

타인의 우위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인 권력욕은

전쟁과 침략의 역사에서 보듯이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왔고 동양 사상에서도 왕도라 하여 큰 틀에서 이러한 인

간의 본성에 대해 언급되어왔다. 문헌에서는 귀(貴)란 단

어를 사용하여 존귀한 위치, 귀한 자리로 권력을 표현

하였고 선진 유가시대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속

적으로 권력욕을 보편적 욕망으로 이야기하였다(Men-

cius, n.d./2011). 이러한 욕망은 지속적으로 권력을 늘리

려 하는데 전국시대에는 만승지국이라 하여 군대를 늘

려 경쟁적으로 왕을 참칭하였고 침략과 반란이 시시때

때로 일어나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유가에서는 왕도

사상과 예를 통하여 무력 이외의 권력자의 차별성을 추

구하였고 대표적으로 왕가의 예복과 예절의 복원을 들

수 있다(Kang, 2011). 서양과 마찬가지로 점차 복식과

행동이 계급과 지위를 대변하게 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신분제의 몰락과 더불어 권력욕의 투사로서 차별화와

모방의 형태로 더욱 가속화되었다(Gil, 2008).

4) 명예욕

동양 사상에서 명예욕은 권력욕과 일부 혼용되는 의

미로 표현되는데 이는 권력에 따른 의무를 강조한 유가

의 왕도 정치 사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자

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란 말로 대표

되는 정명 사상과 맹자의 혁명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직위와 그에 맞는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결

과적으로 명과 실이 부합하는 측면에서 명예와 권력이

동시에 충족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

이와 숙제의 예처럼(Sima, BC91/2011) 불의의 상황에서

는 이 둘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며 화담 서경덕과

같이 여색과 권력 모두 멀리하고 명예를 올곧이 지키거

나(Kim, 2008) 율곡 이이와 같이 판서의 직위보다 처사

로서의 자신을 더욱 소중이 여긴 예에서 권력욕과 명예

욕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개념

과 분리하여 명예욕을 정의하자면 인과 의와 같은 인간

본연 정의나 시대적으로 옳다고 지향되는 행동을 하여

스스로 자부심을 갖거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평판을 얻

고자 하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5) 승인욕

타인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욕망과 달리

직접적인 외부에 추구하는 바는 없지만 욕망 중 큰 부

분으로 동양 사상에서는 언급되어 왔다. 공자는 나를 알

아주지 않는 것에 화를 참기 힘들고 자신이 인정받기 전

에 타인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였고(Confucius,

n.d./2011)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 받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였다(Mencius, n.d./

2011). 실제로 공자는 공산불요의 일화에서 명예에 흠이

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입증하고 인정받

기 위해 반란군에 가담하기도 하였다(Confucius, n.d./

2011). 승인욕은 더 나아가 우월성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Fukuyama, 1992) 선진시대의 군주들은 더 높은 성과 더

많은 전차를 소유하려 하였고 전국시대의 귀족들은 인

재를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식객의 수로 경쟁을 하며 집

에 머무는 사람의 수가 3천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Sima,

BC91/2011). 이러한 행동들은 현대 사회의 사치품 소비

나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과시적 모습과 유사하며

이는 승인욕이 과시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슬로우 패션에 대해 주체적인 관심과 다양

한 경험이 있는 슬로우 패션 소비자들을 통해 슬로우 패

션 소비의 내재된 욕망을 찾아내고자 심층면접법(in-

depth interview)에 의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슬로우 패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며 슬로우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목적적 표본추출(pur-

posive sampling)을 하였다. 슬로우 패션 제품은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연구자가 정의한 슬로우 패션에 적합한

브랜드(프라이탁, 에코파티 메아리, 페어트레이드 코리

아, 그루, 리틀파머스, 리블랭크, 피플트리, 스텔라맥카

트니, 슬로우 바이 쌈지, 터치포굿, 바버, 오르그닷, 아

름다운가게, 옥스팜, 세컨핸드 등)를 구매한 경험이 있

는 여성으로 하였다. 면접대상자는 25~37세 미혼여성

10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였으며, 면접을 위한

정보제공자 선정은 스노우볼 샘플링으로 표집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슬로우 패션의 인지도, 구매

경험도(구입횟수), 슬로우 패션 소비자로서의 지각 정

도와 관련한 질문을 통한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슬로우

패션 소비자로 평가된 10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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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자는 Stake(1995/2000)가 제시한 사례선택기준

인, 전형적인 사례, 접근하기 쉬운 사례를 참고하여 미

혼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이유는 슬로우 패션 제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성에 대한 심리적 욕망이 기혼

여성과 미혼여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면접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배경은

<Table 2>와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접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2월 2월에 걸쳐 이뤄졌

다.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

으며, 1차 면접 후 추가면접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는 2차 면접을 하였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과 같이 직

접 면접을 하거나 전화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슬로우 패션 소비와 욕망에 관련한 개

방형 질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슬

로우 패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슬로우 패션 제품

을 왜 구매하는가,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

엇인가를 중심으로 슬로우 패션 소비에 대한 면접대상

자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얘기하

도록 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중요한 점과 새로 발견한 점

은 따로 문서화하여 다른 참여대상자에게 질문할 수 있

도록 정리하였으며 면접내용은 면접대상자의 양해를 구

한 후 모두 녹음하였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귀납적 방법에 따른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분석의 기초

작업인 코딩(coding)을 우선적으로 하였으며, 코드를 분

류하며 범주화하여 정의를 내리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

쳤다. 질적 연구의 특징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분리

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Bogdan

& Biklen, 1998)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 반복적

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면접자료

는 개방적 코딩 및 연구자들 간의 교차 검토를 통해 코

딩자료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분석된 내용을 동양 철학

의 욕망이론과 접목시켜 해석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슬로우 패션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차원의 개념으

로 슬로우 패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슬로우 패션 정의에 대

해 살펴보았다. 슬로우 패션 소비에 대한 피험자의 면

접내용은 슬로우 패션 소비를 통한 ‘표면적 이유’와  욕

망을 통해서 본 ‘근원적 이유’ 두 가지로 크게 유목화되

었다. 표면적 이유는 1) 사회적 책임의식, 2) 건강한 제

품 추구, 3) 미적 추구로 범주화되었으며, 근원적 이유

Table 2. Interview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with slow fashion brand

Age Occupation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Purchased Brands

Purchase

Experience

A 28
President of Social

Enterprise
4-year university graduate 3 million won People tree, Oxfam 20 times

B 33 Graphics Designer Graduate student 3 million won
Second hand at Dongdaemun,

Freitag
5 times

C 34 College Lecturer Graduate school graduate 10 million won Reblank, Littlefarmers, Barbour 8 times

D 36 Designer Graduate school graduate 4 million won
Beautiful store, Stella 

McCartney, Eco party Mearry

More than

20 times

E 30 Fashion MD Junior college graduate 2 million won Littlefarmers 10 times

F 27 Artist 4-year university graduate 2 million won
Gru, Second-hand shop

Slow by Ssamzie

More than

10 times

G 29 Service worker 4-year university graduate 3 million won
People tree,

Littlefarmers, Beautiful store

More than

20 times

H 29 Fashion MD 4-year university graduate 2 million won Eco party Mearry 7 times

I 34 Fashion Designer 4-year university graduate 3 million won
Beautiful store

Stella McCartney
5 times

J 36 Fashion MD Junior college graduate 4 million won
Second-hand at Dongdaemun,

Reblank, People tree

More than

1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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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1) 승인욕, 2) 명예욕, 3) 색욕, 4) 권력욕의 네

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하였다.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정의한 다섯 가지 동양 욕망의 발현 중 재물욕은 해석

한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슬로우 패션 소

비가 재물 또는 부의 축척을 통한 욕망으로 슬로우 패

션 소비자에게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슬로우 패션의 이해

면접대상자의 대부분은 의류업계나 디자인 계통에

종사하였으며 디자인 관련 기사, 세미나, 사내 교육을

통해 슬로우 패션을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10명의 면접대상자 중 7명이 지속 가능한 패션

소비, 윤리적 패션 소비와의 연관성에서 자신들의 소비

형태가 슬로우 패션 소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고 하였다.

“디자인 관련 세미나에서 들었어요. 슬로우 디자인의 방향이

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디자이너들 소개해주고... (중략)... 그때 처

음 슬로우 패션에 대해서 안 것 같아요.” (사례 F)

“처음엔 슬로우 패션이 패스트 패션의 반대인 줄만 알았지...

우연히 잡지를 보고 알았어. 환경을 생각하고 제품에 의미를 두는

패션이라고.” (사례 C)

“윤리적 패션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슬로우 패션과 더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내 교육에서 알았어요. 슬로우 패션은 지역

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제품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중략)...

소비 자체를 느리게 하고 옷에 의미도 두고 한다니까 내가 슬로우

패션에 더 가까운 소비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죠.” (사례 G)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를 지향하고 있었

지만 슬로우 패션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어려

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슬로우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

윤리적 패션의 차이를 혼돈하여 동일한 의미로 받아 들

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슬로우 패션이 국내에는 대

중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윤리적 패션이나 지속 가능

한 패션의 테두리 안에서 의미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슬로우 패션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언어적 특성상 슬로우 패션이

패스트 패션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

속 가능한, 재활용, 친환경, 느린, 천천히 와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슬로우 패션을 정의했다. 또한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와 같은 용어들이 대중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슬로우 패션도 유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같이 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 그냥 비슷한 취지에서 사

용되는 것들이고 크게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사례 B)

“지속 가능한 패션, 슬로우 패션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

이 있을까? 사실 나도 헷갈리거든.” (사례 A)

“슬로우 패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천천히, 느긋한, 느린 패션

이 떠오르지. 요즘 패스트 패션이 핫 이슈였으니까 슬로우 패션 하

면 패스트 패션의 반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 (사례 I)

“슬로우 패션이란 말이 익숙하게 들리는 건 패스트 패션의 반

대말이라고 생각돼서가 아닐까? 물론 지속 가능하다, 재활용한다,

옷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까? 나야 의류업에 종사하니까 슬로우 패션에 대해 알

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사례 J)

“하나를 사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슬로우 패션이라고 생각해.” (사례 C)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해서 다시 만들거나 다시 사용하는 것을 통틀어서 슬로우

패션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례 F)

“요즘 기사에 자주 나오잖아. 슬로우 시티, 슬로우 라이프 이

러면서 슬로우 패션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 (사례 H)

2. 슬로우 패션 소비의 표면적 이유

1) 사회적 책임의식

사회적 책임의식은 소비자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소

비가 사회적 기제로 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소비자의

행동 또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Kwon, 2007). 본 연구

의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를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의식 있는 소비를 실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윤리적 소비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구매이력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확인한 Koh(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슬

로우 패션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감 차원에서의 소비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소비행동으로 바람직

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약간 맹목적으로 사는 것도 크고 장애인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도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해서 사는 것도 있고... (중략)... 갈수록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를 내가 인지해주니까 옷 한 벌을 사더라

도 그걸 알고 나서는 그런 데서(공익을 추구하는 매장에서)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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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써야 한다 생각해.” (사례 A)

“소비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옷이 예쁘다고 맹목적

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식을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사례 F)

“빨래를 자주 안 한다는 거... (웃음) 세제도 많이 안 넣고 드라

이 클리닝도 잘 안하고. 내 나름대로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

이야.” (사례 B)

2) 건강한 제품 추구

건강한 제품의 추구가 슬로우 패션 소비의 주된 동기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슬로우 패션 소비를 시작하는 표

면적인 동기로서 나타났다. 면접참여자들은 ‘오가닉’,

‘천연 염색’, ‘슬로우’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제품의 이

미지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제품이미지는 소비자

가 제품에 가지는 주관적인 지각, 인상, 신념의 총체라

고 할 수 있는데(Crane, 2001), 슬로우 패션 제품이 면접

대상자들에게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자신의 건

강 추구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판단

된다.

“오가닉 제품이니까 느낌이 건강하잖아.” (사례 A)

“슬로우 패션 제품 중에서는 주로 천연 염색한 제품을 사는 편

이야. 아무래도 몸에 닿는 건 천연 염색한 게 건강에도 좋다는 생

각이 들거든.” (사례 C)

“슬로우하면 왠지 건강한 느낌 들지 않어? 슬로우 푸드도 그렇

고 슬로우 말만 들어도 초록색이 떠오르는 거 같아.” (사례 E)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 이런 말들은 듣기만 해도 건강해

지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 맥락인 것 같아. 제품설명에 슬로우 패

션을 추구한다고 써있으면 적어도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

겠구나 생각하지.” (사례 J)

3) 미적 추구

본 연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제품

구매시 미적 요소를 추구하는 경향이 컸다. 패션은 타

인에게 가시적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징적 도구

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외적인 이미지가 내적이고 본질

적인 모습보다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

친다. 면접대상자들에게 슬로우 패션은 하나의 패션 형

태로 나타나 타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단이

되었으며 외적 이미지가 신선하거나, 특이할 때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방이나 조그만 소품 같은 건 리블랭크에서 재활용된 가죽

으로 만든 가방이나 지갑을 사는 편이야. 예쁘고, 친구들한테 선

물하기도 좋고.” (사례 C)

“솔직히 예쁘니까 사는 거에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이

미지가 확 바뀌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나한테 안 어울리면

안 사요.” (사례 G)

“피플트리에서 구매대행으로 몇 번 산 적 있어. 한국에는 없으

니까 특이하잖아.” (사례 A)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면 예쁘고 싸고 좋은 게 많으니까 즐겨

갔던 거고.. 그런 물건이 단지 재활용되는 세컨핸드라는 점이었

고.” (사례 B)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오가닉을 사용했고 사회적으로 이익을

준다고 해도 결국은 안 예쁘면 안 사는 거지. 안 예쁜데 왜 사겠

어, 어차피 안 들고 다닐텐데... (중략)... 일석이조가 되니까 구매

하는 거라고 생각해.” (사례 I)

3. 욕망을 통해 본 근원적 이유

1) 승인욕(과시적 욕망)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행동을 타인에게 의

식적으로 과시하고 있었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상표를

밖으로 드러내 착용하고 있었으며, 타인과의 대화에서

는 슬로우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

로 알림으로써 사회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 개념

있는 사람, 앞서있는 사람임을 인정 받고 싶어 하였다.

또한, 슬로우 패션 제품을 명품 제품과 비교하며 명품

소비를 통해 표현하기 힘든 지적인 소비를 하고 있음을

슬로우 패션 소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는 명

품 소비와 같은 과시적 뽐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검소한,

겸손한 소비의 형태를 취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초차이화적인 과시적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면

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가 주는 긍정적 이미지

를 인식,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한 소비를 하고 있음을

과시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옷이 페어트레이드 제품이나 에코 제품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걸 고르는 편이지... (웃음) 로고 같은 게 밖으로 드러나 있

는 거 있잖아.” (사례 D)

“저 사람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있

는 거 같어. 이런게 구매에 영향이 있는 것 같어. 좀 이거는 약간

그런 거 같애. 아까 말했잖아. 명품이라는 것을 들고 다니고 좋아

하는 반면에 스스로 드는 죄책감 같은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좀 배운 사람이고 공부를 좀 했고 우리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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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와의 세대와는 다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한 약

간의 과시? 지적인 과시라고 할 수 있겠지... (강조) 사치를 한다기

보다... 난 이런 사람이야... 의식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지... 나는

배웠다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의식적으로 써.

이런 게 반영되는 거 같아.” (사례 C)

“생각 있는 여자네, 개념 있는 여자네 이러면서 나도 하나 사

볼까라고 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중략)... 대부분 반응은 좋

았던 거 같아.” (사례 A)

“정작 나는 명품을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예쁜 거야 사고 싶

어 산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는... (중략)... 약간의

보상 가치? 그래 내가 이런 거는 쓰지만(명품) 한 켠으로는 이런

것도(슬로우 패션) 구매해 라는 마음도 있는 거 같애.” (사례 E)

“슬로우 패션 제품이 내가 의식 있는 여자라는 걸 대변해주는

것 같아.” (사례 J)

“카드 지갑, 키홀더 같은 건 명품에서 사기 아깝거든,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서 쓰긴 싫고, 그래서 저렴하고 의미도 있으니까 (슬

로우 패션 제품) 샀지. 근데 진짜 잘 산 것 같아. 사람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왠지 우쭐한 느낌이 들면서 말하거든.” (사례 I)

2) 명예욕(존재유지욕망)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에 적합하다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슬로우 패션 소비를

하고자 하였다. 슬로우 패션의 명예욕은 슬로우 패션 소

비를 통한 사회적 평판을 중요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 느

끼고 의식 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부유함과 귀함은 누구나 원

한다’(Confucius, n.d/2011), ‘존귀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

구나 바라는 바이다’(Mencius, n.d./2011), 같은 동양적

철학에서의 명예욕 같이 면접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존

귀함 사람’ 즉, 올바른 소비를 하고 있는 의식 있는 사

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슬로우 패션 소비를 하

고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에 가치를

부여하며 슬로우 패션 소비를 함으로 ‘뿌듯하다’, ‘기분

좋아짐’, ‘자부심’,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느낌’과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느

꼈다. 이는 면접대상자들이 슬로우 패션이라는 이타적

소비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을 얻음과 동시에 현

실적인 자신의 존재에서는 더욱 이상적인 존재로 상승

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awkins(1989)은 이타적 행위에 대해 인간의 이기심에

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며, Lee(2008)의 이타주의적 동기

와 사회로부터의 인정이나 체면유지, 경제적 능력의 과

시 등의 보상을 기대하는 동기가 함께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슬로우 패션 소비는 사회 구성

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같은 이

타적 측면과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이상적인 존재로 상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기적인 욕망이 공존하는 소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자부심인가 내가 배운 대로 실천을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자부심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배운 대로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좀 있지.” (사례 H)

“어쩔 때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강요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애...

(중략)... 난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다 의식

있다고... 오~ 이러면서 좋게 생각하는데.” (사례 C)

“난 이런 사람이야. 의식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지. 나는 배웠

다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의식적으로 써 이런

게 반영되는 거 같아요.” (사례 F)

“슬로우 패션 제품 사면 되게 뿌듯해지잖아 막 비싼 거 아니더

라도 제품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져. 왠지

내가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사례 B)

“이런 우리조차도 이런 인지를 갖고 우리 같은 애들도 이런 인

지를 갖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중략)... 그러니까 욕하지 말

고 너희들도 그냥 참여해라. 최소한 우리도(강조) 한다.” (사례 A)

“제품을 구입하면서 안도감 같은 것도 있고 자기위안 그런 것

도 있는 거 같아요.” (사례 G)

“나의 이런 행동으로 사회가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는 생각하는 거죠.” (사례 E)

“혼자 괜히 티 하나 입었을 뿐인데... 그래 난 슬로우 패션 티를

입었어 그런 거... (웃음) 남들이 알아주면 좋지만, 스스로 만족하

는 게 큰 것 같아.” (사례 I)

“뭔가를 선도하는 느낌이 있지.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앞서 있

다는 느낌도 받고... 쟤보다는 내가 의식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이

다라는 묘한 자신감 같은 게 있어.” (사례 D)

3) 색욕(성적 욕망)

면접대상자들에게 슬로우 패션 제품은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성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

히 슬로우 패션 제품을 선물함으로써 이타적 이미지를

추구하며 이성에게 좀 더 이상적인 자아이미지를 보여

주려 하고 있었으며, 슬로우 패션 소비를 통한 자신의

이타적인 이미지가 이성에게 긍정적 의미로 전달된다

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물 선택은 소비자

의 이상적 자아개념과 관련된 것으로(Belk, 197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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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비춰지고 싶은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선물을 통해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면접대상자들은 이성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선물이나 구전

활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친구한테 슬로우 패션 티셔츠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나중에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슬로우

패션 어쩌고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사례 E)

“난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다는 걸 이성친구 만날 때 은근히 강

조하지... 절대 티나지 않게 말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남자애들

이 개념 있다고 생각하거든.” (사례 B)

“연애 초기에 비싼 선물하기는 속물 같아 보이고 부담스럽잖아

요 그럴 때 슬로우 패션 브랜드 티셔츠 선물하면 딱이죠.” (사례 C)

“남자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취지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례 F)

“전 남친(남자친구)이랑 OOOO OO에서 운영하는 카페에도

가고 액세서리도 사고 그랬거든. 그 뒤로 갠 내가 굉장히 생각 있

고 배려심 많은 아이로 생각하더라고.” (사례 I)

4) 권력욕(권력욕망)

면접대상자들에게 슬로우 패션 소비는 사회적 자본으

로 활용되고 있었다. 사회적 자본이란 특정한 집단의 구

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

원의 총합으로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

속적 네트워크와 소속 집단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

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Bourdieu, 1971). 면접대상

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를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여 사회구성원

간 신뢰 증진과 상호간의 관계 형성에서 우위에 있고자

하였다. 즉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타인보다 우위에 있게 해주며,

슬로우 패션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고 인식

하였다. 또한 슬로우 패션 소비 동인으로 타인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하였다. 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

망한다. 즉, 내가 욕망하는 것은 실은 다른 사람들이 욕

망한다(Lacan, 1997)는 바와 같이 면접대상자들은 슬로

우 패션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선도한다는 느낌, 한 차원

더 높은 이미지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타인의 관점에

서 자신을 평가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 자신을 차

별화하며 타인의 우위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슬

로우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주변에는 다 좋게 말하는 사

람들뿐이 없었어. 다 좋을 수밖에 없어.” (사례 A)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쉽게 작용할 수 있

는 요소가 되는 거 같애... (중략)...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 (사례 C)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요.” (사례 F)

“누구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사람관계를 만들

어가고 싶은 건 기본적인 욕구잖아 그런데 이런 게 한 차원 더 높

게 내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지.” (사례 B)

“디자이너가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명색이 디자

이너인데 세련돼 보이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입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로우 패션 쪽 제품을 선호하는 거고.

나는 슬로우 패션을 입으면서 옷에 의미 부여한다. 이러면 회사에

서 동료들이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사례 E)

“그래도 팀장인데 아랫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고 명품만 밝히

는 그런 상사는 최소한 아니라는 거지.” (사례 J)

“패션 쪽에 있어서 그런지 내가 어떤 거 사면 친구들이 따라 사

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슬로우 패션을 구매하고 하면

주변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사례 D)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기초적인 슬로우 패션 연구에서 벗

어나 슬로우 패션 소비를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인간의 욕망 차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동양 철학

사상을 적용하여 근원적인 심리를 슬로우 패션 소비행

동에 탐색적으로 접목하였다. 슬로우 패션 소비욕망을

동양 철학으로 접근한 이유는 어느 사회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SDR)이 있으며,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양식은 반대이다라는 시점에서였

다. 동양 사회에서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서양

사회에서는 자신감을 미덕으로 여긴다. 세상을 바라보

는 관점도 동양인은 전체로 서양인은 개체로 세상을 바

라본다(Kim & EBS East and West Production Team,

2012). 이는 동 ·서양의 철학 사상에서도 나타나는데 서

양 철학은 한 관점에서 욕망을 해석하지만 동양 철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욕망을 바라본다. 따라서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에서의 슬로우 패션 소비의 근원적인 심리를 찾고자 하

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동양 철학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슬로우 패션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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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용어를 비교 정의함으로써 그동안 혼용되던 단

어들을 정리하였고 확립되지 않은 슬로우 패션의 개념

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슬로우 패션이란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

능한 패션을 말하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올바른 제품

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패션이다. 둘째, 슬로우 패션 소

비자의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결과, 슬로우 패션

소비는 표면적 이유와 근원적 이유 두 가지로 구분되었

다. 전자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식, 건강한 제품 추구, 미

적 추구로 범주화되었고 후자의 경우 욕망을 기반으로

분류한 결과 승인욕, 명예욕, 색욕, 권력욕이 표출되었

다. 표면적 이유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근원적 이유의

‘명예욕’의 경우 면접대상자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

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본질적인 소비의 동인은 다른 사

람을 도우며 내가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는 점에서 선의

의 배려 또한 욕망을 기반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면접대상자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를 통해 자기 만

족감이나 내적 성숙 같은 정신적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

였으며, 결국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기대감과 자

신에 대한 만족감을 위한 욕망의 차원으로 슬로우 패션

소비를 하였다. 즉, 슬로우 패션 소비는 단순히 도덕과

신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망의 영향

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표면적 이유 또한 욕망의 변

형이나 욕구 차원에서 설명 될 수 있다.

‘자신을 위한다(위기: 爲己)’는 것은 배운 바를 신중하

게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고, ‘남을 위한다(위인: 爲人)’는

것은 배운 바를 말로만 한다는 뜻이다(論語集解)(Kim,

2006). 자신을 위하는 것이 배운 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라면, 남을 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란 뜻

이다. 면접대상자들 중에 남을 위한다거나 사회를 위한

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

고 있는 소망이다. 하지만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뽐내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양주’의 동양 철학

에서와 같이 슬로우 패션 소비자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슬로우 패션

소비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

의 본성인 ‘정[情]’과 ‘욕[欲]’은 누구나 타고 나는 동일

한 것이다. 본성이나 욕망은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으며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것이다(楊朱)(Kim, 2006). 욕망을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충족의 대상으로

본다면 슬로우 패션 소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욕망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찾는 근원적인 심리라고

판단된다. 즉 슬로우 패션 소비는 이타적이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다양한 욕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

합되는 소비행동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기적 욕망을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여긴다면 다양한 이기적 욕망으로 형성된 슬

로우 패션 소비를 통해 점차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슬로우 패션 소비의 본질

인 이타적 소비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들은 슬로우 패션 소비가 개인의 욕망을 통해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행동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욕구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바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슬로우 패션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슬로우 패

션 제품의 개발은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유가치 창출을 실천하는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슬로우 패션 소비 동기로서 욕망을 동양사

상과 같은 인문학적 관점으로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연

구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슬로우 패션의 소비원인으

로 도덕성과 윤리 교육만이 아닌 근원적인 심리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슬로우 패션 소

비자들의 심층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심

층면접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며 연구결과를 모든 슬로우 패션 소비자

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면접대상자

가 모두 20~30대 여성이라는 점과 다양한 지역과 직업

군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이라

하겠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남성 소비자를 포함한 다

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한다면 새로운 측면에서의 소비동인과 원인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개

인의 다양한 욕망이 슬로우 패션 제품 구매태도에 적용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슬로우 패션에 관한 지

식이나 윤리적 소비의식 또는 개인의 가치와 슬로우 패

션 소비욕망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

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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