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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on the attitude of 
consumers toward purchasing recycled apparel and suggest guidelines to improve awareness and in-
duce purchase on recycled and eco-friendly apparel. The following steps were taken: 1)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consumer consciousness on recycled apparel and their usage 2) investigation of how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affects purchase attitude of recycled apparel 3) finding out wheth-
er purchase experience of recycled apparel makes a difference in ethical consumption consciousness 
and purchase attitude. 311 males and females living in the Daegu region were used as subject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or around 2 weeks for data collection. A total of 298 surveys were 
used for analysis due to the other thirteen being excluded for not having quality responses. 
Collected data were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
tiv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Korean vers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status of consumer consciousness on recycled apparel and their usage, respondents considered 
convenience as an important factor. On the contrary, factors such as usage, participation intention 
and positive attitude on recycled apparel were relatively high. Second, regarding how ethical con-
sumption consciousness affects purchase attitude on recycled apparel,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having consciousnes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volunteering significantly affected purchase at-
titude toward recycled apparel whereas business ethics did not affect it. Third, the responses from 
the consumers with purchase experience of recycled apparel and consumers without it showed that 
being consciou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ignificantly affected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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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 소비자들의 의류소비행동은 최대한 오래 입

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헤지면 수선하여 입는

특성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오픈마켓, 편집매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 발달 및 SPA브랜드의 등장으로 인

하여 불필요한 의복을 과다 구매하고, 유행이 지나면

쉽게 버리는 성향이 강해졌다. 또한 SPA를 필두로

급성장한 저가의류 제품은 값싼 염료와 원단으로 제

조되어 폐기 시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

고 있다.1)2)

1992년 발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데 자네

이루 선언3)”은 국제연합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하며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인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은 ‘그린 소비자’

라는 새로운 개념의 소비자 집단을 등장시켰다.4) 그

린 소비자는 환경오염을 의식하여 재활용과 분리수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소비자 개념으로 출발하

였으나, 현재는 환경보호단체와 환경 캠페인에 동참

하고 천연소재를 이용한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

여 친환경 소비를 통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윤

리적 소비자 개념으로 확대되었다.5)

친환경 소비와 같은 윤리적 소비 활동은 기업 마

케팅 및 브랜드전략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결과 기성 브랜드들은 앞 다투어 친환경 소재 제품

을 출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디자인 센터의 “더 나

누기6)”와 같은 윤리적 소비를 모티브로 한 브랜드는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이에 같은 윤리적 소

비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으나,

실천하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

하다.7)

이러한 윤리적 소비활동이 부진한 원인은 재활용

및 친환경 제품에 지불하는 비용이 요구되지만 즉각

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8), 굳이 윤리적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윤리적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재활용 의류의 사용

은 의류생산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점으

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친환경 소

비활동의 첫 걸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용의류의 구매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소비자의 윤리의식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재활

용의류의 구매 및 사용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류 재활용 현황
재활용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공

급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물화 된 자원을

재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수입 감소 및 대체효과라

는 경제적 이득과, 폐기물의 원천적 감소를 통해 매

립과 소각 시에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는 환경보존 효

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국내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폐기물관리

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및 폐기물 재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

면서 쓰레기 처리에 있어 전체적으로 매립처리비율

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소

각처리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9).

국내 환경관련 기술시장도 2005년 23.9조원에서 2007

년 34.1조원으로 연평균 19.5%의 빠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며, 2010년 기준 환경관련 기술 수출액도

3.3조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

았다.10)11)

국내 의류 시장은 최근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등장

과 함께 의류 소매 판매액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2), 이에 따른 의류폐기

물은 매일 188t씩 발생하고 있다.13) 그 중 가정생활

폐기물이 175.5t으로 산업폐기물 12.5t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의류 전문 수거업체

인 ‘원주헌의류’에 따르면 한 달 평균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은 300세대 당 300kg에 육박하며, 대부분의 폐

기 이유에 대하여 유행이 지났거나, 선호도가 떨어져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낡거나 손상되어 폐기

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폐기

된 의류는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매립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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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조사결과

남이경, 정정숙15) 전국 20세이상 남,녀 물려줌>폐기>보관

남상우, 맹정숙16) 여중생 및 여고생
여중생 그냥 입음>수선>입지않음

여고생 입지않음>수선>다른사람에게 줌

신은주17) 서울지역 거주 주부 가정 내 보관>폐품활용>유행이 돌아오면 재이용

김병미, 이재명18) 대전시내 거주 주부 친척이나 이웃에 물려줌> 부녀회, 종교단체, 고물상에 나누어줌

김시월, 이명숙, 이혜임,

권오정, 이진영19)
서울, 성남, 충주 거주

기혼여성

성인의류
친구․친척․이웃에게 나누어줌>수선>

중고의류시장에 재판매

자녀의류 친구․친척․이웃에게 나누어줌

박광희20)
대구지역 거주

20대이상 여성

환경보존적 동기에 의한 기증> 자선적 동기에 의한

기증>무인식적 처분>경제적 동기에 의한 재판매>환경보존적

동기에 의한 재판매

유명의, 안혜자21)
광주․전남지역

주부
기증 및 물려줌>의류수거함 이용>다른 용도로 활용

<표 1> 선행연구의 의류폐기물 처리실태 조사결과

각처리 되어 환경파괴로 이어지게 된다.14) 선행연구

를 통해 살펴본 국내 소비자의 의류 폐기물의 처리

실태는 <표 1>과 같이 우선순위에서 재판매 또는 공

적인 시스템에 의한 재활용 보다는 주로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단체에 기증과 가정

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윤리소비의식
윤리적 소비는 영국 및 유럽에서 시작되어 현재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착한 소비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22)

윤리소비의식의 구성요인에 대하여 홍은실 외23)는

윤리적 소비를 개인의 소비생활이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윤리소

비를 ‘상거래에서의 윤리소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윤리소비’,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소비’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혜정 외24)는 사회적 책임감, 인간관계중시,

사회적 자아이미지추구, 박애주의성향, 사회적 문제

관심, 윤리적 소비에 대한 지식 등이 윤리적 소비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윤리소비의식은 사회적 의식을 가진 녹색 소비

자(Green Consumer)와 개념이 가깝지만 인권을 포

함한 점에서 구분되며25), 윤리적 소비자란 자신들의

사적인 소비의 공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소비자 또는

사회개혁, 사회봉사를 위해 자신들의 구매력을 행사

하려는 소비자라 할 수 있다.26)

또한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에 대하여 2009년에

‘포레스터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인 미국

소비자 5,439명 중 60%이상의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그 기업의

자선활동, 직원처우, 지역공헌, 공정가격, 재활용자제

사용등이라고 했으며, 이 중 62%는 구매결정에 중요

한 영향을 주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고

했다.27)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국내 소

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7%가 ‘제품이 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차이가 있더

라도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으며28), 김남희29)는 EAI, GlobScan의

2007 CSR 국제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세계적으

로 윤리소비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10% 이상의 가격 인상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4개국 평균 68%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윤리소비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服飾 第64卷 5號

- 128 -

는 실제 기업의 윤리성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본 연구에서는 홍은실

외30) 와 정혜정 외31)의 연구에서 제시된 구성요인을

토대로 윤리소비의식을 환경보호의식, 기업윤리의식,

사회봉사의식의 3차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 환경보호의식

윤리적 소비의식의 한 차원인 환경의식과 재활용

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환경보호의식이

행동 관련 척도와 소비행동, 재활용에 관한 의도와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Weigel과

Weigel32)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관련 행동 사

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De Young33)의 연구에서는 재활용

행동은 시간 소비, 불편성의 이유 때문에 행해지기

어려우나 소비자는 환경 보존적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Antil34)

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 책임적 소비행동 사이

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Hopper와

Nielsen35)에 의하면 환경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정도

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처분행동을 하는 주요 요인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

데, 환경의식에 따른 미사용의복의 폐기실태를 알아

본 결과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은 치수가 맞지 않다

는 이유로, 그리고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은 심리적인

이유로 의복을 폐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6) 채

정숙, 정인숙37)은 환경문제의식과 제품처분행동 경향

의 관계에서 제품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기증하는 집단에서 환경보전의식과 자원절약의식 수

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단순 폐기하는 집단에서

환경보전의식과 자원절약의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

타나 환경문제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책임 있는

제품 처분 행동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호의식이 소비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의류

재활용 제품 구매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았다.

2) 기업윤리의식

최근 남양유업 사태38)를 비롯한 기업의 금품수수,

성차별, 환경오염, 탈세, 노동착취, 유해성분 함유제

품 제조 등의 기업의 비 윤리적 행동 문제가 발생함

에 따라 기업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

며, 그에 따른 소비자의 단체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

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난에 그치지 않고 제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윤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신유근39)은 기

업윤리를 ‘기업경영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나 태도의 옳고 그름 또는 선악을 구분해주는 규범

적 판단기준과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행동과 의

사결정의 기준’이라고 하였다. 기업윤리는 조직구성

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모두 윤리적이

고 인정하는 규범을 따라야만 도덕정당성(Moral

Equity)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조직구성원

의 행동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남미정40)에 따르면, 기업의 윤리수준은 해당 기업

의 조직 구성원이 얼마나 윤리적인 의사를 내리고

행동하는 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기업윤리

는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박상

록, 박현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요인 중 경제

적 책임 요인과 자선적 책임요인은 기업 이미지 구

성요인을 매개로 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윤리적 책임요인은 마케팅 활동과 CEO의

이미지를 통하여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41) Lee와 Yoshihara42)도 기업이 윤리 수

준을 높게 유지하면 장기적 경영 이익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신유근43)은 기업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지

원을 받으면서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는 먼저 기업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리적 기업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윤리에 대한 정의 및 기업윤리 관련 선행연구

를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업윤리의식을 ‘조

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모두를 위하여 도덕적인

의사결정과 사회 환원에 힘쓰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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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생각’으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기업윤리의

식이 제품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의류재활용 제품 구매태도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3) 봉사의식

자원봉사는 ‘자유의지’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되었으며44), 봉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

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을 의미 한다.45)

원미순, 박혜숙46)은 봉사에 대하여 특정한 사회적 요

구나 문제에 대한 인식 하에 이에 대한 해결의 사회

적 책임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기대나 관심

없이 행하는 활동이며, 이것은 기본적 의무감에서 하

는 활동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자발적으

로 행하는 활동이라 했다. 즉 봉사란 남을 위해 자신

을 희생하는 희생정신, 또는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봉사활동의 효과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

고 있으며, 국내 봉사활동의 개념 및 인식이 과거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중

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봉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일상에서 직접 상호작

용을 나누는 관계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 행동인

‘사회적 책임’이 있다.47) 사회적 책임은 윤리(ethic)

의 큰 범주 안에 속하는 개념으로 소비행동에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대 연결시킨

소비로서 자신의 소비결과가 사회, 환경적으로 일으

킬 수 있는 해로운 영향까지 고려하는 소비행동과

구매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였다.48)

봉사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영, 유숙영49)

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수행하면서 교과 내용을 학

습한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사회문제

해결력,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지역사회참여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정의를 살펴 본 결과 봉사

의식은 윤리소비의식의 하위차원으로써 사회적 책임

과 도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류재활용 제품 구매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 및 경험
박재옥, 장경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태도와 재활용 행동에는 유의하게 관계가 있으며, 환

경에 대한 태도 변수는 환경 지향된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50) 허은정51)은 윤리적 상품

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에서도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

수라고 하였다. 박현희, 오송대52)의 연구에서는 물질

주의 성향이 소비자의 윤리공동체 의식인 환경의식

이나 의복 재활용 태도 및 행동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물

질주의 성향은 의복 재활용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에 대한 관심

과 지식이 높을수록 의복의 재활용에 대한 태도나

재활용 행동과 같은 환경 의식적 소비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미연 외53)는 의생활 윤리소비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실험 연구를

통해 의생활 윤리소비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윤리적 소비 관여도와 윤리적 소비 의식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교육에 의한

경험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 행동경험은 소비의식에 관련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재활용 의류제

품 구매태도란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으

로 생각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환경보호의식, 기

업윤리의식, 봉사의식을 포함하는 윤리소비의식은 재

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또한 재활용의류제품의 구매경험은 윤리적 소비의

식에 영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

구매경험 유무에 따른 윤리적소비의식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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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윤리소비의식이 재활용 의류

제품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의류 재활용 의식 및 사용

현황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윤리소비의식(환경보호의식, 기업윤리

의식, 봉사의식)이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3개차원

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

라(구매 집단, 비구매 집단) 윤리소비

의식(환경보호의식, 기업윤리의식, 봉

사의식)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측정 도구
본 연구는 대구 지역에 거주 중인 남, 여 일반인

과 재활용 의류제품 판매처인 “아름다운가게”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3년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Obermiller 외54), 권경숙55), 허은

정56)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윤리소비의식

(17문항), 재활용 의류제품구매태도(4문항), 재활용

의류제품 사용의식 및 행동(14문항), 재활용의류제품

경험(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7)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 설문지는 33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11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총 298부

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한글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회귀

분석,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독립표본T-test를 실시하

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으

며 성별의 경우 남자가 74명(24.8%), 여자가 224명

(75.2%)으로 여성의 수가 약 3배정도 더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인원 중 10대 6명(2%), 20대

128명(43.0%), 30대 56명(18.8%), 40대 49명(16.4%),

50대 45명(15.1%), 60대 14명(4.7%)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대학생 89명(29.9%), 대학원생 7명

(2.3%), 전업주부 63명(21.1%), 전문직 32명(10.7%),

서비스/판매 17명(5.7%), 자영업/사업 8명(2.7%),

사무·관리직 48명(16.1%), 무직 5명(1.7%), 기타 28

명(9.1%)로, 학생과 전업주부, 사무/관리직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 8명

(2.7%), 고등학교졸업 39명(13.1%), 대학재학 87명

(29.2%), 대학졸업 114명(38.3%), 대학원 재학 13명

(4.4%), 대학원 졸업이상 29명(9.7%), 기타 8명

(2.7%)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대학 재학 이상의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류 구매 장소 조사결과 백화점 64명(21.5%), 전

문 편집샵 16명(5.4%), 할인매장 81명(27.2%), 브랜

드 독립매장(대리점) 28명(9.4%), 인터넷쇼핑 92명

(30.9%), TV홈쇼핑 4명(1.3%), 재래시장 13명(4.4%)

으로 백화점과 인터넷쇼핑, 할인매장 순으로 높은 이

용률을 보였다. 의류 구매횟수는 월 1회 미만 116명

(38.9%), 월 1～2회 114명(38.3%), 월 3～4회 50명

(16.8%), 월 5회 이상 18명(6.0%)으로 나타났다. 재

활용제품구매 경험 있음 218명(73.2%), 경험 없음

80명(26.8%)으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는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윤

리소비의식과 결과변수인 재활용의류제품 구매태도

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21개

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5이하로 나온 5개 문항을 제

외한 총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윤리소비의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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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74 24.8

여자 224 75.2

연령대

10대 6 2.0

20대 128 43.0

30대 56 18.8

40대 49 16.4

50대 45 15.1

60대 14 4.7

결혼여부
기혼 125 41.9

미혼 173 58.1

소득

100만원 미만 44 14.8

100～200만원 56 18.8

200～300만원 54 18.1

300～400만원 60 20.1

400～500만원 31 10.4

500～600만원 23 7.7

600만원 이상 30 10.0

직업

대학생 89 29.9

대학원생 7 2.3

전업주부 63 21.1

전문직 32 10.7

서비스/판매 17 5.7

자영업/사업 8 2.7

생산/기술직 2 0.7

사무/관리직 48 16.1

무직 5 1.7

기타 28 9.1

학력

중졸이하 8 2.7

고등학교졸업 39 13.1

대학 재학 87 29.2

대학 졸업 114 38.3

대학원 재학 13 4.4

대학원 졸업 이상 29 9.7

기타 8 2.7

의류

구매장소

백화점 64 21.5

전문편집샵 16 5.4

할인매장 81 27.2

브랜드독립매장(대리점) 28 9.4

인터넷쇼핑 92 30.9

TV홈쇼핑 4 1.3

재래시장 13 4.4

의류

구매횟수

1회 미만 116 38.9

1～2회 114 38.3

3～4회 50 16.8

5회 이상 18 6.0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과 같이 각 요인별 설문문항의 적재 값은 .51이상

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고유 값은 모

두 1요인(5.15), 2요인(1.44), 3요인(1.10)으로 적절하

게 분포하였으며, 누적 분산 64.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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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아이겐

값
분산

누적

분산

Cronbach’

s α

환경

보호

의식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안전설비를 갖춘다면

우리동네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도 좋다.
.80

5.15 42.91 22.95 .81

이웃을 위해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기금을 낼

용의가 있다.
.76

나는 비록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 희생을 할

용의가 있다.

.68

나는 제품의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64

지금보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자연은

보존되어야 한다
.63

봉사

의식

나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재활용 단체에 기증하고 싶다.
.84

1.44 12.01 44.10 .82나는 기회가 되면 자선(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싶다
.80

나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행복하다. .72

기업

윤리

의식

나는 제품의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86

1.10 9.23 64.15 .77

나는 기업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이 있다.
.84

나는 도덕적인 기업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65

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라 생각한다
.51

<표 3> 윤리소비의식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아이겐값 분산 누적분산 Cronbach’s α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는 즐겁다 .91

2.93 73.22 73.22 .88
나는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를 선호한다 .88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는 가치있는 일이다 .84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는 바람직하다 .79

<표 4>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 요인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재활용의류제품 구매태도에 대한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각 설문문항의 요

인 적재값은 최저 .79이상으로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929, 누적분산비율은 73.22%로 이론적 개

념인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에 대한 측정이 적절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리소비의식의 3개 요

인과 재활용의류제품 구매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77이상으로 내적일

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윤리소비의식의 하위 요인인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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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환경보호의식 기업윤리의식 봉사의식 구매태도

환경보호의식 1.00

기업윤리의식 .47** 1.00

봉사의식 .57** .46** 1.00

구매태도 .54** .38** .50** 1.00

평균 5.16 5.76 5.86 4.75

표준편차 .91 .90 .9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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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개념 간의 상관계수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요인

부하량

아이

겐값
분산

누적

분산

Cronbach’s

α

실용/

편의중시

제품이 마음에 들면 재활용 의류라도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다
4.85 1.45 .860

3.808 29.65 29.65 .820

유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재활용 의류를 사용할 수

있다
5.67 1.17 .857

사용하는 옷이 재활용 의류라도 상관없다 3.91 1.41 .790

의류 재활용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재활용 체계가

편리하게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25 1.24 .594

일이 번거롭더라도 경제적으로 절약이 된다면

재활용 의류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3.13 1.43 .563

친환경

의식

의류제품 구매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섬유제품

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천연섬유제품을 사용한다.
5.18 1.45 .858

1.575 18.961 48.61 .735
의류제품 구매 시 친환경/재활용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사용 한다
4.50 1.38 .846

참여적

자세

사용하지 않는 옷을 중고판매상이나 인터넷에 판매

할 수 있다
4.58 1.74 .857

1.127 16.487 65.098 .620입지 않는 옷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다 5.37 1.28 .670

필요 없는 옷은 복지시설, 벼룩시장, 바자회에

기부하기도 한다
5.29 1.50 .582

<표 6> 재활용 의류제품 사용의식 및 사용행동 특성의 요인분석

의식, 봉사의식, 기업윤리의식과 종속변수인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요

인 간의 상관계수가 p=.01 수준에서 정(+)의 유의

적인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각

요인간의 상호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Ⅳ. 연구 결과
1. 의류 재활용 의식 및 사용 현황
조사대상의 의류 재활용 의식 및 사용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하여 <표 6>에서와 같이 재활용의류제품 사

용의식 및 사용행동 특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각 요인별 고유 값이 1요인(3.851), 2요인(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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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인(1.283)로 적절히 분포되었으며, 누적분산 또한

65.70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의 신

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620이상으로 내

적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분석결과 재활용 의류제품의 사용의식의 하부

요인에 대하여 재활용에 있어서 편의와 실용성을 중

시하는 경향의 “실용/편의성 중시”로, 재활용 활동을

친환경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친환경의식”, 재활용

활동에 대한 참여인식의 “참여적 자세”로 개념화 하

였다.

재활용 의식과 사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전

체 응답의 평균값(4.73)과 각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

한 결과 재활용의 실용/편의성 측면에서 ‘재활용 체

계의 편리성(M=5.25)’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도 재활용의류를 사용 할

수 있다(M=5.67)’, '제품이 마음에 들면 재활용 의류

라도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다(M=4.85)' 등은 전

체 응답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사용하는

옷이 재활용 의류라도 상관없다(M=3.91), ‘일이 번

거롭더라도 경제적으로 절약이 된다면 재활용 의류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M=3.13),’의 응

답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경제성으로 인한

재활용 의류의 사용 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재활용의류의 사용과 재활용의 참여의도 및 자세

에 대하여 ‘친환경/재활용 마크 부착제품 사용(M=

4.50)’은 평균이하이나, ‘재활용 가능한 천연섬유제품

사용(M=5.16)’으로 비교적 높은 평균값으로 조사되

어 재활용이 가능한 천연섬유제품의 사용 의도는 높

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입지 않는 옷은 다른 용도로 재활용(M=

5.36),’ ‘사용하지 않는 옷의 재판매(M=4.58),’ ‘필요

없는 옷의 기부(M=5.29)’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용하는 옷이 재활용의

류라도 상관없다(M=3.91)’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

으로 조사되어 자신의 의류를 재활용으로 기부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재활용 의류를 사용하는 것에

는 좀 더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재활

용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며, 사용태도에도 의도는

있으나 편리성의 문제가 재활용 행동을 저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고, 금전적 혜택을 통한 재활용 유도

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의 친환경적 의류제품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구매행동 유도를 위해서는 보다 편리하게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정기 알뜰시장과 같은

재활용 의류제품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행사를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마련하여 재활용 의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재활용 의류제품에 구매 효과 홍보 시 경제적인 보

상효과 보다는 환경보호, 사회 환원 등 도덕적이고

윤리적소비의식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면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윤리소비의식과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의 영향관계

윤리소비의식(환경보호의식, 기업윤리의식, 봉사의

식)이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요인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

였으며 윤리적 소비의식을 독립변수로 재활용의류제

품 구매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

으며(F=54.66, p<.001, R²=.33), 다중공선성 평가에

도 환경보호의식, 기업윤리의식, 봉사의식 모두 공차

한계값이 .618~.724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

은 모든 요인이 1.382~1.607로 10이하의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환경보호의식(b=.42, p=.000)과 봉

사의식(b=.31, p=.000)은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

에 .00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어 구매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업윤리의

식(b=.12, p=.066)은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태도는 기업의 이미

지와는 관련성이 없이 환경보호의식과 봉사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윤리적 소비의식이 환경보호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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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R² F
b 표준오차 b

환경보호 의식 .42 .07 .35 5.87 .000

.36 54.66***기업윤리 의식 .12 .07 .10 1.85 .066

봉사의식 .31 .07 .26 4.3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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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윤리소비의식과 재활용 의류 구매태도의 영향관계

사회봉사의식과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요인 중 경제적

책임 요인과 자선적 책임요인은 기업 이미지 구성요

인을 매개로 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윤리적 책임요인은 마케팅 활동과 CEO의 이미

지를 통하여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에 의해 설정된 기업윤리의식과 재활용의류제

품의 구매에는 영향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57).

3.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른
윤리소비의식과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의 집단 간 차이

1)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별 특성

윤리소비의식과 재활용의류 구매태도 간의 영향관

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

누어 재활용 제품 관련 경험을 파악하고, 재활용 의

류제품 구매태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재활용 제품 구입 경험

에 대한 분석결과는 재활용 제품 구입경험은 남성

(67.6%)보다 여성(75.0%)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30

대 이하(65.4%)보다 30대 이상(88.6%)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재활용 제품 구입경험 여부에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재활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의류처분시의 재활용 태도 및 의류처

분행동 패턴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보존에 더 우호적인 처분 패턴을 선택했다는

Shim58)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83.2%)가 더 구입 경험이 많았으며,

소득에 따른 구입경험 차이는 400만 원 이하(73.1%)

보다 400만 원 이상(75.0%)이 약간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직업과 학력에 따른 구입경험 차이에서 직

업은 대학원생(85.7%)과 전업주부(87.3%)로 다른

직업에 비하여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학력은 고등학

교졸업(89.7%)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집

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 <표 8>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 연령(χ²=15.95, p=.007)

과 결혼여부(χ²=11.06, p=.000)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른

기대빈도와 관찰빈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40대와 50

대에서 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관찰빈도가 기대

빈도보다 높았으며, 다른 세대는 재활용 구매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

타났다. 본 자료의 수집처가 재활용 의류제품 판매처

인 아름다운가게 소비자들임을 감안 할 때 사회 및

경제활동의 중심세대인 30대와 40대와 기혼자일수록

재활용을 통한 사회참여의 의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려입기” 경험과 “교환”경험에 따른 집단별 의

류재활용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분

석결과 “물려입기” 경험이 있으면서 재활용 의류제

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76.7%)가 “물려입

기” 경험이 없으면서 재활용 의류제품을 구매한 경

험이 있는 응답자(55.1%)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

으며, “교환”경험이 있으면서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83.9%)가 “교환”경험이 없으면

서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56.8%)

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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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 경험

합계 χ²
있다 없다

물려입기

있다
빈도(기대빈도) 191(182.2) 58(66.8) 249

9.73**
% 76.7 23.3 100.0

없다
빈도(기대빈도) 27(35.8) 22(3.2) 49

% 55.1 44.9 100.0

교환

있다
빈도(기대빈도) 151(131.7) 29(48.3) 180

26.67***
% 83.9 16.1 100.0

없다
빈도(기대빈도) 67(86.3) 51(31.7) 118

% 56.8 4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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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른 의류재활용 경험

구분 항목
재활용 의류제품구매경험

합계 χ²
있다 없다

연령

10대
빈도(기대빈도) 4(4.4) 2(1.6) 6

15.95**

% 66.7 33.3 100.0

20대
빈도(기대빈도) 88(93.6) 40(34.4) 128

% 68.8 31.3 100.0

30대
빈도(기대빈도) 34(41) 22(15) 56

% 60.7 39.3 100.0

40대
빈도(기대빈도) 42(35.8) 7(13.2) 49

% 85.7 14.3 100.0

50대
빈도(기대빈도) 36(32.9) 9(12.1) 45

% 80.0 20.0 100.0

60대
빈도(기대빈도) 14(10.2) 0(3.8) 14

% 100.0 0.0 100.0

결혼

여부

기혼
빈도(기대빈도) 104(91.4) 21(33.6) 125

11.06***
% 83.2 16.8 100.0

미혼
빈도(기대빈도) 114(126.6) 59(46.4) 173

% 65.9 3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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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는 χ²분석 결과 “물려입기” 경험 유·무(χ²=9.73,

p=.002)와 “교환”경험 유무(χ²=26.67, p=.000)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통하여 살펴본 결

과에서도 “물려입기”나 “교환”의 경험이 있는 집단은

재활용제품을 구매한 경험부분에서 “있다”는 응답에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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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경험유무 환경보호의식 기업윤리의식 봉사의식

물려입기

경험

유(평균)N=249 5.23 5.76 5.90

무(평균)N=49 4.81 5.76 5.59

t 2.986** .013 2.222*

의류교환

경험

유(평균)N=180 5.25 5.69 5.94

무(평균)N=118 5.01 5.80 5.71

t 2.243* 1.104 2.167*

재활용제품구매

경험

유(평균)N=218 5.31 5.85 6.00

무(평균)N=80 4.74 5.50 5.46

t 5.020*** 8.215*** 4.464***

중고제품구매

경험

유(평균)N=172 5.31 5.86 6.05

무(평균)N=176 4.95 5.70 5.58

t 3.441*** 1.007 4.516***

의류기증

경험

유(평균)N=222 5.26 5.83 5.97

무(평균)N=76 4.85 5.56 5.50

t 3.471*** 2.252*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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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윤리소비의식의 집단 간 차이

려입기”나 “교환”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경험이 “없다”는 응답에 관찰빈도가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물려입기”

나 친구와 “교환”경험은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윤리적 소비 교육프로그램참

여가 재활용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전미연 외59)의

연구결과와 같이 학습효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환”과 “물려 입기”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습 효과로 인하여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에 거부감이 적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 및 “교환”, “물려 입기”

경험 유무에 따른 윤리소비의식과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의 집단 간 차이분석

집단별 독립표본 T-검정결과는 <표 10>과 같다.

환경보호의식은 “물려입기” 경험, 친구들과 의류“교

환”경험, “중고제품구매”경험, “의류기증”경험 등 모

든 항목에서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중고제품 구매경

험”과 “의류기증경험”은 .001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

단보다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기업윤리의식에 있어서는 “재활용제품구매” 경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집단 간 차이가 0.01 수

준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류 기증”경험에

서도 0.5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물려입기”나

“교환”, “중고제품구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봉사의식은 환경보호의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고제품구매경

험”과 “의류기증” 경험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001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소비자의 재활용 의류제품의

사용경험은 사회에 대한 환경의식과 봉사의식을 바

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채정숙,

정인숙60)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증하는 집단은 환경

보호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단순 폐기하는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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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보호의식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지

지하는 것을 파악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재활용 의류제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윤리소비의식이 재활용 의류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봄으로 재활용의류 및 친환

경적 의류제품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구매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응답자는 재활용 의류제품 사용 의식

및 행동 특성에서 편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

으나 번거로움과 체면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전적

혜택은 재활용 의류제품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용의류의 사

용과 재활용의 참여 의도 및 자세는 전반적으로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의류제품 사용의식 개선

및 구매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류제품의 재활

용 편의성과 구입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즉 소

비자들이 쉽게 의류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면으로 인하여 재활용 의류제품의 활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홍보나 시민의식 전환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윤리소비의식이 재활용의류 구매태도에 미

치는 영향 분석 결과 환경보호의식과 봉사의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윤리의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는 소비자들의 윤리소비의식과 재활

용 의류제품 구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므로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입은 단순한

경제적 실익보다는 환경보호와 봉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셋째,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경험에 따른 연구대상

자의 윤리소비의식에 관한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 소비자의 재활용 의류제품의

사용경험은 사회에 대한 환경의식과 봉사의식을 바

탕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를 촉

진할 마케팅 전략의 제안은 재활용의류제품은 소비

자의 사회에 대한 환경의식과 봉사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 환원

효과에 대해 홍보를 통해 부각시키며, 지속적으로 실

행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재활용 제품사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환경 보호

의 긍정적 효과와 단순폐기가 아닌 기증이나 교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캠페인을 지

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의도와 태도,

윤리소비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재활용 의

류제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지

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 지역적

차이에 의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 구매태도의 영

향 요인으로 윤리소비의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윤리

소비의식 외에도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한 재활용 의

류제품 구매태도 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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