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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ussions on sustainability in the fashion industry highlight the need for a holistic and strategic app-

roach. This study investigated consumers' perception of fashion companies' sustaina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value and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as well as with consumer trust,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The assessment scale of fashion companies'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and data

were obtained from 645 consumers in their 20's to 60's in Korea. As a result, consumers' value and percei-

ved consumer effective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s' perception of fashion companies' sustain-

ability. Universalism, security/benevolence and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were variable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all four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Consumer's perception of fashion companies'

sustaina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d consumer trust,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Especially, environ-

mental, societal, and cultural sustainability (rather than  economic dimension) were shown to have a greater

impact on consumers' trust,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Key words: Fashion sustainability, Value,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Consumer attitude, Consu-

mer perception; 패션 지속가능성, 가치, 소비자 효과성 지각, 소비자 태도, 소비자 인식

I. 서 론

경제성장 둔화, 기업가치 하락, 천연자원의 고갈과 환

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는 기업과 소비자가

어떻게 패션을 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패션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오염, 열

악한 노동환경,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동물학대 등 산

업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 문화와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

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도 하지만, CSR의 궁극적 목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는 점을 고려해볼 때 CSR은 지속가능성 범위에 포함된

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영역에 중점을 두었고, 일부 연구(Ha

& Park, 2009; Kim, 2007; Ro & Kim, 2011)에서만 문화

적 가치와 다양성, 전통 수공예 지향 등을 경제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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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영역의 일부로 다루었다. 그러나 패션은 시대 뿐 아

니라 국가, 지역, 종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으로서 의미가 크며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 정신적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

경제적 성장이나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뿐 아니라 문화

적 측면 또한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Shin, 2011). 따라서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서는 경제, 환경, 사회 뿐 아니라 패션산업의 특

성이 고려된 문화적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패션산업에 대한 비판이 소비자 단체나 비정부기구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패

션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패션산업이 적극적으로 기

후변화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한 토론과 실천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노동,

윤리 관련 문제, 경영 및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영향 감

소나 문화다양성 존중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복합적 이

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과 실천 및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국내 주요 패션기업 중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

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극소수의 기업만이 친환

경경영이나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있고, 글로벌 패션기

업의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부서의 운영

이나 인력배치, 윤리규범이나 공급망에 관한 관리 규정

등도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의류학 연구에서는 친환경, 에코, 그린패션 또

는 웰빙이나 로하스, 윤리적 패션, 슬로패션, CSR 등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혼란을 주기

도 한다.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Chae,

2009), 지속가능경영(Brito et al., 2008), 지속가능성 실

천을 위한 프레임워크(Shin, 2010) 등의 연구가 이뤄졌

으나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나

평가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기존의 지속가

능성 평가는 기업의 자가응답방식으로 정보수집이 이

뤄져 객관성이 부족하고 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

으며, 평가기관의 기준이나 방식, 점수화 과정에서 이론

적 ·경험적 증거들이 미약하여(“The gap”, 2012), 이러한

평가가 기업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Brito et

al., 2008). 따라서 기업의 일방적인 자가진단식 평가보

다는 기업활동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패션기업에게 요구하고 중요시하는 지속가능활동이 무

엇인가를 파악한다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수립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패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은 일반적인 항목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패션기업

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항목이나 활동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패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이 요구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는데, 개인의 가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개

인의 노력이 환경이나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함께 윤리적 소비나 환

경친화적 소비, 사회책임적 소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지속가능성을 실

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나 선호도, 구매의도 등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소비행동과 연결

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품과 관련성이 있

는 CSR 활동을 진행했을 때 더욱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

를 형성하고(Choi, 2012; Lee et al., 2008), 패션기업이 기

업이미지나 생산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CSR 활동을 시

행할수록 CSR 활동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며, 기업 제품

에 대한 추천 및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Lee & Shin,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를 대

상으로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와 소

비자 효과성 지각,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밝

힘으로써 패션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위한 전

략수립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실행에 가이드라인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산업과 지속가능성

환경문제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1987년 UN의 Brundtland 보고서

(UN, 1987)를 통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

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되었고, 이후 인류의 보편적

인 발전전략이며 최우선 핵심과제가 되었다. McDono-

ugh and Braungart(2002/2003)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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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것을 조금 덜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품과 서비스 및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산업과 시스템

을 더욱 광범위하게 개선하여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하며, 생물학

적 다양성 뿐 아니라, 장소와 문화, 소망과 욕구, 인적

요소의 다양성과 지역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등장한 후 CSR, 기업

시민정신, 기업윤리 등의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

며, 연구자나 기업 또는 조직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내용

과 적용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

는 궁극적 목표가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며 이익, 인간/

사회, 지구/환경을 축으로 하는 ‘Tripple Bottom Line’의

균형을 지키려 노력하는 과정이므로(Marrewijk, 2003),

이들 개념은 모두 지속가능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현대 패션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지

향적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으

로(Kim, 2007), ‘Fashioning Sustainability’ 보고서(Forum

for the future, 2007)는 패션산업이 지구자원의 끊임없

는 소비, 값싼 노동력 착취, 극심한 경쟁과 공급망의 불

투명한 관행으로 비용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기준까

지도 끌어내리는 상황에 놓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끊

임없이 구매와 폐기를 반복하는 소비습관, 에너지와 물,

살충제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면의 경작, 스웨트샵(Swe-

atshop)을 야기하는 노동환경, 옷의 사용과 관리에서 발

생하는 에너지 소비,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폐기 시 분해가 오래 걸리는 합성섬

유, 전 세계를 거쳐 운반되는 원단과 의복운송으로 인

한 탄소배출, 가죽이나 울, 모피의 생산과정에서 일어

나는 동물보호 등 8가지 이슈를 패션산업의 주요 해결

과제로 꼽았다.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

과 Danish fashion institute의 ‘NICE 소비자 프로젝트’나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의 ‘지속가능한 의복로드맵’ 또한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소재의 사용, 해로운 물질의 규제

와 폐기관리, 동물복지, 공정무역 등 제품의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패션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패션산업이 경제적으로 지

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친환경, 에코,

그린패션을 시작으로 웰빙, 로하스, 윤리적 측면에서의

생산국가 노동자의 인권문제나 공정무역(Doran, 2009;

Halepete et al., 2009), 윤리적 패션(Joergens, 2006; Shaw

et al., 2005), 슬로패션(Ro & Kim, 2011)으로 연구의 범

위가 확장되었고, CSR 활동(Ahn & Ryou, 2011; Park &

Lennon, 2006)에 관한 사례연구나 현황, 소비자의 인식

등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친

환경패션에 자연주의, 그린,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적용

하거나(Jang, 2008) 지속가능, 웰빙과 로하스의 개념까

지 모두 통합하기도 하며(Ha & Park, 2009), 생산인력

의 인권문제와 공정무역으로 범위를 확장했지만 친환

경 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hin & Hong,

2010). 반면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확대된 자연주의, 에

코디자인의 주된 용어로 파악하여 환경에 국한된 개념

으로 한정 짓거나(Chae, 2009), 확대된 에코디자인(Kim,

2007)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친환경

패션을 천연소재나 천연염색, 재활용 패션 정도로 인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보도 부족하며

(Jang, 2008), 패션제품의 생산 ·사용 ·처분행동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Joergens,

2006)을 고려해볼 때 친환경 혹은 윤리적 패션, 지속가

능한 패션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친

환경이나 그린, 에코패션, 웰빙과 로하스, 윤리적 패션과

슬로패션 및 CSR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고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

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과 패션산

업의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환경과 인간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패션기업의 CSR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CSR 유형

을 문화지원활동, 사회공헌,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및

법의 준수, 경제적 책임활동(Jeon, 2011; Lee & Kim,

2006), 또는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적 영역(Choi & Yoon, 2010; Lee & Shin, 2010)에 해당하

는 활동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Ahn and Ryou(2011)에

의하면 국내 패션기업들은 사회적 영역에 가장 큰 비중

을 두고 있지만, 기부나 봉사활동, 문화 ·예술 ·체육활

동지원 등에 치중되어 있고 협력업체나 근로자의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법적, 윤리적 성격

의 책임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패션제품

의 감성적 특성과 디자인 도용, 노동착취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기업에서 중시하는 경제적 책임보다는 패션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Jung & Lee, 2009), 기업과 소비자 간에 CSR

활동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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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평가 및 기업평가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Choi

& Moon, 2008)를 고려해볼 때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유형이나 평가에는 패션산업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평가항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의 가치 및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지속

가능성 인식

가치는 개인의 삶을 주도하는 원칙의 역할을 수행하

고,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Doran, 2009)으로, 특히 환경친화적 소비(Karp, 1996),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Dickson, 2000), 윤리적 소

비 등에서 소비자의 가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Schwartz(1992)가 개발한 Schwartz Value

Survey(SV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SVS는 다양한 문

화권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성이 검증되었다. Laroche et

al.(2001)의 연구에서 환경의식 소비자들은 타인과의 관

계, 복지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사랑, 봉사, 따뜻한 관계)

및 안전가치를 우선시하며 Shaw et al.(2005)은 SVS의

가치항목 중 자극, 성취, 쾌락, 안전, 박애, 보편주의 및

동조가 윤리적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임을 밝혔다. 또한 공정무역 소비(Doran, 2009)나

윤리적 패션소비(Koh & Noh, 2009)에서 보편주의, 안

전, 자율이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다.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소비자가 자신의 노력이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다고 믿는 것으로, 환경의식적 또는 사회책임적, 윤리

적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

(Koh & Noh, 2009).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높을수록 윤

리적/지속가능한 상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며

(Huh, 2011; Koh & Noh, 2009) 이러한 태도는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높은

소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소비행동이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의식적인 소비행동

을 한다(Albayrak et al., 2011; Ellen et al., 1991; Kim &

Choi, 2005; Lee & Holden, 1999). Wesley et al.(2012)에

의하면 소비자 효과성 지각의 영향력은 개인의 혜택을

우선하는 개인적 동기유발 태도보다는 사회전체에 미

치는 혜택을 고려하는 사회적 동기유발 태도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Kang et al.(2013)은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섬유와 의류제품

소비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태도가 행동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소비자 효과성 지

각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환경친화적 섬유와 의류제품

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속가능성 인식과 소비자 신뢰, 선호도 및 구

매의도

소비자 태도는 다차원적인 개념 혹은 단일 차원의 개

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Kim, 2012), 인지적, 감정적, 행

동적 요소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태도를 측정

하거나 인지, 감정, 행동을 각각의 요소로 보고 단일차

원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태도

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인 신뢰, 선호도, 구매의

도를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였는데, 인지적 요소는 대상

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지식이나 신념 혹은 인지로서

소비자의 신뢰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

고 선의적으로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Pivato

et al., 2008; Whitener et al., 1998)이라 할 수 있다. 감정

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감

정 상태로 선호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행동적 요소는

대상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나

경향으로서 구매의도로 측정할 수 있다(Kwon & Shin,

2006).

CSR 활동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SR 활동을 통해 확보된 신뢰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제품평가와 기

업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 Park, 2009). CSR 활

동 유형에 따라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도 하

는데, Kim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환

경보호활동이, Lee and Kim(2011)의 연구에서는 소비

자 보호와 경제적 책임이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CSR 활동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신뢰

가 높아진다(Choi, 2012).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기업에 대한 선호

도에도 영향을 미친다(Sen & Bhattacharya, 2001). 경제

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패션기업

에 대해 친숙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Lee & Kim, 2011),

CSR 활동유형이 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지할수록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선호도가 상승하는데 패션기

업은 의류기부 ·협찬활동의 적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Lee & Shin, 2010).

Engelt et al.(as cited in Jeon, 2011)에 따르면, 구매의

도란 소비자가 갖는 구매에 대한 의지이며, 미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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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

질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CSR 활동 중 환경과 자선적

영역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Mohr & Webb,

2005), 기업의 윤리적 행동(Rudell, 2006)이나 스웨트샵

과 관련된 노동관행 측면에서의 CSR 활동은 구매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en & Bhattacharya, 2001). 또

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사업영역이 연계된

경우 구매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Lee et

al., 2008). 그러나 기업의 CSR 활동이나 윤리적 행동이

항상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아니다. Lee and Shin(2011)의 연구에서는 CSR 활동

이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여러 양적 연구의 결과와 달리 질적 연

구(Iwanow et al., 2005; Joergens, 2006)에서는 CSR 활

동이 소비자의 구매의도 혹은 구매행동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윤

리적 행동을 고려하지만, 의복구매결정시에는 가격이나

품질, 브랜드 이미지, 스타일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인 SDB(So-

cial Desirability Bias)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Rudell,

2006).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그리고 지

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

도 및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 효과성 지각, 지

속가능성 인식 및 지속가능성을 실천하

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의 구성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소비자의 가치와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측정도구

1)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평가지표 분석, 전문가 집단

의 평가를 거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지속가능성 활

동은 국제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ISO26000(Internatio-

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0)의 핵심영역

인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

비자 이슈,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한 총 160항목, Global

Reporting Initiative(2011)에서 제공하는 G3 가이드라인

의 인권과 노동관행을 포함한 사회, 환경, 경제영역 평

가 79항목, Global compact(UN, 2012)의 인권, 노동, 환

경, 반부패원칙 등 주요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와 가이드

라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Kim et al., 2005; Lee

& Park, 2009; Park & Lennon, 2006; Pivato et al., 2008)

에서 사용된 CSR 활동평가항목과 The Higg Index(2012),

GoodGuide(2011), Nike Material Sustainability Index

(2012), The Outdoor Industry Eco Index
TM

(2010), The

Good Shopping Guide(2011), Better Cotton Initiative

(2009), BSR(2011), Fair wear foundation(2011), Ethical

Consumer(2011) 등 패션산업의 환경 및 윤리적 영향평가

지표에서 명시한 핵심주제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공

통적으로 중요성이 검증된 핵심주제, 키워드, 주요 항목

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다음 단계로 의류학과 교수와 강사 및 박사과정 학생

9명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3차에 걸친 전문가 리

뷰를 실시하여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평가하

기에 적합한 67항목을 추출하였고, 반구조화 인터뷰 방

식으로 진행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중요도와 필요성

을 재검토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일부는 연구

자가 패션기업에 적용하기 적합한 문항들로 재구성하

였다. 이후 국내에서 공정무역 의류기업으로 잘 알려진

A 기업과 재활용 원단을 이용해 업사이클링 패션제품

을 생산하는 B 기업 종사자 2명에게 평가문항을 제시

한 후 각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게 하는 개별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로 학계 6명과 패션기업 근무

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종사자 16명 등 총 22명으로 전

문가 집단을 재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측정

과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개방형 설문

지를 이용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49문항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2012년 7월에 12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4문항이 제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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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

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제시된 각 항목이 얼마나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패션기업은 환경적 측면

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위해 ~ 해야 한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속가능성 항목은 환경(15문항),

사회(11문항), 경제(10문항) 및 문화(9문항)의 4영역이

며, 헌 옷이나 재고품의 재활용 프로그램, 원단폐기물

처리, 패션제품의 모피사용 금지와 문화적 지속가능성

의 모든 내용이 타 평가방법과는 차별되는 항목으로 나

타났다.

2) 가치 및 소비자 효과성 지각

가치항목은 SVS의 56항목에 ‘방종’을 쾌락영역에 포

함하여(Schwartz & Boehnke, 2004) 총 57항목으로 측정

하였으며, 1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비조사에서 15항

목, 12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비조사에서 5항목이 제

거되어 총 37항목이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소비자 효

과성 지각은 Ellen et al.(1991), Koh and Noh(2009), Lee

and Holden(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수정 보완

하여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1항목이

제거되어 총 4문항이 사용되었다.

3)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

도 및 구매의도를 광범위하게 측정할 경우 응답자가 지

속가능성 활동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응답할 수

있다. 선행연구(Yu et al., 2011)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측정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퍼블리시티는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CSR

지지도, 즉 구매의도와 상호작용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패션기업을 제시한 후에 그 기업

의 지속가능성 실천활동에 관한 내용을 신문기사 형태

의 자극물로 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및 구매

의도를 측정하였다. 자극물의 내용은 패션산업의 지속

가능성, CSR 활동/친환경패션마케팅 등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진 내용을 분석하여 1차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후, 공정의류무역 기업과 재활용 업사이클링 기업담당

자 2명과의 개별심층면접, 학계와 기업종사자 22명의 전

문가 평가를 통해 기사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환경,

사회, 문화, 경제영역 중에서 패션기업과의 관련성과 적

합성이 높게 나타난 유기농 면이나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등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 하청공장에서

의 아동노동이나 노동착취문제, 의류기부협찬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신뢰는 Lee and Park(2009), Pivato et al.(2008)의 연

구, 선호도는 Huh(2011), Lee and Kim(2011)의 연구, 구

매의도는 Maignan(2001)의 CSR 지지도 문항과 Halep-

ete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자가 수정

하여 신뢰, 선호도, 구매의도 각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 수집을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패션제품(의류, 속옷 및 패션잡화)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국내 거주 20대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에 의

뢰하여 2012년 8월 13일부터 2주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64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

석(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20대가 25.3%, 30대가 24.5%, 40대

가 24.3%, 50대와 60대가 25.9%이었으며, 남성이 50.1%,

여성이 49.9% 이었다. 학력수준은 대학 졸업이 58.3%,

대학(원) 재학 이상이 21.4%, 고등학교 졸업 20.3%의 순

으로 나타나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았다. 직업분포는 회

사원 43.7%, 주부 16.7%, 학생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가치, 소비자 효과성 지각, 지속가능성 인식과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의 구성요인

1) 가치 및 소비자 효과성 지각

가치에 관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

이 고유치 1.0 이상인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분

석 과정에서 요인부하량 값이 0.5 이하인 5항목이 제거

되어 총 32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요인의 총

변량은 62.934%였다.

요인 1은 ‘자율/자극’, 요인 2는 ‘보편주의’, 요인 3은

‘권력/성취’, 요인 4는 ‘안전/박애’, 요인 5는 ‘쾌락’, 요

인 6은 ‘믿음’, 요인 7은 ‘예의’라 명명하였다. 다항목 척

도 간의 신뢰성을 크론바하 알파계수에 의해 분석한 결

과 모든 요인의 신뢰계수가 0.6 이상을 보여 문항의 신

뢰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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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행동

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식적으

로 행동하고 소비하려고 한다 의 4문항으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한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의 총 변

량은 69.377%이었으며, 신뢰성 분석결과 신뢰계수가

.850으로 높게 나타나 문항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2)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 of valu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timulation/

Self-direction

Curious .769

4.626
14.456

(14.456)
.876

Freedom of choice .728

Choosing own goals .704

Creativity .700

A varied life .652

Self-respect .615

Independent .592

Daring .585

Universalism

World at peace .816

3.451
10.784

(25.239)
.851

World of beauty .737

Protecting environment .734

Unity with nature .704

Social justice .609

Power/

Achievement

Authority .846

3.317
10.367

(35.606)
.835

Social power .832

Preserving my public image .798

Wealth .602

Successful .571

Ambitious .525

Security/

Benevolence

Clean .689

2.624
08.200

(43.806)
.780

Reciprocation of favors .674

Responsible .653

Social order .559

Honest .551

Hedonism

Enjoying life .822

2.267
07.085

(50.891)
.812Pleasure .759

Self-indulgent .578

Faith

Devout .786

1.942
06.070

(56.961)
.638Accepting my portion in life .643

Spiritual life .640

Politeness
Honoring parents and elders .830

1.911
05.973

(62.934)
.870

Politeness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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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of perception of fashion companies' sustainability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fer recycle programs for used clothes (ex: Uniqlo recycle cam-

paign).
.731

8.473
22.297

(22.297)
.945

Manage inventories so that they can be utilized and not simply

discarded.
.730

Mak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roduc-

tion of fashion products to transportation and sales.
.707

Strive to reduce fabric waste. .692

Operate a program to manage and evaluate environmental effects

such as pollution, water & energy consumption, and waste.
.686

Simplify fashion product packages and use recycle or biodegra-

dable packaging materials.
.683

Take into account after-use of fashion products (discard, disas-

sembly, and recycle) in designs.
.669

Use eco-friendly fabric (ex: heat-tech or recycled polyester). .666

Offer training programs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to emplo-

yees and suppliers.
.664

Minimize hazardous chemicals and disclose content (ex: Form-

aldehyde or NPEs).
.664

Operate energy efficiency program to reduce energy consump-

tion in offices, stores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658

Furnish the facilities to reduce water consumption and pollution

due to dyeing, printing and finishing of fashion production.
.652

Inform care instruction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ex:

washing instruction).
.651

Obey environmental laws and have dedicated staff within the

organization.
.623

Use organic materials (ex: organic cotton or organic wool). .597

Cultural

sustainability

Support culture and art related activities. .792

5.488
14.443

(36.740)
.905

Respect cultural norms of the region when selling fashion prod-

ucts.
.780

Avoid standardization of fashion products and strive to keep

varieties in a costume culture.
.778

Strive to conserve cultural heritages related to costume. .729

Provide various fashion related information to nurture a fashion

culture and good consumption behavior.
.723

Strive to con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hand-crafted work

related to costumes (ex: embroidery or hand-dyeing).
.697

Strive to create cultural values for fashion products. .675

Develop products for various consumers such as disabled, pati-

ents, senior or plus-sized.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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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문화

적 지속가능성에서 각각 3항목이 제거되었고, 요인의

총 변량은 60.180%였다. 요인 1은 물소비/폐기, 에너지

와 온실가스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이라 하였다. 요인 2는 문화, 예술 관련 활동의 지원, 복

식문화의 다양성 등으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라 하였

으며, 요인 3은 근로자의 보건위생과 안전, 강제노동의

금지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 하였다.

요인 4는 공정경쟁, 법적의무 준수,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의 문항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 하였다. 또한,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른 신뢰계수가 4 요인 모두 .880

이상으로 신뢰성이 높은 수준이었다.

3) 소비자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

지속가능성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패션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구매의도는 단일 차원으로 측정

하였으므로 각각 요인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신뢰는 지속가능성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패

션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적 태도로서 총 설명력이

81.888%였고, 선호도는 소비자의 감정적 태도로서 총

설명력이 82.295%였으며,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적

태도로서 총 설명력이 71.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신뢰성 분석에 의한 신뢰계수는 신뢰 .888, 선호도

.892, 구매의도 .803으로서 0.8 이상을 보여 신뢰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2. 가치 및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지속가능성 인

식에 미치는 영향

1) 가치가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치가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보편주의(β=.288, t=

7.911), 안전/박애(β=.184, t=5.062), 예의(β=.147, t=4.030),

자율/자극(β=.108, t=2.983)의 순으로 환경적 지속가능

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설명력은 15.8%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연과의 조화, 아름다운 세상,

책임감이나 정직함을 중요시할수록 패션기업의 환경문

제해결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의식 소비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와 안전가치를 중

Table 2. Continued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ocietal

sustainability

Equip safety facilities for workers. .702

5.010
13.185

(49.926)
.898

Prohibit child or forced labor. .701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gender, age, race, and

education level.
.651

Minimize the use of toxic chemicals for consumer health & sa-

fety.
.644

Prohibit the use of toxic chemical which can harm worker's

health (ex: silica for sandblasting).
.640

Provide working conditions that meet the standard of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633

Guarantee the rights of workers. .622

Have a code of ethics for the company and its partners. .582

Economic

sustainability

Have a fair relationship with partners. .686

3.896
10.254

(60.180)
.880

Fair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674

Obey the legal obligations and regulations. .652

Sell products via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631

Create economic value through profits. .614

Strive not to have bribery, fraud and corruption. .598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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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하며, 보편주의가 환경친화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선행연구(Karp, 1996; Laroche et al., 2001)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가치가 문화적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쾌

락을 제외한 6개의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율/자극(β=.289, t=8.068)의 영향력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보편주의(β=.155, t=4.338), 권력/성취(β=

.152, t=4.236), 믿음(β=.150, t=4.192), 안전/박애(β=.123,

t=3.427), 예의(β=.119, t=3.327)의 순으로 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8.5%로 나타났다. 호기심과

탐험심, 상상력과 창의성,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중요

시할수록 패션에서도 지역문화의 존중, 복식문화의 다

양성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

식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서는 쾌락(β=.156, t=4.083), 보편주의(β=.130, t=3.417),

안전/박애(β=.093, t=2.436)의 순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

고, 권력/성취(β=−.114, t=−2.985)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

며 이들의 설명력은 7.2%이다.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

고 즐거운 삶, 아름다운 세상, 사회정의 등이 중요하다

고 생각할수록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에 관심을 두

고 차별금지,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의 금지 등을 요구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쾌락의 주체가 이기적인 관점

에서 벗어나 타인에게까지 확대된 이타적인 쾌락을 포

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쾌락과 보편주

의가 윤리적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가

치라고 밝힌 선행연구(Shaw et al., 2005)와 일관된 결과

이다. 반면 권력/성취가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 성공이나 부, 권위, 권력 등을 중

시할수록 노동자의 인권보호나 노동환경개선 등의 필

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치가 경제적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권

력/성취와 믿음, 예의를 제외한 5개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안전/박애(β=.214, t=5.683)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자극(β=.140, t=3.711), 보편

주의(β=.119, t=3.165), 쾌락(β=.110, t=2.929)의 순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들의 설명력은 9.5%이다. 경제

적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안전/박애가치의 영향력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것은 책임감과 정직함, 사회의 질서와

안정 등을 중시할수록 패션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공

정경쟁, 부정 ·부패방지 등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소비자 효과

성 지각은 환경(β=.344, t=9.290), 문화(β=.271, t=7.134),

사회(β=.120, t=3.059), 경제적 지속가능성(β=.202, t=

5.229)에 모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11.8%, 문화적 지속가능성 7.3%, 사

회적 지속가능성 1.4%,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4.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과 행동이 환경이나 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패션기업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해결,

복식문화의 다양성과 지역문화의 존중, 패션을 통한 문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 of consumer trust,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Trust

I can trust this company because they practice sustainability activities. .906

2.457 81.888 .888This company is honest. .906

This company's product is trustworthy. .903

Preference

I think of this company positively. .934

2.469 82.295 .892I like this company's product. .899

I prefer this company's product. .888

Purchase

Intention

I intend to purchase this company's product although the price is a bit

more expensive.
.885

2.157 71.914 .803I intend to purchase this company's product regardless of price. .852

I intend to purchase this company's product when the price is similar

to others.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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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가치 창출, 공정경쟁이나 경영 및 기술의 혁신 등

모든 영역에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는 R
2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결과의 확대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다.

3. 지속가능성 인식이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Table 4. The effect of value and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on perception of fashion companies' sustain-

ability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value F-value R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imulation/Self-direction .108 2.983***

17.057*** .158

Universalism .288 7.911***

Power/Achievement −.042 −1.150***

Security/Benevolence .184 5.062***

Hedonism .069 1.904***

Faith .038 1.046***

Politeness .147 4.030***

Cultural

sustainability

Stimulation/Self-direction .289 8.068***

20.612*** .185

Universalism .155 4.338***

Power/Achievement .152 4.236***

Security/Benevolence .123 3.427***

Hedonism .051 1.433***

Faith .150 4.192***

Politeness .119 3.327***

Societal

sustainability

Stimulation/Self-direction .046 1.207***

07.068*** .072

Universalism .130 3.417***

Power/Achievement −.114 −2.985***

Security/Benevolence .093 2.436***

Hedonism .156 4.083***

Faith −.057 −1.487***

Politeness .062 1.620***

Economic

sustainability

Stimulation/Self-direction .140 3.711***

09.529*** .095

Universalism .119 3.165***

Power/Achievement .020 0.518***

Security/Benevolence .214 5.683***

Hedonism .110 2.929***

Faith −.012 −0.322***

Politeness .049 1.29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344 9.290*** 86.306*** .118

Cultural sustainability .271 7.134*** 50.897*** .073

Societal sustainability .120 3.059*** 09.355*** .014

Economic sustainability .202 5.229*** 27.345*** .04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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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및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뢰에는 환경(β=.300, t=8.429), 사회

(β=.198, t=5.557), 문화(β=.194, t=5.451), 경제적 지속가

능성(β=.158, t=4.432)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었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9.1%로 나타났다.

선호도에는 환경(β=.326, t=9.322), 사회(β=.230, t=6.583),

문화(β=.183, t=5.231), 경제적 지속가능성(β=.157, t=

4.493)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21.7%이다. 구매의도에는 환경(β=.275, t=7.482),

사회(β=.168, t=4.590), 문화(β=.151, t=4.120), 경제적 지

속가능성(β=.109, t=2.967)의 순으로 모든 요인에서 정

적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전체 설명력은 13.8%이다.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환경

과 문화,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활동의 필요성을 높

게 인식할수록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기업을 신뢰하

고 선호하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 및 구

매의도 모두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Kim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소비

자 보호와 환경보호활동이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경제적 측면보다는 기업의 환경보호활동이 소비자의 구

매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 Jung and Lee(2009)의 결과

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경제적 영역이 신뢰(Lee & Park,

2009)나 선호도(Lee & Kim, 2011), 구매의도(Jeon, 2011)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

구에서는 환경과 사회, 문화적 영역의 영향력이 경제적

영역보다 크게 나타나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

자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지속가능성 활

동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및 구

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패션기업의 지

속가능성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20~60대의 국내 소비자

645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영역은 환경, 문화,

사회, 경제로 분류되었으며 소비자의 가치와 소비자 효

과성 지각은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보편주의와 안전/

박애는 지속가능성의 모든 영역에 정적 영향을, 권력/

성취 가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부적영향을 미

쳤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는 쾌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효과성 지각도 지속가능성 모든 영역에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 문화, 사회, 경

제적 지속가능성 활동을 실천하는 패션기업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적 지

속가능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Table 5. The effect of perception of fashion companies' sustainability on consumer trust, preference, and pur-

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value F-value R

2

Trus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00 8.429***

37.820*** .191
Cultural sustainability .194 5.451***

Societal sustainability .198 5.557***

Economical sustainability .158 4.432***

Prefere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26 9.322***

44.446*** .217
Cultural sustainability .183 5.231***

Societal sustainability .230 6.583***

Economical sustainability .157 4.493***

Purchase

Intenti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75 7.482***

25.709*** .138
Cultural sustainability .151 4.120***

Societal sustainability .168 4.590***

Economical sustainability .109 2.967***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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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

능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가치와 소비자 효과성 지각에 따라 패

션기업에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실천영역이 다르게 나

타나므로,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은 유기농 면의

사용이나 에코백 출시, 일회성 기부 ·후원활동 등의 단

편적인 실천방안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패션산

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은 환경보호나 사

회공헌 등 단편적인 활동으로 인식됐고 수익을 창출해

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연 지속가능성 활동이 경

제적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지속가능성 활동은 기업에 대

한 신뢰와 선호도, 구매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속가능성의 모든 영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지속가능성을 한때 붐을 일으키며 지

나갈 유행으로 여기거나 친환경패션을 추구하는 일부

브랜드나 타 산업군에서만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실천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 지속가능성 활동이 경제적 영역보다 소

비자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패션산업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중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

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기업에 대한 신뢰, 선호도

및 구매의도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하며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은 산업의 특성이 고

려된 평가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환경영

역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

가항목을 바탕으로 패션기업의 자가진단평가나 실천방

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덱스를

개발한다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패션기업에서도 지

속가능성 활동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패션기업의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나, 패션기업종

사자들의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를 평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면 평가인덱스를 표준

화하는데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고객정보보호, 고객만족 등 소비자

보호활동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

로 지속가능한 패션과 관련된 교과과목이나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한다면 의류학 전공 학생들과 패션기업 종

사자들에게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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