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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이어져 지구와 국제사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몸살

을 앓고 있다. 경제 성장과 기술의 고도화가 인간 생

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의류 

생산량과 의복 폐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패션산

업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의류 제품의 상당수가 합성섬유를 원료로 하

고 있으며 이는 약 전체 상품의 63%로 추정된다(Gar-

side, 2020). 합성섬유는 사용 과정에서 최근 지속가능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의류 미세플라스틱 의식 연구

-인조모피와 플리스를 중심으로-

윤지원ㆍ유신정†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Consumers' Sustainable Clothing Habits and Perceptions

on Microplastics Shedded from Clothing

-Focused on Fleece and Faux Fur-

Jiwon YoonㆍShinjung Y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Received March 4, 2021; Revised March 19, 2021; Accepted April 1, 2021

Abstract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sustainable clothing habit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Awareness and management behavior regarding microplastics from fashion products and usage of fleece and 

faux fur were investigated. A random online survey involving 413 women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ir 

perceptions on microplastics that are shedded from fashion products such as fleece and faux fur. The results 

indicate that 73.6% we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microplastic is released during the washing process of fleece 

and faux fur. Furthermore, only 26.6% of the respondents who were aware of microplastics from clothing wa-

shing were making efforts to reduce its emission. The respondents considered product sustainability more in 

the selection stage than in the management stage (p<.001). The results revealed that, although the respondents 

were highly aware of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microplastics pose, they were neither fully cog-

nizant of the fact that microplastics may come from fashion products, nor did they make efforts to reduce its 

emissions. Compared with respondents in their 20's, respondents in the age of 30-40 years seemed more aware

of microplastics from fashion products and exerted more effort to reduce its emission.

Key words: Microplastic, Consumer perception, Fleece, Faux fur, Sustainable clothing habit; 미세플라스

틱, 소비자 인식, 플리스, 인조모피, 지속가능한 의복관리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yoo@khu.ac.kr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연구논문] 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5, No. 2 (2021) p.390~407

https://doi.org/10.5850/JKSCT.2021.45.2.390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의류 미세플라스틱 의식 연구-인조모피와 플리스를 중심으로-

– 391 –

성과 관련하여 초미의 화두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을 필연적으로 배출한다.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단어

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빠르

게 그 심각성이 업계와 학계에 인지되어 21세기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많은 언론, NGO 등이 위험

성을 강조하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UN 산하 환경

전문기구(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미세플라스틱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분류

하고 빠르게 국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미래의 잠재적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을 촉구하였다(United Nations Environ-

ment Programme [UNEP], 2016; World Health Organi-

zation [WHO], 2019).

미세플라스틱 배출 책임은 섬유, 세제, 화장품, 티

백 등 생활 소비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 그 중 패션제품의 세탁은 

여러 연구에서 주요 배출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직

물의 구조가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에 영향을 끼친다

는 것이 밝혀졌다(Almroth et al., 2018; Browne et al., 

2011; Hartline et al., 2016; Napper & Thompson, 2016; 

Peng et al., 2017; Petersson & Roslund, 2015; Pirc et al., 

2016).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일상

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세플

라스틱의 위험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가 진

행되었으며 특히 패션제품의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

가 최근 조직이 성글어 세탁 중에 미세플라스틱이 다

량 배출되는 인조모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고 플리스가 패션아이템으로서 트렌드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조모피와 플리스와 관련하

여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자각 여부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성은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를 포함하고 

원료, 생산, 사용, 처분의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순환

적 개념으로 제품의 원료와 생산의 단계까지는 생산

자의 영역이지만 그 이후 사용에서 처분까지의 비교

적 장기적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주도 하에만 이행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 또한 패션제품의 생산보다는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탈락되므로 패션산업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에서 의생활에 주도적 역할

을 하고 의복의 소비와 관리가 가장 활발한 20대에

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현황과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의 의식

수준을 규명하고 최근 유행하는 인조모피와 플리스

의 착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

들의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관련하여 전 지구적 과제

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

한 소비자 행동 조치 및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지속가능 패션산업과 연구동향

패션산업은 크게 텍스타일 산업이 주를 이룬 업 스

트림, 의류의 제조와 관련된 미들 스트림, 상품의 유

통과 판매와 관련된 다운 스트림으로 나뉜다. 소비자

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다운 스트림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지속가능성과 구매 의도 사이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Na et 

al.(2014)은 지속가능 경영의 TBL(Triple Bottom Line) 

모델이 패션기업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패션업체의 

지속가능 경영이 기업 평가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 지속가능성의 제고가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라

고 하였다. Choi(2015)는 고객이 품질과 가격이 유사

하다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패션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며,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

므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높일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Chae et al.(2017)은 브랜드의 환

경, 사회, 경제, 문화의 지속가능 활동 모두가 중요하

지만 그 중 환경과 문화의 활동이 특히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패션산업의 미들 스트림과 관련된 연구

는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과 같이 지속가능한 디자

인 개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유기농 면이나 인조

모피 등과 같이 특정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제품 개

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j. Kim

(2008)과 Heo(2014)는 폐기물 최소화를 목표로 각각 

프리 컨슈머 웨이스트를 활용한 작품 개발과 해체 디

자인 원리를 구축하는 연구를 하였고 Choung(2011)

은 천연 모피의 윤리적 대체재로 인조모피 디자인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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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을 제시하였으며 Shao(2019)는 코르크 소재를 중

심으로 지속가능한 여성복을 디자인하였다. 업 스트

림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친환경 소재와 공정에 초점

을 맞추었으며 시대별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Pak(2005)은 로하스 현상이 반영된 기

능성 소재들을 조사하였으며 Kim and Yum(2013)은 

2000년 이후 친환경 패션소재의 흐름 및 특징을 세 시

기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에서 친환경을 중심으로 패

션소재의 개발이 시작되어 소비자들의 인식이 발전

하면서 점차 지속가능한 소재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고 보고하였다. Han(2011)은 친환경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재활용 폴리에스터가 스포

츠웨어에 적절한가를 탐구하였고 Lee(2015)는 비건 

패션의 영향으로 점차 대중화되는 인조모피의 주관

적 평가와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천연 모피와 비

교하는 등 지속가능한 소재에 대한 정의와 종류, 활

용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의류 소재 산업은 업 스트림에 위치하여 가장 먼

저 환경 부하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사용 과정 내내 

사용자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재 

개발과 기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재 개발 연구와 소재 산

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

의 선택과 사용 단계와 연결된 지속가능성을 심도 있

게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소재 개발과 기획은 사용

자의 니즈와 사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업 스트림 산업의 특성상 최종 사용자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사용자들의 제품의 사용과 폐기 과정까지의 의식

과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가 없

어 사용자들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과 의식 현황을 알아보고 최

근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의 측면에서 고찰되지 못했던 플리스와 인조모피 소

재로 만든 제품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중심

으로 착용 및 관리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패션제품의 지속가능한 관리

패션제품의 지속가능성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살

펴보면 구입부터 착용, 세탁, 건조, 보관 그리고 폐기

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

자의 선택과 세탁 빈도, 온도 설정, 세제 양, 다림질 등

의 소비자 중심 요소에 의하여 환경 부하가 결정된

다. Alborzi et al.(2017)에 따르면 유럽의 소비자들은 

세탁기를 구매할 때 에너지와 물 사용을 중요하게 고

려하며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는 세탁 코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C 이하 세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International Asso-

ciation for Soaps, Detergents and Maintenance Products 

[AISE], 2017).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세탁 시간을 요

구하는 저온세탁이 오히려 에너지와 물을 많이 쓴다

고 잘못 인식하여 긴 세탁 코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 하는 등 사용자들의 부족한 세탁 지식이 지속가

능한 의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

었다. Järvi and Paloviita(2007)도 가정에서 세제의 사

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세제를 선택할 

때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세탁물의 양

에 따른 적당한 세제 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

을 겪고 있어 눈대중으로 추측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고 보고하였다. Lee(201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

관리 행동을 조사한 결과 구매 행동과 보관 행동을 

포함하여 전체 의복관리 행동 중, 세탁 행동이 가장 

수준이 낮았고 성능 유지를 위한 세탁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옷감에 알맞은 건조 방법과 얼룩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세탁을 하는 것은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Yuk et al.(2000)은 라벨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지도와 이해도가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으

며 S. Kim(2008)은 연구를 통해 의류 사고의 반 이상

이 소비자 관리 과실임을 보고하였다. 사용자들의 의

류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은 세제의 과다사용이나 

의류 사고로 이어져 폐기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자원

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 방출과 같은 형태로

도 인류의 건강과 지속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3. 미세플라스틱과 패션제품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하

수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는 플라스틱 입자를 말

한다.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와 형태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EU 산하 유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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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과 WHO 등의 

국제기구가 5 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를 미세플라

스틱으로 정의한 것을 따르고 있다(“Microplastics”, n.d.; 

UNEP, 2015; WHO, 2019).

미세플라스틱은 생성 과정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

틱과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차 미

세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작게 가공된 것으로 치약

이나 화장품 등에 함유된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등이 대표적이며 하천과 해양에 유실될 수 있으나 대

부분이 하수처리 시설에서 걸러진다. 반면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부유물이나 1차 미세플라스틱

으로부터 풍화되어 분해된 작은 입자를 지칭한다. 현

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2차 미

세플라스틱이며 현재 대부분의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포르투갈 해안의 물고기 중 20%의 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는 평균 1.40개(±0.66)개였다(Neves et al., 2015).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만의 4개 지역에서 2011년 7월

부터 11월까지 수집된 샘플 60개 중 59개에서 미세플

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인구밀도와 인

근 지역의 도시 개발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되고 있다(Yonkos et al., 2014). 이와 같이 해양에 유출

된 미세플라스틱은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데 중국의 

슈퍼마켓 소금 브랜드에서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

렌, PET 등의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다(Yang et al., 

2015).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하지만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밝힌 연

구들이 다수 있다. Besseling et al.(2013)의 연구에서

는 실험실 침전물의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바다 갯지

렁이의 미세플라스틱 흡수량 그리고 체질량 감소 사

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Lu et al.(2016)

은 7일 동안 제브라피쉬(zebrafish)를 미세플라스틱

에 노출시킨 결과 지름 5 μm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지느러미, 간, 위장에서 발견되었고 5 μm 에서 70 nm

의 다양한 크기의 폴리스티렌 입자가 물고기의 간에 

염증과 지방 축적을 촉진시켰다고 하였다. 진주 담치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주 담치에 미세플라스틱

을 노출시킨 결과, 노출시간 3시간 이후부터 소화샘

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기 시작했고 6시간 이후부터 

염증반응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도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

되었다(von Moos et al., 2012).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배출 원인과 배출량에 대하

여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가정에서의 세탁이 미

세플라스틱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미세플라스틱 중 높은 비율로 폴리에스터와 

아크릴 등이 섬유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Browne 

et al.(2011)이 6개 대륙 19개 해안에서 샘플을 채취

하여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섬유 형

태의 폴리에스터와 아크릴이었고 Boucher and Friot

(2017)도 현재 바다에 부유하는 1차 플라스틱의 가장 

큰 원인이 합성섬유의 세탁 때문이며, 풍화 작용에 의

해 더 작은 2차 미세플라스틱 입자로 분해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잠재적 위험성을 갖는다고 하였

다. 양쯔강 하구의 퇴적물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또한 대부분 의류 제품에 활용되는 폴리에스터, 아크

릴이었으며 레이온 섬유도 다수 발견되어 퇴적물에

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약 97%가 의류 제품의 세

탁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Peng et al., 2017). Euno-

mia의 2016년 보고서 Plastics in the Marine Environ-

ment(Sherrington, 2016)에 따르면 약 19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패션제품에서 배출되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추측되며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합성

섬유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패션제품이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학계에서도 세탁 과정에서 탈락되는 미

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oos et al.

(2017)에 따르면 재활용 폴리에스터가 그렇지 않은 

폴리에스터보다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이 적었으며 

가위로 하는 전통적인 재단법보다는 초음파를 이용

한 재단법을 이용한 직물이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

이 적었다. Pirc et al.(2016)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

이 제품의 세탁 횟수가 거듭될수록 줄어들지만 그 감

소폭이 특정 횟수 이상부터는 점차 둔화된다고 하였

고 세탁기보다는 건조기를 통해 약 3.5배 더 많이 미

세플라스틱이 빠진다고 하였다. Hartline et al.(2016)

의 연구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교반식 세탁기가 봉의 

마찰로 인해 드럼세탁기보다 7배 많은 미세플라스틱

을 배출하였다. Pirc et al.(2016)은 세탁 코스가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량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자 중 하

나라 하며 섬유 유연제와 세제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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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De Falco 

et al.(2018)은 섬유 유연제가 세탁 과정에서 직물끼리

의 마찰을 줄여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루세제의 양, 세탁 온도, 물

의 경도가 높을수록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이 증가

하였다고 하였다.

직물의 구조와 섬유의 특성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에 대한 연구로는 Hartline et al.(2016)이 마모된 

의류가 새 제품보다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

다고 하였으며 Napper and Thompson(2016)은 100% 

폴리에스터나 100% 아크릴 제품보다는 면과 혼방된 

실험 직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적게 배출된다고 보

고하였다. 물 온도, 세제, 섬유 유연제 등과 달리 실험 

직물의 구조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과 유의한 상

관 관계를 보였다. Petersson and Roslund(2015)의 연구

에서도 필라멘트사보다 극세사 직물을 세탁할 때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었으며 니트 직물의 게

이지가 클수록, 마모 정도가 심할수록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하여 직물의 물리적 구조가 가장 중요

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최근 가볍고 따뜻하며 관리가 쉽지만 조직이 성긴 

플리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플리스 직물을 중심으

로 미세플라스틱 배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Pirc et al.

(2016)은 플리스 직물에 세제, 세탁횟수, 건조기 등의 

실험 처치를 하였을 때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하였고, 그 결과 직물의 구조

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서술하였다. Almroth et al.(2018)의 연구

에서는 모든 실험 직물들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유출

되었으며 니트 직물보다 플리스로부터 훨씬 많은 미

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직물의 조직이 세탁 시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과 큰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Bro-

wne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폴리에스터로 만든 셔

츠, 담요, 플리스의 세 가지 실험 직물 중 조직이 가장 

느슨한 플리스에서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되었으며 그 수는 가장 적게 배출된 담요의 약 1.8배

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패션제품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학자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분류가 다르고, 측정법 및 

실험 처치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

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직물의 구조가 미세플라스

틱의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

인하고 미세플라스틱은 패션제품의 생산 과정보다 

소비자의 사용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되므로 종합적

인 제품 주기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

구되고 있다(Henry et al.,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산업과 관련하여 미세플

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규제는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동물 복지 이슈

가 떠오르면서 인조모피를 ‘에코 퍼’라는 이름으로 

환경 친화적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어 

인조모피의 다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

점들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플리스 역시 가볍

고 보온성이 뛰어난 측면을 부각하여 아웃도어 웨어

와 기능성 의복에 주로 사용되다가 2019년에는 더 

가디언즈, 엘르닷컴, WWD(Women's Wear Daily), 삼

성디자인넷 등 국내외의 여러 매체가 플리스를 새로

운 트렌드로 조명함에 따라 패셔너블한 패션아이템

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되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제품의 선택과 관리에 있

어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의 실천 현황과 미세플

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패션 서

플라이 체인의 전 과정 중 소비자의 측면에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속가능

한 의류 생활과 패션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성 

실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사용자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현황, 패

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의식, 플리스 ∙ 인

조모피 제품 착용(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로 구성되

었으며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연구대

상자의 연령대, 결혼 상태, 자녀 여부 등 응답자의 특

성을 위한 3문항을 포함하였다.

‘지속가능한 의생활 현황’ 문항은 제품의 선택과 

관리 및 처분 단계를 포함하여 제품 선택에 관련된 문

항 5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문항 6개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개발한 2문항과 함께 Suk and  Lee(201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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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Kim(2011)의 3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총 11개

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 조사를 위해서

는 Henderson and Green(2020)의 2문항, Floer(2019)

의 2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고 연구

자가 개발한 4문항을 포함하여 총 8문항을 조사에 사

용하였다. 설문에 앞서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제공

하여 응답자들이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리스 ∙ 인조모피 제품 착용(사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 선호도, 

착용 빈도, 구매 빈도, 세탁 빈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총 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 대상으로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을 선정하였

다. 이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이 패션제품의 구입과 관

리를 주도하며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으므로(Kang, 

2013)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미세플라스틱 이슈에도 

활발히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본 조사

에 앞서 2020년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의류학 전공

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총 450부 가운데 응답에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13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25.0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미세플라스틱 의식에 

대한 조사 문항들에 대해서는 하위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 분석, 베리맥

스 회전 방식을 선택하여 고유값이 1.00 이상인 요인

만을 추출하였다.

IV. 결   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20대 119명, 30대 

176명, 40대 118명으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기혼은 

154명(37.3%), 미혼은 259명(62.7%)이었다. 미혼에서 

20대, 30대, 40대의 비율은 각각 44.4%, 40.5%, 15.1%였

으며 20대는 약 97%가 미혼이었다. 자녀가 있는 여성

이 121명으로 전체의 29.3%였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

은 292명(70.7%)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훨

씬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여성 중에서는 30대가 40.5%, 

40대가 58.7%였다(Table 1).

2. 지속가능한 의생활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제품 선택’과 ‘관리 및 처분’

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 선택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각 ‘환

경을 고려한 선택’과 ‘계획에 따른 구매’라 명명하였

다(Table 2). 관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개의 문항

이 단일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패션제품의 지속가

능한 관리’라 명명하였다(Table 3).

1) 패션제품의 지속가능한 선택 행동과 관리 행동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패션제품의 선택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선택과 사용 모두 동등한 중

요성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의생

활에서 선택 단계와 관리 단계에서 점수의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

Variable Category
Age

Total
20's 30's 40's

Marital status
Married 004 (2.6/3.4) 071 (46.1/40.3) 079 (51.3/66.9) 154 (100.0/37.3)

Un-married 115 (44.4/96.6) 105 (40.5/59.7) 039 (15.1/33.1) 259 (100.0/62.7)

Child or not
Yes 001 (0.8/0.8) 049 (40.5/27.8) 071 (58.7/60.2) 121 (100.0/29.3)

No 118 (40.4/99.2) 127 (43.5/72.2) 047 (16.1/39.8) 292 (100.0/70.7)

Total 119 (28.8/100.0) 176 (42.6/100.0) 118 (28.6/100.0) 413 (100.0/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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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선택 단계의 점수는 하

위 요인인 ‘환경을 고려한 선택’과 ‘계획에 따른 구

매’를 합한 값으로 평균값이 3.29였고 ‘패션제품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평균값이 3.08로 p<.001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들은 패션제품의 

관리 단계보다는 제품의 선택 단계에서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더 고려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며 패션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사용 과정 내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에 비해 비

교적 간단한 이유도 있겠으나 제품의 마케팅 자료나 

언론 등을 통해 제공되는 패션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주로 친환경적인 소재에 치우쳐 있어 

패션제품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

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비자 교

육을 통하여 의생활에서 제품의 선택뿐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

깨우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림으로써 패션제품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할 때 세 개의 

하위 요인인 ‘환경을 고려한 선택’, ‘계획에 따른 구

매’, ‘지속가능한 관리’ 중 어떤 분야의 실천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의 평균 점

수를 사용하여 2요인씩 묶어 3번의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모두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평균값에 유의차이가 있었으므로 응답자

들은 ‘계획에 따른 구매(3.381)’, ‘지속가능한 관리

(3.081)’, ‘환경을 고려한 선택(2.780)’ 순으로 가정에

서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Factor name Item for sustainable clothing habi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Environmental-

considering 

clothing choice

When I purchase a fashion product, I take into account the en-

vironmental impact from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the 

disposal process. 

.878

2.12
42.45

(43.45)
.70I also purchase second-hand fashion products with resource 

savings in mind. 
.812

I would like to buy a product of natural fiber rather than a pro-

duct of synthetic fiber. 
.647

Planned 

purchasing

Before I go to buy clothes, I think about what clothes I need 

and buy.
.795

1.22
24.41

(66.86)
.58

I buy clothes that last longer than fashionable clothes. .849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sustainable clothing choice 

Factor name Item for sustainable clothing habi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Sustainable 

clothing care 

I use eco-friendly detergents, even if they are expensive or have 

less laundering power. 
.661

2.61 43.56 .74

I observe the proper water temperature and laundry time to 

save energy when washing. 
.611

I take care of my clothes in order to wear them longer. .674

I donate clothes I no longer wear. .633

I meditate and wear clothes that I do not wear. .616

When I dispose of my clothes, I think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754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sustainable clothing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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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선택

과 관리 행동의 분석에서 지속가능한 선택이 관리보

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으나 지속가능한 

선택을 구성하는 요인이 직접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낭비 없이 계획적으로 구매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하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패션제품의 선택 단계와 관리 단계

에서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의 다양한 개념들과 실

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의생활

결혼 여부, 자녀 여부, 연령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한 결과 ‘환경을 고려한 선택’, ‘계획에 따

른 구매’,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결혼 여부에 따

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ne

의 통계량 중 평균을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모두 .05를 

넘어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계획에 따른 구매’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환경을 고려한 선택’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속가능한 관리’에서 20대보다는 30대, 

40대 여성들에게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20대

가 패션에 대하여 다른 연령 집단보다 관심이 높지

만 타인이 패션제품의 관리와 폐기를 담당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으

로 보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패션제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말한 Kang(2013)

의 연구와 일치한다.

Tsakiridou et al.(2008)은 어린 자녀의 유무가 유기

농 상품과 같은 친환경과 윤리적 상품의 소비와 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 패션제품에 있어서도 자녀가 있

는 소비자가 환경을 생각한 제품 선택과 관리에 더 

적극적일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 유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의생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0대는 자녀를 

Factor Mean SD t p-value

1
Planned purchase 3.381 .734

‒22.234 .000
Environmental-considering clothing choice 2.780 .769

2
Environmental-considering clothing choice 2.780 .769

‒10.743 .000
Sustainable clothing care 3.081 .633

3
Planned purchase 3.381 .734

‒09.122 .000
Sustainable clothing care 3.081 .633

Table 4. Sustainable clothing habits of respondents 

Factor Age N Mean SD F p-value Scheffé

Environmental-

considering

clothing choice

20's (A) 119 2.700 .776

3.342 .036 A=B=C30's (B) 176 2.731 .790

40's (C) 118 2.932 .714

Planned purchase

20's (A) 119 4.160 .689

2.027 .133 A=B=C30's (B) 176 3.991 .743

40's (C) 118 4.034 .691

Sustainable

clothing care

20's (A) 119 2.962 .611

3.696 .026
A<B

A<C
30's (B) 176 3.096 .680

40's (C) 118 3.182 .564

Table 5. Sustainable clothing habits of respondents depending 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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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응답자의 비율이 1.0%가 되지 않았으므로 30대와 

40대만을 대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4개의 집단 모두 표본 수가 30 이상으로 정규성

을 만족하며 Levene의 통계량 중 평균을 기준으로 유

의확률이 모두 .05 이상으로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분

석결과 ‘환경을 고려한 선택’만이 유일하게 F=3.370, 

p<.05로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였으나 Scheffé의 사후검정에서는 같은 집단으

로 묶여 자녀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6).

3.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의식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을 조사

한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

으며 각 요인을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인지’,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위험 지각’,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배출 감소 행동’으로 명명하였고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80, .80, .64였다(Table 7).

1)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의 요인별 차이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을 요인 분석하

여 얻은 세 가지 요인인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

틱 인지’, ‘위험 지각’, ‘배출 감소 행동’의 차이를 알

기 위하여 2요인씩 묶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

다. 모두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위험 지각(3.903)’, ‘배출 감소 행동(3.230)’, ‘패

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인지(2.521)’의 순서로 평

균값이 나타났다(Table 8). 이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

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패션제품

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연간 EU 표층수로 배출되는 176,300톤의 

미세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

스틱 양이 15,000톤가량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Compliance in Advance and Supporting System [COM-

PASS], 2019) 응답자들이 의류의 세탁 중에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은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의 기획과 생산 단계에서 뿐 아니

라 관리와 사용 단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

보제공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통계량 중 평균을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모

두 .05를 넘어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며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위험 지각’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인지(p<.01)’와 ‘배출 

Factor Age Child N Mean SD F p-value Scheffé

Environmental-

considering

clothing choice

30's
Yes (A) 49 2.939 .790

3.370 .019 A=B=C=D
No (B) 127 2.651 .779

40's 
Yes (C) 71 2.934 .661

No (D) 47 2.930 .795

Planned purchase

30's
Yes (A) 49 3.990 .718

0.089 .966 A=B=C=D
No (B) 127 3.992 .756

40's
Yes (C) 71 4.042 .701

No (D) 47 4.021 .683

Sustainable

clothing care

30's
Yes (A) 49 3.239 .095

2.031 .110 A=B=C=D
No (B) 127 3.040 .060

40's
Yes (C) 71 3.237 .085

No (D) 47 3.099 .371

Table 6. Sustainable clothing habits of respondents depending on with/without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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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for sustainable clothing habi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Awareness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clothing

I know about the microplastics emitted from fashion products. .785

3.20
35.58

(35.58)
.80

I know from which fashion products microplastics are released. .853

I know how to reduce the microplastics released from fashion 

products. 
.836

Awareness

of the dangers

of microplastic

I think the microplastics released from fashion products will 

pollute the environment. 
.868

1.72
19.06

(54.64)
.80

I think the microplastics released from fashion products will 

be harmful to humans. 
.882

Action to reduce 

microplastic 

emissions 

I don't use fabric softeners that contain microplastics. .683

1.07
11.88

(66.52)
.64

I feel a moral obligation to take personal action to reduce the 

microplastics released from fashion products. 
.577

I pay attention to the care of clothes at home to reduce the mic-

roplastics released from fashion products. 
.605

Table 7.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clothing microplastic

Factor Mean SD t p-value

1
Awareness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clothing 2.521 .848

‒28.200 .000
Awareness of the dangers of microplastic 3.903 .710

2
Awareness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clothing 2.521 .848

‒18.077 .000
Action to reduce microplastic emissions 3.230 .696

3
Perception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clothing 3.903 .710

‒16.323 .000
Action to reduce microplastic emissions 3.230 .696

Table 8. Perception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fashion products

Factor Age N Mean SD F p-value Scheffé

Awareness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clothing

20's (A) 119 2.311 .774

6.055 .003 A<C30's (B) 176 2.557 .869

40's (C) 118 2.681 .851

Awareness

of the dangers

of microplastic

20's (A) 119 3.836 .790

1.701 .184 A=B=C30's (B) 176 3.884 .671

40's (C) 118 4.000 .676

Action to reduce 

microplastic

emissions 

20's (A) 119 3.022 .767

7.683 .001
A<B

A<C
30's (B) 176 3.309 .679

40's (C) 118 3.322 .602

Table 9. Perception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fashion products depending 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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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행동(p<.01)’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인지’는 20대보다는 

40대 여성들에게서, ‘배출 감소 행동’은 20대보다는 

30대, 40대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Kang(2013)의 연구에서처럼 20대보

다는 30대와 40대 여성이 가정에서 패션제품의 관리

와 세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세플

라스틱에 대한 ‘위험 지각’은 평균값 3.903으로 ‘패션

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인지’, ‘배출 감소 행동’보

다 평균값이 매우 높으며 이는 연령과 상관이 없었다.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

에 유해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편

적으로 이미 잘 인지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을 패션제품의 선택 및 관리와 연결시키는 정

보를 제공한다면 미세플라스틱 관련 패션제품의 지

속가능을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자 교육이 이

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30대와 40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자녀 유무에 따

른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인지’는 F=2.658, p<.05로 집단 간 유

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Scheffé의 

사후검정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10).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20대보다

는 30대와 40대가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

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30대와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자녀 유무에 따른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

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녀가 있을

수록 친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고 친환경적 소비 생활

을 잘 실천한다는 선행연구(Tsakiridou et al., 2008)와 

달리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에서는 자녀

가 있는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의 충분한 인

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 사용 실태

1) 플리스 ·인조모피 패션제품 착용 및 관리 실태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이슈에서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합성섬유의 세탁 과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미세섬유이다. 섬유의 형태와 직물의 구조

상 세탁 시 많은 미세섬유를 배출한다고 알려진 극세

사를 이용한 플리스와 인조모피 제품을 대상으로 응

답자들의 착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Table 11).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의 수

를 설문한 결과, ‘1~2벌’을 가진 응답자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61명

(14.8%)은 이후의 선호도,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

품 연간 구매 수, 세탁 빈도 등의 문항의 응답에서 제

외시켜 이후의 분석에서는 352명의 케이스만 사용하

였다.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벌의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1~2벌’에 응

Factor Age Child N Mean SD F p-value Scheffé

Awareness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clothing

30's
Yes (A) 49 2.755 .873

2.658 .049 A=B=C=D
No (B) 127 2.480 .858

40's
Yes (C) 71 2.789 .834

No (D) 47 2.518 .859

Awareness

of the dangers

of microplastic

30's
Yes (A) 49 3.908 .667

0.834 .476 A=B=C=D
No (B) 127 3.874 .675

40's
Yes (C) 71 3.972 .670

No (D) 47 4.043 .690

Action to reduce 

microplastic 

emissions

30's
Yes (A) 49 3.395 .792

0.681 .565 A=B=C=D
No (B) 127 3.276 .630

40's
Yes (C) 71 3.366 .597

No (D) 47 3.255 .610

Table 10. Perception of microplastic shedded from fashion products depending on w/wo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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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응답자가 246명으로 절반 이상인 59.6%를 차지

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 벌도 구매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사람이 70명으로 16.9%를 차지하였다. 착

용 빈도에 대해서도 ‘보통이다’가 160명으로 가장 두

드러지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세탁 빈도는 ‘일주일

에 한 번’이 32.1%, ‘계절별 한 번’이 29.5%, ‘한 달에 

한 번’이 26.1%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플리스 ∙ 인조

모피 패션제품의 소장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가

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6.7%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다.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Effective percentage 

(%)

Annual average number

of fleece (microfiber) and

faux fur fashion products purchased

0 70 16.9 19.9

1-2 246 59.6 69.9

3-4 25 6.1 7.1

5-6 10 2.4 2.8

Over 7 1 0.2 0.3

User total 352 85.2 100.0

No use 61 14.8 -

Total 413 100.0 -

Wearing frequency of fleece (microfiber) 

and faux fur fashion products

Not very often 17 4.1 4.8

Not often 91 22.0 25.9

Neutral 160 38.7 45.5

Often 79 19.1 22.4

Very often 5 1.2 1.4

User total 352 85.2 100.0

No use 61 14.8 -

Total 413 100.0 -

Laundry frequency of fleece (microfiber) 

and faux fur fashion products

Everyday 8 1.9 2.3

Once in a week 113 27.4 32.1

Once in a month 92 22.3 26.1

Once in a season 104 25.2 29.5

Less than once in a six month 35 8.5 9.9

User total 352 85.2 100.0

No use 61 14.8 -

Total 413 100.0 -

Years of usage of fleece (microfiber)

and faux fur fashion products

Less than 1 year 26 6.3 7.4

1-2 years 73 17.7 20.7

2-3 years 85 20.6 24.1

3-4 years 74 17.9 21.0

More than 4 years 94 22.8 26.7

User total 352 85.2 100.0

No use 61 14.8 -

Total 413 100.0 -

Table 11. Fleece and faux fur fashion products wearing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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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리스 ·인조모피 패션제품의 미세플라스틱 배출 

사실 인지 및 배출 감소 노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

품에서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지 않

다’와 ‘그렇지 않다’의 합이 73.6%에 달하여 대부분

의 응답자가 설문 이전에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

과 미세플라스틱 배출 문제를 크게 관련지어 생각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

품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

하고 있었던 응답자 109명(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

이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

제품을 세탁할 때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줄이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노력을 한다

(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명에 불과

하였다(Fig. 1).

즉, 세탁을 통해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응답자

가 알고 있지 못하며 인지하고 있는 소수의 응답자들

도 일상에서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응답자 특성에 따른 플리스 ·인조모피 패션제품 착

용 및 관리 행동 차이

응답자 특성에 따라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

의 구매 빈도, 세탁 빈도, 소장 기간, 플리스 ∙ 인조모

피 패션제품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는 정도,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 배출 감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대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전체 셀 수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피셔(fishers)

의 정확 검정을 기준으로 유의수준을 판단하였고 그

렇지 않은 경우는 피어슨(pearson) 카이 제곱값으로 

판단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 착용 

및 관리 행동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있을 가

능성이 큰 30대와 40대 응답자를 연령대와 자녀의 

유무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

시한 결과 구매 빈도(χ2=31.298, p<.05)와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χ2=23.532, p<.05)’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able 12). 플리스 ∙ 인조

모피 패션제품의 연간 구매량은 전반적으로 40대보

다는 30대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연간 ‘1~2벌’을 구

입한다는 응답자 수는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패션제품들 중에서 특히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는 정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낮았으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인지한다고 응답한(매우 그렇다+그렇다) 

(a) Awareness of microplastic emission

from fleece and faux fur

(b) Efforts to reduce microplastic

Fig. 1. Awareness of microplastic emission from fleece and faux fur (N=413) 

and efforts to reduce microplastic (N=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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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Child (Row%/Column%) Total

(Row%/Column%)
χ2

30's w child 30's w/o child 40's w child 40's w/0 child

Annual 

purchase 

frequency

0 13 (25.5/31.7) 021 (41.2/19.4) 12 (23.5/19.0) 05 (9.8/12.5) 051 (100.0/20.2)

31.298**

1-2 16 (9.3/39.0) 078 (45.3/72.2) 46 (26.7/73.0) 32 (18.6/80.0) 172 (100.0/68.3)

3-4 08 (38.1/19.5) 008 (38.1/7.4) 02 (9.5/3.2) 03 (14.3/7.5) 021 (100.0/8.3)

5-6 04 (57.1/9.8) 001 (14.3/0.9) 02 (28.6/3.2) 00 (0.0/0.0) 007 (100.0/2.8)

Over 7 00 (0.0/0.0) 000 (0.0/0.0) 01 (100.0/1.6) 00 (0.0/0.0) 001 (100.0/0.4)

Total 41 (16.3/100.0) 108 (42.9/100.0) 63 (25.0/100.0) 40 (15.9/100.0) 252 (100.0/100.0)

Laundry 

frequency

Everyday 04 (50.0/9.8) 001 (12.5/0.9) 00 (37.5/7.5) 03 (37.5/7.5) 008 (100.0/3.2)

20.435**

Once in a week 16 (18.2/39.0) 041 (46.6/38/0) 22 (25.0/34.9) 09 (10.2/22.5) 088 (100.0/34.9)

Once in a month 66 (10.0/14.6) 024 (40.0/22.2) 20 (33.3/31.7) 10 (16.7/25.0) 060 (100.0/23.8)

Once in a season 12 (16.2/29.3) 031 (41.9/28.7) 15 (20.3/23.8) 16 (21.6/40.0) 074 (100.0/29.4)

Less than once 

in a six month
03 (13.6/7.3) 011 (50.2/10.2) 06 (27.3/9.5) 02 (9.1/5.0) 022 (100.0/8.7)

Total 41 (16.3/100.0) 108 (42.9/100.0) 63 (25.0/100.0) 40 (15.9/100.0) 252 (100.0/100.0)

Years

of usage

Less than

1 year
05 (29.4/12.2) 009 (52.9/8.3) 01 (5.9/1.6) 02 (11.8/5.0) 017 (100.0/6.7)

08.810**

1-2 years 10 (19.2/24.4) 024 (46.2/22.2) 12 (23.1/19.0) 06 (11.5/15.0) 052 (100.0/20.6)

2-3 years 09 (15.0/22.0) 027 (45.0/25.0) 15 (25.0/23.8) 09 (15.0/22.5) 060 (100.0/23.8)

3-4 years 07 (13.0/17.1) 023 (42.6/21.3) 15 (27.8/23.8) 09 (16.7/22.5) 054 (100.0/21.4)

More than

4 years
10 (14.5/24.4) 025 (36.2/23.1) 20 (29.0/31.7) 14 (20.3/35.0) 069 (100.0/27.4)

Total 41 (16.3/100.0) 108 (42.9/100.0) 63 (25.0/100.0) 40 (15.9/100.0) 252 (100.0/100.0)

Awareness of 

microplastic 

emission 

from fleece

Strongly 

disagree
13 (15.1/26.5) 044 (51.2/34.6) 14 (16.3/19.7) 15 (17.4/31.9) 086 (100.0/29.3)

23.532**
Disagree 18 (14.2/36.7) 054 (42.5/42.5) 33 (26.0/46.5) 22 (17.3/46.8) 127 (100.0/43.2)

Neutral 11 (17.7/22.4) 025 (41.0/19.7) 16 (25.8/22.5) 10 (16.1/21.3) 062 (100.0/21.1)

Awareness of 

microplastic 

emission 

from fleec

Agree 07 (46.7/14.3) 003 (20.0/2.4) 05 (33.3/7.0) 00 (0.0/0.0) 015 (100.0/5.1)

23.532**
Strongly agree 00 (0.0/0.0) 001 (25.0/0.8) 03 (75.0/4.2) 00 (0.0/0.0) 004 (100.0/1.4)

Total 49 (16.7/100.0) 127 (43.2/100.0) 71 (24.1/100.0) 47 (16.0/100.0) 294 (100.0/100.0)

Effort to 

reduce 

microplastic 

emission 

during 

laundry

Strongly 

disagree
00 (0.0/0.0) 001 (100.0/3.4) 00 (0.0/0.0) 00 (0.0/0.0) 001 (100.0/1.2)

14.605**

Disagree 01 (7.7/5.6) 007 (53.8/24.1) 05 (38.5/20.8) 00 (0.0/0.0) 013 (100.0/16.0)

Neutral 10 (20.8/55.6) 016 (33.3/55.2) 14 (29.2/58.3) 08 (16.7/80.0) 048 (100.0/59.3)

Agree 05 (29.4/27.8) 005 (29.4/27.8) 05 (29.4/27.8) 02 (11.8/20.0) 017 (100.0/21.0)

Strongly agree 02 (100.0/11.1) 000 (0.0/0.0) 00 (0.0/0.0) 00 (0.0/0.0) 002 (100.0/2.5)

Total 18 (22.2/100.0) 029 (35.8/100.0) 24 (29.6/100.0) 10 (12.3/100.0) 081 (10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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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Fleece and faux fur fashion products wearing and care depending on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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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높았다.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그

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은 40대보다 30대가 높

았고 30대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 배출 감소 노

력을 하고 있는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빈도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자

녀가 있는 여성들이 비교적 플리스를 덜 구입하며 플

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

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지만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 배

출 감소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V. 결론및제언

지속가능성이 21세기 주요 아젠다로 활발히 논의

되고 있고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의 지속가능한 선택과 

관리를 포함하는 의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의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수준과 함께 최근 소비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인조모피와 플리스의 착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성들보다 친환경 이

슈에 관심이 많고 가정 내 의생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어린 자녀

의 유무가 친환경과 윤리적 상품의 소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어린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큰 20대에서 40대 여성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환경을 고려한 선택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선택과 사용 모두 동등한 중

요성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념지만 응답자들은 패션

제품의 관리 단계보다는 제품의 선택 단계에서 제품

의 지속가능성을 더 고려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선택을 ‘계획에 따른 구매’

와  ‘환경을 고려한 선택’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을 고려한 선택’은 ‘지속가능한 관리’보다 더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지속

가능한 선택을 실천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낭비 없는 계획적인 구매

를 통한 간접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 점수는 연령에 따른 차이

를 보여서 ‘지속가능한 관리’ 점수에서 20대보다 30대, 

40대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20대 젊은이들은 SNS 등

의 매체를 통해 패션제품의 지속가능에 대한 중요성

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서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

는 관심과 실천을 보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서는 실천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

녀 유무에 따른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어린 자녀의 유무가 유기농 상품과 같은 친환경

과 윤리적 상품의 소비와 관계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

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을 조사

한 결과 73.6%의 응답자가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

품에서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미세플라스틱 배출

을 인지하고 있었던 응답자들 중에서도 단지 26.6%

만이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패션 

관련 미세플라스틱 의식을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험 지각’, ‘배출 감소 행동’,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 인지’의 순으로 나타

나 응답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는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이 패션제품과 관련될 수 있

다는 것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강조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는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어 

모두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세플라스틱 

배출 감소 노력과 패션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

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는 연령대에 따라 차

이를 보여 20대보다는 30대와 40대에서 더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의류 중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쉽게 배출

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플리스 ∙ 인조모피 패

션제품의 구매 빈도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

나 자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가 없

는 응답자들이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보다 플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을 더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고 플

리스 ∙ 인조모피 패션제품이 세탁 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더 적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패션산업이 당면한 숙제인 지속가능성을 실천을 

위해 패션산업 써플라이체인의 모든 스트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 차원

에서의 생산자 중심의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으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패션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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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인식과 실천이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관련 이슈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뿐 아니라 관리가 더욱 중요한 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

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했고 의류의 지속가능한 선택

에 있어서도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의해 환경에 도

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직접적인 실천보다는 계

획적인 선택에 따른 폐기물 절약 등의 간접적인 실천

의 비중이 컸으므로 소비자들이 패션제품을 선택하

고 사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

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패션제품과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패션제품을 통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사실과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될 위험이 높은 패션제품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관리를 통해서 그 위험을 저감시

킬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공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과 사용 과정을 통한 미세플라

스틱 배출 감소 행동의 장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패션산업에서의 지속가능의 실천이 슬로

건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제품의 기획

과 생산 단계에서 뿐 아니라 관리와 사용 단계에서의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제품 관리법을 전달하는 방식인 

라벨과 행택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한

계가 있으므로 QR 코드와 같은 수단을 지속가능한 

세탁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사용자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패션제품을 사용하고 관리하

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Yoon & Yoo, 2019).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가 20대에서 40대 여성으로 

한정되어 남성과 조사 대상 이외 연령대의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 응답 대상

자를 보다 폭넓게 설정한다면 패션제품 관련 미세플

라스틱에 대한 소비자 의식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패션제품 

사용 실태 및 패션제품의 지속가능한 선택과 관리 

행동이 응답자 본인의 지각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

제 실천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플리스 ∙ 인

조모피의 구매 이유가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객

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면 보다 의

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패션제품의 미세플라

스틱 의식에 대한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으나 향후 패

션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원과 경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의 개발과 관리, 소비자 교육에 대한 전략에 

유용할 것이다. 패션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과 더불어 정보제공 전 ∙

후의 사용자 의식 및 행동 변화 등에 대한 후속연구

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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