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 식 문 화 연 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제 18 권 제 3 호, (2010. 6), pp.499～513

－ 499 －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 

김  용  숙†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 인간생활과학연구소

Aware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ttitudes toward 
Eco-Friendly Clothing according to Women's LOHAS Lifestyle

Yong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2010. 3. 21. 접수일 : 2010. 6. 15. 수정완료일 : 2010. 6. 18.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awareness of pollution and attitudes toward eco-friendly clothing 
according to women's LOHAS lifestyle. Over 60% of women were not aware of severity of environment pollution 
by clothing wastes and 37.2% kept their not-wearing clothing in dead storage. 26.7% of women disposed not- 
wearing clothing into clothing collecting box separately and 20.9% sent them to neighbors or friends. 39.4% of 
women were willing to pay 10% more for eco-friendly clothing and 84.6% were not willing to buy clothing 
produced by unethical companies. Factors of LOHAS lifestyle were healthy food, environmental protection, family 
life, healthy clothing, healthy housing, and community service, and were segmented into using leisure group, family 
centered group, LOHAS group, and LOHAS stagnated group. Using leisure group were university women with low 
incomes, well aware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clothing wastes and eco-friendly clothing, kept their not-wearing 
clothing into dead storage, and low intention to buy clothing produced by unethical companies. Family centered 
group were women of 30’s with average income and higher educationl, unaware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clothing wastes and eco-friendly clothing, but low intention to buying them, disposed not-wearing clothing into 
clothing collecting box. LOHAS group were the over forties home makers with higher income and education, well 
aware of sever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sent not-wearing clothing to others or remodeled, intended to buy 
eco-friendly clothing, and not to buy clothing produced by unethical companies. LOHAS stagnated group were university 
students, unaware of sever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clothing wastes and threw not-wearing clothing into 
trash box, no experience of  eco-friendly clothing, could buy clothing produced by unethical companies if needed.

Key words: eco-friendly clothing(친환경 의류), LOHAS lifestyle(로하스 라이프스타일), attitudes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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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고, 6월 5일은 ‘물

의 날’이다. 이와 같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날을 지정해 두고 있으며, 일 년 
중 이 기간 동안 환경 관련 제품 마케팅이 가장 활
발해지며,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또 UN에
서는 2009년을 ‘천연섬유의 해’로 지정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하
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제
하기 위하여 ‘탄소 발자국’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에 부착하기 시작했으며, 환경을 염려하는 일
부 소비자들은 가격이 좀 더 비싸도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국내․외 섬유 
및 의류 관련업체에서도 환경보호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여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 또는 재생 섬유
를 생산하거나 제품 생산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
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행의 변화 속도는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의복의 
사용연한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여기에 패스트 
패션이 등장하여 개인이 소유하는 의류의 양이 더
욱 증가하였고,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양도 증가하
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의류를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하는가의 문제도 중
요하지만, 구입단계에서 어떤 종류 또는 어느 회사
의 제품을 고르는 것도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
하는 중요한 로하스 소비의 과정으로 부각되고 있
다. 즉,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과 건강을 고
려하여 공정거래를 거친 원료나 무공해 유기농 소
재로 만든 친환경 의류나 재활용 또는 재생 섬유로 
만든 의류를 선호하고 구입하여 착용하는 행동은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 태도
로 직결되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과 안녕에 역점을 두는 웰빙 라이프스
타일에 대한 연구2～4)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나, 환
경보전과 개인의 복지에 관심을 두는 로하스 라이프
스타일(LOHAS: Lifestyle of health & sustainability)
이나 우리의 의생활 폐기물들이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친환
경 소재나 재활용 또는 재생 소재로 만든 의류에 
대한 소비자 태도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서는 가정에서 의생활의 주체자인 성인 여성을 대
상으로 이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한 후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화된 집단의 의류 폐기에 따
르는 환경오염 인지 정도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
도를 분석하여 의생활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 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문헌고찰
1.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로하스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

려줄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사회학자 폴 레이가 1998년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한 결과를 발
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이란 
사회의 지속성으로 현재 동시대를 사는 개인의 욕
구가 미래 세대를 침해하면서까지 충족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 세대에도 현재 세대와 같은 수준의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 있고, 혜택과 욕구를 누릴 수 있
는 통제적 개발에 의한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현존
하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잘 유지 보존하여 후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비 형태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비만 인구와 노년층의 증가로 식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오리엔탈리즘과 
환경보호라는 트렌드가 합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환경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개념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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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5).
로하스 소비자들의 특성은 가격이 좀 더 비싸더

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제품을 선택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었는지, 재생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로하스 소비자 가치를 공유하는 기
업에서 생산했는지와 같은 지속가능한 생산에 관
심이 높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환경 제품의 기대효
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속가능한 방
법으로 생산된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선호하고, 로
하스 소비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
택한다. 또 이들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
이 10～20% 정도 더 비싸도 구입할 의도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다6).

박수민과 유영선7)은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특
성으로 환경 친화, 지속가능성, 건강 중시, 고감성 
추구를 들었다. 환경 친화란 유기농 면이나 천연염
료로 염색된 천연 소재를 선호하는 것이고, 지속가
능성이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다기능을 지
닌 생활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중시
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천연 소재로 만든 실
내장식, 요가나 명상을 즐기는 생활을 지칭하고, 고
감성 추구는 제품 콘셉에 로하스 감성을 부과시키
거나 로하스 감성의 기업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하
였다.

박임구8)는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요인으로 사
회의식, 자원 절약, 가족중심, 개성 및 환경의식, 정보 
탐색을 들고, 이를 기준으로 로하스집단, 환경보
호집단, 웰빙집단, 개인주의집단, 배드빙(bad-being) 
집단으로 여성 소비자들을 유형화하였다. 웰빙집단
은 웰니스(Wellness)족 또는 참살이족이라고도 하
며, 건강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반대로 배드빙 
집단은 일빙(Ill-being) 집단이라고도 하며, 웰빙의 반

대 개념이다. 또 개인주의집단은 미국의 노매딕집
단과 비슷한 성향을 갖으며 로하스집단은 환경과 건
강에 관심이 많은 집단이라고 하였다. 김정훈9)은 대
학생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분석하여 로
하스 상품 구매와 로하스 가치의 2요인을 추출한 
후 로하스 고집단과 로하스 저집단으로 유형화하였
다. 경제적 여유가 많거나 여대생들은 로하스 지향
적 구매행동을 보였고,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투자나 착한 소비태도가 높
았다.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개인주의적 소비태도
와 명품이나 유행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
으므로, 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비태도와 개인의 소비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반
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다.

2. 의류 처분과 환경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복을 처분을 고려하게 되

는 가장 큰 원인으로 유행이나 체형의 변화, 낡아
졌거나 관리하기 어렵거나, 싫증을 느끼게 되었거
나, 다른 옷과 조화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으
며. 또 비계획적으로 의복을 구매했기 때문에 디자
인이나 색상이 미흡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아서라 
할 수 있다10,11). 유연실12)은 의복의 유형에 따라 처
분 원인이 달라지는데, 원피스, 투피스, 자켓과 같
은 정장류는 미적 속성이나 유행, 타인의 반응, 물
리적 효능이 감소했을 때 처분을 고려한다고 하였
다. 점퍼와 같은 캐주얼 웨어는 물리적 효용감 감
소, 품질 불만, 싫증이 처분하게 되며, 셔츠나 블라
우스와 같은 중의류는 어울림이나 적합성 감소가 처
분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 나이가 적은 집단은 자
신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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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econdary Materials and Recycled Textiles Association, “Textile Recycling Fact Sheet,” [database online] (2006 

[retrieved 20 December 2009]);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smartasn.org

을 고려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의류는 낡아지면 처
분하게 된다고 하였다. Shim13)은 미국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복을 처분하는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의복 처분에 따르는 환
경오염을 크게 염려한다고 하였다. 또 대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고 의류를 자주 구매하여 사
용하고 있었다.

정유정과 박옥련14)은 의류 처분 행동의 요인으
로 경제적 처분 행동과 이타적 처분 행동을 들었다. 
경제적 처분 행동에는 중고가게에 저렴한 가격으
로 팔거나 물물교환 시장에서 다른 의류나 물건으
로 교환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이타적 처분 행동에
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수선해서 
입는 것을 포함하였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의복 처
분 행동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
단이 강할수록 경제적 처분을 많이 하였으며, 사회
적 책임의식이 강한 대학생들은 이타적 의류 처분 
행동을 많이 하였다. 

입지 않는 의복을 처분하는 방법 중 의복을 재활
용하는 행동이란 사용하지 못하는 의류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고 
난 의류를 재사용하는 경우, 쓰레기로 배출된 것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로 회수하는 방법
으로 구분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경우, 친
척이나 이웃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
대나 경제 수준이 높은 계층의 경우 다른 용도로 
수선하거나 고쳐 입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15). 또 소
비자의 환경의식은 소비자가 의복을 처분하는 방
법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의복을 이타적으로 
재활용 처분하는 소비자는 사회계층이 높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여성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재활용하는 소비자
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용돈이 적은 여성들이었다. 

일본 유통업자조합에서는 ‘소비자의 구매를 자
극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잘 처분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중고 의류
를 매수한 후 신상품 구매를 자극하고 있다. 그 결
과, 의류 매출액을 20% 높일 수 있었으며, 매수한 
중고의류는 해외 원조활동에 기증하거나 재활용에 
사용될 예정이며, 유니클로에서 전개하는 ‘땡큐 재
활용’이라는 환경의식을 자극하는 슬로건에도 판
촉 효과가 숨겨져 있다. 또 와코르에서는 녹색 봉
투를 제공하여 금속 와이어가 심어진 브레지어를 
회수하고 있다. 이 브레지어는 분리 배출도 어렵고 
폐기시 남에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소비자들이 처
분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품목이다16).  

미국의 경우, 폐기한 의류 및 섬유제품을 재활용
하는 공장은 200여 개 있으며, 이들 공장은 종업원 
수가 35～50명 수준의 소규모이다. 자선단체에서 
중고 의류 및 섬유제품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파
운드 당 $0.20～$2.00으로 구입하며, 이 가격은 거
의 공짜로 쓰레기를 치워주는 수준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
는 사업(win-win-win-win)이다. 즉 소비자는 사장
된 의류를 처분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에서는 약간
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재활용 공장에서는 원료 
섬유를 얻을 수 있고,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의류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재활용 공장에서는 중고 의
류 및 섬유 제품에서 유독성 물질을 발생하지 않게 
가공하여 폐기물의 93%를 재활용하여 신제품으로 
생산한 후 이 중 61%를 해외로 수출한다. 해마다 의
류 및 섬유제품 폐기물은 10억 kg 배출되고 있고, 
1990～2003년에 미국에서는 전세계로 의류 및 섬
유제품 폐기물 3억 kg을 수출하였고, 미국인들은 1
년에 평균 30 kg의 의류 및 섬유 제품을 폐기하였
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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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박운아, 이기춘, “환경의식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권 1호 (1995), p. 211. 
19) 이수철, 정재연, “21세기 친환경 섬유소재 활용 사례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권 4호 (2003), pp. 96-87.
20) 장남경, 김윤정, 주잔나, “패션 산업에서의 친환경 디자인,” 복식문화연구 6권 16호 (2007), pp. 36-48.
21) 김정훈, “대학생의 로하스적 생활유형에 따른 가치소비태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8권 4호 (2009), pp. 877-878.
22) Michel Laroche, Jasmin Bergeron, and Guido Barbaro-Forleo, “Targeting Consumers Who are Willing to Pay 

Mor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18 No. 6 (2001), pp. 514-516.
23) Josephine Pickett-Baker and Ritsuko Ozaki, “Pro-environmental Products: Marketing Influence on Consumer 

Purchase Decisio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25 No. 5 (2008), p. 290.
24) 이지은, 김일, 박선경, “환경친화적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6권 2호 

(2002), p. 79. 

3. 친환경 의류 
친환경과 비슷한 용어로 환경의식, 환경보전, 환

경보호,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식’, ‘보전’, ‘보호’, ‘책임’과 같은 용어는 
인간이 환경을 일방적으로 돌본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친환경’이란 용어는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
호작용하는 존재로 더불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18). 이수철과 정재연19)은 친환경 
의류 소재를 기능성 소재, 자연 소재, 표면 질감을 
강조하는 소재로 구분하였다. 기능성 소재는 인간
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섬유와 스포츠레저, 헬스케
어, 디지털화 등에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
재이며, 자연 소재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한 소
재이고, 럭셔리한 표면 또는 드라이하거나 주름 잡
힌 소재와 같이 표면 질감을 강조한 소재를 지칭한
다고 하였다. 친환경 의류란 의류 제품에 함유된 유
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이고, 의류제품의 원
료, 생산공정 및 사용, 처분 또는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그러므로 친환경 의류제품에서의 환경이란 인간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되는 것이다. 즉 
최종 의류제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소비
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생분해성이 좋은 
재료나 고흡진 염료를 사용, 유해화학물질을 대체, 
에너지나 폐수량을 줄일 수 있는 공정으로 대체, 
배출되는 폐수의 재활용 등 공정에서 환경성을 증
진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장남경 등20)은 친환경 패션디자인에 대하여 유
기농 소재, 신소재, 절감, 다기능, 재생산, 주문생산, 
재활용, 재사용 등 8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기농 
소재란 천연 소재를 재배할 때 환경과 착용자의 건
강을 고려하여 농약을 최소량 사용해서 생산한 제

품이다. 신소재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친환경 소재로 텐셀, 옥수수 섬유, 대나무 섬유가 
있으며, 절감이란 디자인이나 사용하는 소재의 양
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기능이란 그 디자
인이 주요 목적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재생산이란 일단 사용했던 의류를 재사용
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것이고, 주문생산은 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1:1 맞춤생산을 하고, 재활용은 기존
의 의류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착용하는 것이다. 
재사용은 아름다운 가게나 중고시장과 같은 곳에
서 판매하는 방법이다.

김정훈21)은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여자 대학생
인 경우, 친환경적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긍
정적인 소비를 한다고 하였으며, Laroche 등22)은 가
격이 더 비싸고 안전하며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이며, 이들은 타인과 안정적이며 따뜻한 인간
관계를 맺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80% 이상의 응
답자들은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친환경 제품 
구입 의도가 높은 소비자가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지는 미지수라 하였다. 친환경 제품,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환경 의식
이 높고, 친환경 제품과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친
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아졌
다. 현재 시판되는 친환경 제품은 일반 제품과 따
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친환경 제품의 환경 친화성
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3). 

이지은 등24)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조건
이 동일하다면 친환경 의류를 구입할 의도가 높으
나, 현실적으로 친환경 의류는 가격이 일반 의류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고 디자인, 품질, 브랜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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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승희, 정미혜, “한일 주부들의 친환경 소재 패션 상품 구매행동 및 인식 비교,” 복식 59권 8호 (2009), pp. 

120-121.

도 측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은 구매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련업체
에서는 친환경 의류는 재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환
경 피해가 없고, 건강에 유익하며 인체에 해가 없
는 긍정적인 영향과 같은 가치와 이익, 간접적 혜
택 등을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 환경 친화적 의류제품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 의류에 비호의적 태도를 갖게 하는 주
요 요인이므로 친환경 의류제조업체에서는 일반 의
류 제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인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승희와 정미혜25)는 한국과 일본 주부들의 친환
경 소재 패션 상품 구매 행동과 인식을 비교한 연구
에서 한국 주부들은 패션 상품의 소재가 지닌 친환
경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소재 상품을 높게 인
지하고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패션 상품을 구입하
였으나, 일본 주부들은 패션 상품 처리에 따르는 친
환경성을 중요시하며, 품질에 관심을 더 둔다고 하
였다. 또 한국 주부들은 친환경 소재 패션 상품은 
가격이 더 비싸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매장 점원
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구매 
의도도 있으나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여성들의 의류 폐기에 의한 환경오염 

인지도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둘째,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요

인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인 여성들을 
유형화한다.

셋째, 유형화된 성인 여성들의 인구통계적 변인, 
의복 구입비, 의류 폐기에 의한 환경오염 인지도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하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의복 구입비
인구통계적 변인 빈도

(명)
백분율

(%)

나이
19～20세  49 10.5

21～30세 198 42.6

31～40세  83 17.8

41～50세 135 29.0

교육
정도

고등학교 수학 106 22.9

대학교 재학 172 37.1

대학교 졸업 이상 185 40.0

평균 
월 수입

200만 원 미만  92 20.1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98 43.2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108 23.6

600만 원 이상  60 13.1

결혼
여부

기혼 207 44.5

미혼 258 55.5

직업
직장인 152 33.6

전업주부  93 20.6

학생 170 37.6

미취업  37 8.2

의복
구입비

10만 원 미만 185 39.8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175 37.6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75 16.1

30만 원 이상  30  6.4

여 50세 이하의 성인 여성이었다. 2009년 6월 1일
부터 20일 사이에 대학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500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하
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465장의 설문지를 자
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21～30세인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고, 41～50세인 경우가 29.0%, 31～40세인 경
우가 17.8% 순이었다.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
상인 경우가 40.0%, 대학생이 37.1%, 고등학교 수
학인 경우가 22.9%였다. 가정의 월별 총수입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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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김정훈, op. cit., p. 873. 
27) 박효원, 김용숙, op. cit., pp. 93-106.
28) 박임구, op. cit., pp. 66-67.
29) 권기대, 김승호, 이순자, op. cit., pp. 283-288.
30) 유명의, 안혜자, “의복 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4권 1호 (2001), p. 112.
31) 이지은, 김일, 박선경, op. cit., pp. 82-85.
32) 정유정, 박옥련, 하종경, op. cit., p. 641.
33) 한승희, 정미애, op. cit., pp. 111-112.

고, 400만 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3.6%, 
200만 원 미만은 20.1%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인 경
우가 44.5%, 미혼인 경우가 55.5%였다. 직업은 학
생이 37.6%, 직장인이 33.6%, 전업주부 20.6% 순이
었다.

성인 여성들은 월 평균 의복 구입비로 10만 원 
미만 지출하는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7.6%,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6.1%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인구통계적 변인, 로

하스 라이프스타일, 환경오염 인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에 관한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나이, 교육 정도, 월 수입, 결
혼 여부, 직업, 의복 구입비 등 6문항이었고, 자유
선택형으로 구성되었다.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은 선
행 연구들26～28)을 참고로 32문항을 발췌하였고, 5
점 Likert형이었다. 환경오염에 관한 문항은 관련 
연구들29,30)을 참고로 의복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도에 관한 1문항과 입지 않는 의류 폐기 방법
에 관한 1문항을 작성하였다.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은 관련 연구들31～33)을 참고로 시
판 인지도, 구입 의도, 추가 비용 지불 의도, 환경오
염을 유발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에 대한 태도
에 관한 내용의 4문항을 작성하였다.

4. 분석방법
SPSS PC(Ver 12.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첫째, 의류 폐기에 의한 환경오염 인지도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다. 둘째,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요인구
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후, 군집분석을 
하여 성인 여성들을 유형화하였다. 셋째, 유형화된 집

단의 인구통계적 변인, 의복 구입비, 환경오염 인지도
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의복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도와 폐기방법
성인 여성들의 의복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

도와 폐기 방법에 대한 통계량은〈표 2〉와 같다. 
우리가 입지 않는 의복을 쓰레기통에 폐기하였을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성인 여
성들은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0%
로 가장 많았으며, 많이 알고 있는 경우는 7.5%였
다.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통에 의복을 폐기하였을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는 35.1%
나 되었다. 성인 여성들은 자신이 자주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옷장에 방치하는 경우는 37.2%로 가
장 많았고, 의류 수거함에 분리수거하거나, 이웃이
나 친척에게 물려 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도 입
지 않는 의복을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2.4%나 되
었으며, 제조회사나 판매장에서 보상 판매할 때 가
져가는 경우는 1.0%로 아주 적었다. 그러므로 의류
제조회사나 판매장에서는 헌옷 교환 판매를 할 때 
널리 홍보하고, 자사 브랜드 의류만 보상 판매할 것
이 아니라 폭넓게 타사 브랜드 의류에 대해서도 보
상 판매를 실시하여 입지 않는 의류를 각 가정에서 
사장시키지 않도록 보상 판매 기회를 많이 제공해
야 할 것이다.  

성인 여성들의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는〈표 
3〉과 같다. 66.3%의 성인 여성들은 의류 생산, 착
용, 폐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생산한 친환경 의류의 시판 현황에 대하여 알지 못
하였고, 알고 있는 경우는 33.7%였다. 특히 구입 경
험이 있는 성인 여성들은 8.9%로 10%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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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복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도와 폐기 방법 
의복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도와 폐기 방법 빈도(명) 백분율(%)

의복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144 31.0

많이 알고 있다  35  7.5

약간 알고 있다 122 26.3

잘 모른다 131 28.2

전혀 모른다  32  6.9

의복 폐기 방법

옷장에 방치한다 173 37.2

의류 수거함에 분리수거한다 124 26.7

이웃이나 친척에게 물려 준다  97 20.9

다른 용도나 유행에 맞게 개조한다  57 12.2

쓰레기통에 넣는다  10  2.1

제조회사에서 보상 판매할 때 가져간다   4  1.0

<표 3>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 빈도(명) 백분율(%)

친환경 의류
시판 인지도

전혀 모른다 110 23.7

거의 알지 못한다 198 42.6

약간 알고 있으나 구입 경험은 없다 116 24.8

잘 알고 있고 구입 경험도 있다  41  8.9

친환경 의류
구입 의도 

전혀 없음  23  4.9

거의 없음  66 14.2

그저 그렇다 193 41.5

약간 있음 153 32.9

많음  30  6.5

친환경 의류 
구입시 추가
비용 지출 의도

추가비용 지출 의도 없음 127 27.3

10% 이내 추가비용 지출 의도 있음 222 47.7

20% 이내 추가비용 지출 의도 있음  92 19.8

30% 이내 추가비용 지출 의도 있음  24  5.2

환경오염을 유발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에 
대한 태도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  73 15.7

가능한한 구입하지 않겠다 274 58.9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  93 20.0

필요하면 꼭 구입할 것이다  25  5.4

그러므로 친환경 의류의 특성이나 시판 현황에 대
한 적극적 홍보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성인 여성들의 친환경 의류 구입 의도를 살펴보면 
친환경 의류 구입 의도가 없는 경우는 19.1%, 구입 
의도가 있는 경우는 39.4%로 구입 의도가 있는 성
인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 성인 여성들은 친환

경 의류 구입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하여 10% 이내
의 추가비용을 지출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41.5%
로 가장 많았고, 추가비용 지출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는 27.3%나 되었다. 그러므로 친환경 의류 제
조업체에서는 제품 가격 산출시 추가비용을 소비
자에게 10% 이내에서 부담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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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의 
의류에 대하여 성인 여성들의 58.9%가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나, 25.4%의 성인 여
성들은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와 같이 가격은 의류 구입시 중요 결정 변인이었다.

2.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과 유형화

<표 4>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요인구조
문항내용 요인

적재량
분산

(누적분산)
아이겐

값

요인 1:
건강
식생활

식품 구입시 방부제나 인공감미료 첨가 여부를 확인한다 0.78

11.26% 8.45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구입한다 0.71

음식의 영양가를 분석하면서 식사한다 0.70

식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한다 0.68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다 0.63

요인 2:
환경
보호
행동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스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0.73

10.23%
(21.49%)

2.24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이나 리필 제품을 선호한다 0.72

설거지할 때 뜨물이나 밀가루를 주방용 세제 대신 사용한다 0.71

입지 않는 의복을 의류수거함에 분리수거한다 0.67

비닐봉투 대신 시장 바구니를 사용한다 0.66

요인 3:
여가
활동

바쁜 생활 중에도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0.70

9.92
(31.41%)

2.05

요가나 명상에 관심이 많다   0.64

반신용이나 아로마욕을 즐긴다 0.62

건강과 미용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0.62

전문적 수준에 도달한 취미를 갖고 있다 0.53

요인 4:
가족
생활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0.79

9.87%
(41.28%)

1.52

나는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75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나 휴식방법이 있다 0.71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 0.59

자아실현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0.54

요인 5:
건강
의생활

황토나 감물을 사용하는 천연염색한 의복을 즐겨 착용한다 0.79
7.79%

(49.07%)
1.32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신발을 주로 착용한다 0.72

흡습속건성, 자외선 차단과같은 기능성 의류를 선호한다 0.62

요인 6:
건강
주생활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고 싶다 0.71
6.51%

(55.58%)
1.26보수가 많은 직업보다 가정에서 작업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0.68

여름에 유리창을 활짝 열고 자연 통풍을 즐긴다 0.64

요인 7:
지역사회
활동

친환경 제품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홍보하는 편이다 0.68
6.05%

(61.63%)
1.02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나 부녀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0.65

직장이나 지역사회 활동에서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0.58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요인구조
는〈표 4〉와 같다.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에 한 32문
항 중 3회의 요인분석과정에서 요인적재량이 낮은 
3문항을 삭제한 29문항이 최종 요인분석되었다. 총 
7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7요인의 총설명력은 
61.63%였다.

첫째 요인은 방부제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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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박임구, op. cit., pp. 71-72.
35) 박임구, op. cit., pp. 72-73.

은 음식을 선호하고, 유기농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건강 식생활이라 
명명되었고, 설명력은 11.26%였다. 둘째 요인은 일
회용품을 자제하고 환경오염을 염려하여 재활용제
품이나 리필 제품을 선호하며, 시장바구니를 사용
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환경보호행동이라 
명명되었고, 설명력은 10.23%였다. 셋째 요인은 요
가나 명상의 시간을 갖고 건강과 미용을 위하여 규
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여가활동이라 명명되었고, 설명력은 9.92%였다. 넷
째 요인은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적극적 생활 
태도를 갖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가족생활
이라 명명되었고, 설명력은 9.87%였다. 다섯째 요
인은 천연염료로 염색된 소재나 기능성 소재로 만
든 의류를 선호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신발
을 선호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건강 의생
활이라 명명되었고, 설명력은 7.79%였다. 여섯째 요
인은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
연풍을 즐기는 생활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건강 주생활이라 명명되었고, 설명력은 6.51%였다. 
일곱째 요인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나 부녀회 활
동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내용의 문항들로 

<표 5>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성인 여성들 유형화
집단

요인 제 1집단 제 2집단 제 3집단 제 4집단 F

건강 식생활 3.34 C 3.55 B 4.13 A 2.34 D 194.95***

환경보호행동 2.70 C 3.18 B 3.50 A 2.20 D  77.00***

여가활동 3.23 B 2.98 C 3.91 A 2.32 D 134.89***

가족생활 3.26 C 3.63 B 4.11 A 2.82 D  95.68***

건강 의생활 2.78 B 1.87 C 3.07 A 1.60 D 163.55***

건강 주생활 3.10 C 3.74 B 3.84 A 2.83 D  56.94***

지역사회활동 2.77 B 2.82 B 3.70 A 2.31 C 100.97***

소속인원(명)
(백분율)

101
(22.44)

156
(34.67)

87
(19.33)

106
(23.56)

450
(100.00)

***p<0.001.
주) Alphabet은 Duncan의 다범위검증 결과임.

구성되어 지역사회 활동이라 명명되었고, 설명력은 
6.05%였다. 박임구34)는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요
인을 사회의식, 자원 절약, 가족중심, 개성 및 환경
의식, 건강 식생활, 정보 탐색 등으로 파악하였으
며, 건강 식생활, 환경보호, 가족중심 관련 문항은 
서로 비슷하게 요인을 형성하였고, 사회의식은 지
역사회 활동과 비슷한 문항이 요인을 형성하였다.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기준으로 성인 여
성들을 유형화한 결과는〈표 5〉와 같다. 4집단으로 
유형화하였을 때 집단 간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났
으므로 4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제 1집단은 여가
활동과 건강 의생활 요인이 다른 집단보다 비교적 
높아 여가활용집단으로 명명되었으며, 소속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22.44%였다. 제 2집단은 가족생활, 건
강 주생활, 지역사회활용 요인이 다른 집단보다 비
교적 높아 가족중심집단으로 명명되었고, 소속인원
은 전체 대상자의 34.67%로 제일 컸다. 제 3집단은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요인이 다른 집단보
다 가장 높아 로하스집단으로 명명되었고, 소속인
원은 19.33%로 제일 작았다. 제 4집단은 로하스 라
이프스타일의 모든 요인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
아 로하스지체집단으로 명명되었고, 전체 대상자의 
23.56%를 차지하였다. 박임구35)는 로하스 라이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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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유정, 박옥련, 하종경, op. cit., p. 645.

타일의 요인을 기준으로 성인 여성을 환경과 건강
을 모두 중요시하는 정도가 낮은 배드빙집단, 환경
을 중요시 하는 환경보호집단, 환경과 건강을 모두 
중요시하는 로하스집단, 건강을 중요시 하는 웰빙
집단, 개인주의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배드빙집
단의 소속인원이 가장 작다고 하였다.   

유형화된 성인 여성 집단의 인구통계적 및 의복 
구입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
한 결과는〈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인구통계적 특성 중 월 수입
과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차는 없었고, 나이, 교육 
정도, 직업, 그리고 의복 구입비에 따라 유의차가 
나타났다. 여가활용집단은 대학교 저학년 학생이며, 
월 의복 구입시 지출이 20만 원 선인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가족중심집단은 30대의 고등학교 졸
업 수준의 취업주부이며, 월 의복 구입비 지출이 10
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로하스
집단은 40대의 대학교 졸업 수준의 취업 또는 전업

<표 6> 유형화된 집단의 인구통계적 및 의복 구입비 특성                                관측빈도(기대빈도)

집단
변인

여가활용
집단

가족중심
집단

로하스
집단

로하스
지체집단 χ2

나이
19～20세 15(10.5) 16(16.3)  1( 9.1) 15(11.1)

 44.31***
21세 이상～30세 미만 45(43.5) 60(67.3) 17(37.5) 62(45.7)

31세 이상～40세 미만 15(18.4) 36(28.4) 17(15.9) 14(19.3)

41세 이상～50세 미만 26(28.5) 44(44.0) 42(24.6) 15(29.9)

교육
정도

고등학교 졸업 18(22.3) 39(34.6) 19(19.4) 24(23.7)

 20.96**대학교 재학 51(37.1) 48(57.4) 21(32.2) 46(39.3)

대학교 졸업 31(40.6) 68(63.0) 47(35.3) 36(43.1)

직업

취업주부 20(24.9) 42(38.5) 32(21.5) 17(26.1)

 34.73***

전업주부 16(19.5) 32(30.2) 23(16.8) 16(20.5)

학생 45(33.4) 50(51.7) 14(28.8) 40(35.1)

미혼 직장인 13(15.0) 21(23.2) 15(13.0) 18(15.8)

미취업  7( 8.1) 11(12.5)  3( 7.0) 15( 8.5)

의복
구입비

10만 원 미만 37(40.2) 78(62.1) 21(34.6) 43(42.2)

 35.97***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36(37.7) 60(58.2) 30(32.5) 42(39.5)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23(16.6) 11(25.7) 26(14.3) 14(17.4)

30만 원 이상  5( 6.5)  7(10.1) 10( 5.6)  7( 6.8)

**p<0.01, ***p<0.001.

주부, 월 의복 구입비 지출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로하스지체집단은 대학교
에 재학하는 학생, 미혼 직장인, 그리고 미취업 중
이며, 월 의복 구입비는 10만 원 정도인 성인 여성
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정유정 외36)도 나이
가 많은 기혼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보다 친환경적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로하
스집단은 40대의 전업주부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
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유형화된 성인 여성 집단의 의복 폐기에 따른 환
경오염 인지도와 의복 폐기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표 7〉과 같다. 여가활용집단은 의류 폐기
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
고, 입지 않는 의복을 옷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
았고, 가족중심집단은 의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고 못하지만, 입지 않는 의
복을 의류 분리수거함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 로하
스집단은 의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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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형화된 집단의 의복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도와 폐기 방법의 차이          관측빈도(기대빈도)

집단
변인

여가활용
집단

가족중심
집단

로하스
집단

로하스 
지체집단 χ2

환경
오염
인지

아주 많이 알고 있다 37(31.9) 44(49.0) 37(27.5) 24(33.5)

46.14***
많이 알고 있다  9( 7.2)  3(11.0) 14( 6.2)  6( 7.6)

약간 알고 있다 29(26.1) 40(40.0) 23(22.5) 24(27.4)

모른다@ 26(35.8) 68(54.8) 13(30.8) 52(37.5)

의복
폐기
방법

옷장에 방치한다 48(38.2) 58(58.9) 26(32.9) 38(40.0)

34.93***

의류 분리 수거함에 넣는다 15(26.7) 60(41.3) 18(23.0) 26(28.0)

이웃이나 친척에게 물려 준다 22(20.4) 25(31.5) 24(17.6) 20(21.4)

다른 용도나 유행에 맞게 개조한다 12(12.2) 11(20.5) 16(11.4) 18(13.9)

쓰레기통에 넣는다  2( 1.8) 1( 2.8)  2( 2.1)  4( 2.6)

제조회사에서 보상 판매할 때 가져간다  2( 0.8) 1( 1.2)  1( 0.9)  0( 0.1)
@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차이검증시 합해서 분석하였음.
***p<0.001.

하여 많이 알고 있으며, 입지 않는 의류를 이웃이
나 친척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용도 또는 유행에 맞
게 개조해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로하스지체
집단은 의류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입지 않는 의복을 쓰레기 통에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형화된 성인 여성 집단의 친환경 의류에 대한 

<표 8> 유형화된 집단의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 차이                                  관측빈도(기대빈도)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 여가활용
집단

가족중심
집단

로하스
집단

로하스
지체집단 χ2

시판
인지도

전혀 모른다 21(23.1) 42(35.7)  9(19.9) 31(24.3)

24.84**
거의 알지 못한다 39(42.9) 74(66.2) 35(36.9) 43(45.0)

약간 알고 있으나 구입 경험은 없다 32(25.8) 32(39.9) 28(22.2) 23(27.1)

잘 알고 있고 구입 경험도 있다  9( 9.2)  8(14.2) 15( 7.9)  9( 9.7)

구입
의도

전혀 없다  4( 4.9)  5( 7.6)  3( 4.3) 10( 5.2)

25.59**

거의 없다 20(14.8) 20(22.9) 11(12.8) 15(14.5)

그저 그렇다 44(41.1) 64(63.4) 24(35.4) 51(43.1)

약간 있다 27(33.7) 58(52.0) 40(29.0) 25(35.3)

많다  6( 6.5)  9(10.1)  9( 5.6)  5( 6.8)

환경오염
유발하는
회사의
의류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 17(15.9)  19(24.6) 22(13.7) 13(16.7)

31.89***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겠다 64(59.3) 104(91.5) 49(51.0) 47(62.2)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 15(20.2)  28(31.2) 11(17.4) 36(21.2)

필요하면 꼭 구입한다  5( 8.7)   5( 8.7)  5( 4.8) 10( 5.9)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표 8〉과 같다. 여가
활용집단은 친환경 의류가 시판되고 있는 것을 알
고 있으나 구입 경험이 없으며 구입 의도는 낮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에 대
한 구매 의도는 낮았다. 가족중심집단은 친환경 의
류가 시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나, 구입 
의도는 약간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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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의류를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으려는 태도
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로하스집단은 친환경
의류가 시판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구입 경
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구입 의도도 높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의 의류를 절대로 구입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로하스지체집단은 친환경 의류가 시판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구입 의도도 낮았으
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
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의복을 구입하고 처

분하는 활동의 주체자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
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와 환경오염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입지 않는 의복을 쓰레기통에 폐기

하였을 때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성인 여성들은 38.5%였으나, 여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성인 여성들은 35.1%나 되었다. 
성인 여성들은 자주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옷장에 
방치하는 경우는 37.2%로 가장 많았고, 아직도 입
지 않는 의복을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2.4%나 되
었으며, 제조회사에서 보상 판매할 때 참가하는 성
인 여성들은 아주 적었다. 성인 여성들은 친환경 
의류가 시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
는 경우가 66.3%로 많았고, 구입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들은 8.9%로 아주 적었다. 39.4%의 성인 여성
들은 친환경 의류 구입 의도가 있었으며, 10% 정도
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도가 있었다. 58.9%의 성
인 여성들은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
사의 의류를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
다.

둘째,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은 건
강 식생활, 환경보호행동, 여가활동, 가족생활, 건
강 의생활, 건강 주생활, 지역사회활동 등 7요인으
로 파악되었으며, 총설명력은 61.63%였다. 이들 요
인을 기준으로 성인 여성들을 여가활용집단, 가족

중심집단, 로하스집단, 로하스지체집단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가족중심집단에 소속한 인원이 가장 많
았고, 로하스집단에 소속한 인원이 가장 적었다.

셋째, 여가활용집단은 대학교 저학년 학생이며, 
월 의복 구입 지출이 20만 원 선이며, 의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
나, 입지 않는 의복을 옷장에 방치하고 있고, 친환
경 의류가 시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구입 
경험이 없으며, 구입 의도도 낮고, 환경오염을 유발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에 대한 구매 의도는 낮
았다. 가족중심집단은 30대의 고등학교 졸업 수준
의 취업주부이며, 의복 구입비 지출이 적고, 의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입지 않는 의복을 의류 분리수거함에 넣고, 
친환경 의류가 시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잘 모르
나 구입 의도는 약간 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가능한 한 구입하지 않으
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성인 여성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로하스집단은 40대의 고학력의 취업 
또는 전업주부, 의복 구입비 지출이 많고, 이웃이나 
친척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용도 또는 유행에 맞게 
개조해서 착용하고, 의류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많이 알고, 친환경의류가 시판되
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구입 경험이 많으며, 구
입 의도도 높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회사의 의
류를 절대로 구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성인 여성들이 많았다. 로하스지체집단은 대학생, 
미혼 직장인, 미취업 중인 성인 여성들로 의복 구
입비는 적고, 의류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의 심각
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입지 않는 의복을 쓰레기
통에 버리고, 친환경 의류가 시판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구입 의도도 낮았으며, 환경오염을 유
발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를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
을 도출하였다. 여가활용집단은 의류 폐기에 따르
는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환경보
호를 위하여 친환경의류를 구입하거나 의류를 분
리수거함에 폐기하는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성인 
여성들로 알고 있는 지식을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
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큰 집단이다. 가족중심집



116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환경오염 인지와 친환경 의류에 대한 태도 복식문화연구

－ 512 －

단은 여가활용집단과 반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지
식은 부족해도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인 여성들이
다. 그러므로 가족중심집단을 대상으로 의류 폐기
에 따르는 환경오염이나 친환경 의류의 보급현황
에 대한 사회교육을 시키면 환경보호를 위한 의생
활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로하스집단은 의
류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
고 가격이 더 높은 친환경 의류를 구입할 태도를 
충분히 갖춘 성인 여성들이었다. 즉, 로하스집단은 
자신의 건강과 후손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친
환경 의생활 행동을 잘 실천하고 있으므로, 관련 의
류업체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이나 품질의 친환경의
류를 더욱 개발해서 이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욕구를 충족시키고 로하스 활동을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하스지체집단은 의류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나 친환경 의류에 대
한 관심이 거의 없고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의류도 구입하는 성인 여성
들이다. 그러므로 로하스지체집단에게 환경오염을 
의식하지 않는 의생활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
를 경각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이나 대중매체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또 친환경 의
류는 일반 의류에 대하여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성인 여성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여 일
반 의류에 비하여 추가 가격을 10% 이내로 책정하
도록 관련 업체에 권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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