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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rchase intention of green fashion products based on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British consumers. In order to identify

the impa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fashion innovativeness and

LOHAS tendency on perceived attributes of innovation and intention to purchase. With a convenience sam-

pling method, a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t popular fashion streets in each country. A total of

426 data were obtained, 203 from the UK and 223 from Korea. About 52% were females, and 69% were

in their twenties. A factor analysis generated two LOHAS factors (health concerns and eco concerns) and

four attributes of green fashion products (image improvement, symbolic superiority, observability, and com-

patibility). Two types of green fashion products (organic cotton t-shirts and organic cotton t-shirts with an

environmental message) were provided to measure the purchase intention, respectivel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British consumers were more likely to show LOHAS tendency and to perceive positive advan-

tages of green products compared to Koreans; in addition, British consumers presented higher mean scores

on the purchase intentions of organic cotton products. Fashion innovativeness was significant to predict

image improvement and symbolic superiority, while eco concerns were significant in compatibility for both

nations. Compatibility was important for both countries in order to explain the intention to adopt two types

of organic products. In addition, image improvement was another predictor for purchase intention of organic

t-shirts with an environmental message. Managerial implications were provided.

Key words: Green fashion product,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Perceived attributes of innovation,

Fashion innovativeness, LOHAS tendency; 그린패션제품, 혁신확산이론, 인지된 혁신속성,

유행혁신성, 로하스 성향

I. 서 론

21C 들어 그린, LOHAS, 지속가능성 등 친환경 코드

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린패션에 대한 패션

업계의 관심 또한 뜨겁다. 그린패션시장은 초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된 ‘착한 패션’의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나(Kim, 2011), 최근 환경에 대한 사

회적 관심 고조와 소비자의 환경의식 향상으로 많은 기

업들이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내세운 그린마케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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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이고 있다.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에서부터 매장관리,

프로모션까지 환경을 고려한 마케팅을 통해 차별적 경

쟁우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활

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요구되고 있

다.

그러나 패션기업의 다양한 그린마케팅 전략이나 그

린제품 공급 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상 소비자들

의 그린패션제품 구매율은 저조한 편이다. Jung(2009)은

그 원인을 소비자의 환경의식이나 태도와 실질적인 구

매행동 사이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즉,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그린패션제품의 선택과 구입에서도 그린제품의 속

성보다 일반 패션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미

적, 정서적 편익을 제품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한다

는 것이다.

기존 그린패션제품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패션관

점보다 친환경 관점에서 오가닉이나 리사이클링 소재와

같이 원재료의 환경지향적 속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

으며(Choi & Kim, 2000; Hong & Koh, 2009; Lee et al.,

2007), 소비자 연구에서도 환경의식적이거나 환경 친화

적 소비자의 특성이나 소비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Huh, 2007; Lee et al., 2002; Schwepker & Cornwell,

1991). 이러한 특정 집단의 환경친화적 소비나 한정된

그린제품 속성으로의 제한적 접근은 일반적인 소비자

의 그린제품 구매행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패션제품으로서 그린패션제품의 특성을 이

해하고 일반 대중의 실질적인 구매행동 예측변수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 해당 상

품의 혁신속성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Jun & Rhee, 2009), 패션상품은 대부분 기

능적 혁신보다 유행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스타일이나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 혁신을 반영한다. 패션

제품은 제품의 특성상 상징적 의미가 중시되므로, 물리

적 속성 외에도 심미적, 상징적 속성이 제품의 구매결정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패션제품 역시

패션시장에서 혁신상품으로 인지되고, 상징적 속성을

포함한 혁신속성이 구매의사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

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린제품을 혁신제품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그린패션

제품의 인지된 혁신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린패션제품의 친환경적 속성

과 유행지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로하스 성향

과 유행혁신성을 선행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그린패션제품 구매의도를 비교

하고자 한다. 영국은 그린제품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

고 정부 및 기관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

고 있다. 실제 2007년 전체 신차등록에서 친환경 차량이

70% 가량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패션시장에서도 여

성복과 아동복을 중심으로 유기농 면 제품을 비롯한 오

가닉 소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08).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는 영국과

국내 소비자 비교를 통해 국가 간 차이와 유사점을 파

악하고 그린패션제품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를 확산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린패션제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2000년대 들어 그린

패션은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그

개념은 재활용이나 천연소재 활용에서부터 친환경 기업

문화 조성, 공정무역 등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패션

제품에 대한 연구는 초기 오가닉 소재나 웰빙소재 중심

에서 쿨비즈(cool-biz), 웜비즈(warm-biz)와 같이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제품이나 재활용, 재사용 소재를 활용

한 제품 등 접근이 다양해지고 있다(Hong & Ko, 2009).

친환경 관련 연구에서 ‘그린제품’, ‘친환경 상품’, ‘녹색

상품’, ‘환경상품’, ‘환경친화적 제품’, ‘웰빙제품’ 등 다

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유

사하다. 즉 제품의 기획, 생산, 포장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존 제품 대비 환경친화적 공정을 활용하

고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원료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관

련 종사자 및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고 환경보호

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의된다(Lee et al., 2002; Lee

et al., 2007).

그러나 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 Peattie(1992)은 그린패

션제품을 사회나 환경적 측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더 나

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해석하였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도 원재료의 친환경성이 제외되거나 부족할지라도 색상

이나 이미지와 같은 디자인 컨셉이나 포장방법, 혹은 물

류 및 배송과정에서 친환경성이 고려된다면 이 또한 친

환경 상품으로 포함하였다(Hong & Koh, 2009). Hong and

Koh(2009)는 웰빙의류상품을 천연섬유제품, 천연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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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기농 섬유제품을 포함한 친환경 제품과 유해물

질차단 기능, 음이온 발생을 포함한 건강기능성제품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친환경 패션제

품과 친환경 관련 메시지가 포함된 제품의 구매의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친환경 특성을 지

닌 패션제품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한 반면, 본 연

구에서는 특정 패션아이템을 선정하여 응답자의 구체

적인 구매의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패션제

품에서 친환경 메시지 유무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차이

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그린패션소비자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트렌드는 실질

적인 친환경 제품 소비로 나타났다. McKinsey & Com-

pany에서 영국, 미국 등 9개국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60% of Korean consumers”,

2009), 과반 이상이 ‘환경 및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들었으며, 이들 중 28%는 고가격이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동일한 가격일 경우 한국 소비자

의 54%가, 그 외 8개국 소비자의 63%가 구매의사를 보

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약 22%의 응답자가 환경에 대

한 관심은 높으나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기존의

소비패턴을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

다 하였다.

개인중심적인 친환경 소비트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향적 개념으로 더욱 성숙해갔고 이러한 변화는 로하

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성향

이 잘 반영하고 있다. 로하스 소비는 자신과 가족의 건

강뿐 아니라 지구환경, 정의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소비

에 가치를 두고 이를 고려하는 생활패턴을 의미하며(Cor-

tese, 2003), 전 세계 시장규모도 2009년 2009억 달러에

서 2010년 4002억 달러, 2015년 8450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ong, 2009).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8개 선진국에서는 로하스적 가치를 지

닌 기업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관심이 높고,

고가격이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지가 높으

며,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Kim et al., 2005).

국내 로하스 소비층도 계속 확대되어 2007년에는 로

하스 소비자가 37.0%, 준로하스 소비자 39.5%, 관심층

19.8%, 무관심층 3.7%로 조사되었다(KSAC Natural Bu-

siness Institute, 2007). 국내 소비자들은 로하스를 웰빙

및 건강의 의미를 강하게 두면서 관련 정보가 생활 및

소비패턴에 변화를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소비

자의 46.8%는 로하스 제품을 주위에 적극 추천하고 있

으며 로하스 관련 정보의 수준과 신뢰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20~50대 국내 여성소비자의 경우 자기이미지 표현이

나 심미성과 같은 심미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경제성, 편

의성, 쾌적성)이 높을수록 친환경 의류상품의 구매의도

가 높았으며(Hong & Koh, 2009), 오가닉 의류제품 역시

건강과 유행이 주요 구매원인으로 나타나(Gong, 2009),

친환경 패션제품도 일반 패션제품과 마찬가지로 제품

의 심미적, 상징적, 실용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을 건강개

념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친환경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그러나 Ahn and Joung(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그린제품 구매자와 비구매자 간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여부)에서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린

제품 구매경험이 많았다. 미국과 유럽의 선행연구에서

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여

부, 자녀의 수, 교육수준, 사회계층)과 친환경 지식, 태

도, 행동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며

(Diamantopoulos et al., 2003),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는

환경 관련 의식이나 가치관, 태도와 같은 변수가 친환경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함을 지적하였다(Laroche et

al.  2001; Schlegelmilch et al., 1996). 친환경 이슈의 사

회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기본적인 변수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영국에서도 건강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웰빙, 로하

스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다운시프트(Downshift), 즉 바

쁜 일상을 벗어나 적은 생활비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

을 즐기는 소비가 등장하였다(Kim et al., 2008). 영국의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은 친환경 소비

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적극적인 친

환경 소비로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

고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하는 예외자(exceptor) 집단, 부

분적인 친환경 소비로 옮은 일에 대해 희생할 준비는 되

어있으나 적극적인 정보탐색은 하지 않는 번역자(trans-

lator) 집단, 친환경 소비가 제한적이고 규모가 가장 큰 선

택자(selector) 집단이다(“Difficult to become”, 2007).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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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두 건강과 관련한 친환경 식품 구매결정이 가장

쉬운 반면 가정용 전자제품 결정이 어렵고 가격적 제한

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국의 대다수 소비

자가 에코라벨과 같은 친환경 마크를 친환경성 척도로

인지하며 적극 활용하고 있어(Park, 2008), 정부도 적극

적인 개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그린구매확산을 유도하

고 있다. 패션시장에서도 친환경 트렌드의 영향으로 유

기농 제품, 재생의류, 공정무역제품 등의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패션제품은 의류뿐만 아니

라 잡화시장에서도 점차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

으며, 국내외 많은 패션브랜드의 그린제품 개발과 함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Jeon, 2011).

3. 혁신확산이론과 유행혁신성

Rogers(2003)는 혁신확산이론으로 혁신제품이 사회

집단 구성원 사이에 확산되는 과정과 제품 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혁신제품은 잠재 수용자

에게 비교적 새롭게 인지되는 아이디어나 제품으로, 물

리적으로 새롭기보다는 수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새

롭게 지각되어야 한다. 혁신성(innovativeness)은 한 개

인이 그가 속한 사회구성원들보다 혁신제품을 상대적

으로 빠르게 채택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유행혁신성(fa-

shion innovativeness)은 의복과 같이 유행성이 강한 제

품의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개인의 수용 정도로 정의된

다(Rhee, 2000). 패션상품의 확산과정은 특정 디자인이

나 상징적 스타일을 하나의 혁신으로 인지하고 채택되

는 사회적 확산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혁신제품의 속성은 제품 확산과정과 확산속도에 영

향을 미쳐 혁신행동의 예측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Rogers(2003)가 제시한 다섯 가지 속성으로는 상대적 우

월성, 적합성, 복잡성, 시용용이성, 가시성이 있다. 상대

적 우월성(relative advantage)은 기존 상품과 비교하여

혁신상품의 우월성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정도로 혁신

제품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혁신제품의 이점

을 소비자가 확실히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야 채

택가능성이 높아진다(Hong & Lee, 2006). 적합성(compa-

tibility)은 집단의 가치나 경험, 규범에 혁신상품의 적합

성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정도로, 적합성이 높을수록 채

택의 속도가 빠르다. 복잡성(complexity)은 혁신상품의 이

해와 사용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내용을 어렵게 인지하

는 정도로, 복잡성의 정도가 기존 제품보다 높다면 혁신

제품의 채택속도는 더디어질 것이다. 시용용이성(trial-

ability)은 혁신상품을 시험적으로 손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샘플사용과 같이 혁신제품의 사

용 기회가 일시적인 높아질수록 채택가능성이 높아진

다. 가시성(observability)은 혁신상품의 채택결과가 타인

에게 노출되는 정도로, 가시성이 높을수록 수용가능성

이 높아진다.

의류제품의 인지된 혁신속성이 구매 및 사용 혁신행

동에 미치는 연구에서(Park, 2000), 혁신속성으로 도출

된 유사성, 기능적 상대적 이점, 사회적 상대적 이점, 인

지된 위험의 4요인은 사용 혁신행동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속성이 구매행동보다 사용행동에 더 관여

함을 밝혔다. Tak(2005)은 웰빙에 대한 관심 및 실천, 로

하스적 소비 및 유행혁신성이 웰빙의류제품의 혁신속성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용/관찰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웰빙에 대한 관심 및 실천은 적

합성에, 로하스적 소비는 상대적 이점에, 유행혁신성은

시용/관찰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로하스적 소

비는 제품 구매의도에 부적 영향을, 상대적 이점과 적

합성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Jun and Rhee(2009)는 유행혁신성에 따라 5개의 집

단으로 분류하고 스타일 혁신속성을 파악하였다. 유행

혁신성이 높을수록 상대적 이점, 사회적 적합성, 시용용

이성, 가시성을 높게 인지하였고, 이들 속성은 모두 유

행채택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Goldsmith and Flynn

(1992)은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스타일

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나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스

타일과 실용성 등 다양한 요소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그린패션제품을 환경을 고려하여 새롭게 고

안된 패션제품으로 간주하고 혁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수용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린패션제품

은 기술적, 기능적 복잡성이 배제된 일반 패션상품의 특

성이 강하며 이미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복잡성과 시용용이성 속성을 제외하고 상대적 우월

성, 적합성, 가시성만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의 그린패션제품 수용의도를

파악하고자 Rogers(2003)의 혁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 1090 –



그린패션제품 확산을 위한 한국과 영국 소비자 비교 연구 77

향을 조사하였다. 그린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의 친환경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로하스 성향을 포함하

였고, 새로운 패션제품의 개인적인 수용 정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유행혁신성을 포함하였다. 유행혁신성과

로하스 성향이 제품의 인지된 혁신속성 및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으로 제시하

였다. 한편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연구모형을 비교함으

로써 국가별 차이를 파악하고 각 국가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유행혁신성, 로하

스성향,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혁신속

성, 구매의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문제 2.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유행혁신성과 로

하스성향이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혁신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3.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유행혁신성과 로

하스성향,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혁신

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수정, 변경하여 최종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유행혁신성(Kim & Rhee, 2001), 로하스 성향

(Fraj & Martinez, 2006), 그린패션제품의 혁신속성(Jun

& Rhee, 2009; Kim & Yoo, 2008; Rogers, 2003), 구매

의도(Kilbourne, 1986),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결

혼여부, 직업,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총수입) 순으로 설

문지에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1=

‘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영국과 한국 소비

자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 설문지를 제

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항의 의미 차이를 줄

이고자 역번역(back-translation)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

과분석은 PASW 18.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t-test, 요

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극물 선정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패션제품 속성에 대한 소비자

의 지각 정도가 특정 패션아이템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패션아이템을 제시하

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친환경 의류제품에 대한 전반적

인 구매의도를 측정하였으나 이는 패션제품의 특성상

아이템 유형이나 디자인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반응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많

이 판매가 되고 있는 오가닉 코튼 티셔츠를 패션아이템

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의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Table 1>의 자극물(1)

은 유기농 면 티셔츠로 최근 SPA브랜드를 포함하여 다

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되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시성

이 높아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동일한 티셔츠라 하더라도 친환경 관련

메시지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자극물(2)

를 추가하였다. 자극물(2)의 환경 관련 메시지는 기존 브

랜드에서 2008년에 출시된 에코백의 메시지로, 이를 티

셔츠에 응용하였다. 조작된 자극물은 응답자의 주관적

선호에 따른 평가 차이를 줄이고자 색상, 디테일 등의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

한 가격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에 오가닉 코튼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제시

Fig. 1. The research model.

Table 1. Description of three stimuli

Stimulus (1) Stimulus (2)

100% Organic cotton

 t-shirt

100% Organic cotton

 t-shirt design with a sentence

related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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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응답자는 친환경 패션제품 속성에 대해 응답한

후, 다음 페이지에 <Table 1>과 같이 제시된 자극물을 보

고, 구매의도를 각각 응답하였다.

4. 자료수집 및 표본설계

연구대상자는 영국과 한국의 19~39세 남녀로 한정하

였다. 이들은 사회트렌드에 민감하고 패션제품 소비에 관

심이 많은 소비계층으로,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국내외

많은 패션브랜드들이 최근 친환경을 표방하며 가격, 디

자인,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그린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Jeon, 2011). 따라서 이들 패션소비자의

그린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표본수집은 한국과 영국 수도의 대표적인 패션거리에

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총 530부 중 연

구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

하고 최종 영국 203부, 한국 223부의 총 426부가 결과분

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표본의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연령과 성별, 결혼여부(싱글은 이혼, 사별 포함)에서

는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 교육수준, 월별 가계총수입에

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영국 소비자의 경우 대학

원 이상의 졸업자가 많고 전문직의 높은 소득층이 한국

소비자에 비해 높게 분포되었다. 이는 표본이 수집된 장

소가 대표적인 패션거리이기는 하나 영국의 경우 인근

에 패션대학, 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한국에 비해

고학력, 고소득층이 높게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은 친환경 의식이나 구매행동

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며(Laroche

et al., 2001), 또한 두 국가의 소득수준을 2010년 국민총

소득지수(GNI)에서 환율과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

지수(PPP)를 근거로 비교한 결과, 영국은 35,974달러

로 세계 22위, 한국은 31,753달러로 25위로 나타나(“Pur-

chasing Power Parity”, 2011), 비교적 차이가 적은 것으

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유행혁신성, 로하스 성향, 혁신속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의 하위요인을

밝히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 중 유

행혁신성은 유행에 대한 관심 정도와 수용시점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결과 단일요인으

로 도출되어 ‘유행혁신성’이라 명명하였다(신뢰도 한국

=.83, 영국=.86). 로하스 성향은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관

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건강관심’ 요인과, 환경친화

Table 2. 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K consumers        (Unit: Frequency (%))

Variable Categories
Total

(N=430)

Koreans

(N=223)

UK

(N=203)
χ

2

Gender
Male

Female

206 (48.4)

220 (51.6)

106 (47.5)

117 (52.5)

100 (49.3)

103 (50.7)
.13

Age
20's

30's

294 (69.0)

132 (31.0)

160 (71.7)

63 (28.3)

134 (66.0)

69 (34.0)
1.64

Marital Status
Single/Others

Married

353 (82.9)

73 (17.1)

182 (81.6)

41 (18.4)

171 (84.2)

32 (15.8)
.52

Occupation

Student

Office Worker

Professional

Housewife/Others

143 (33.6)

122 (28.6)

100 (23.5)

61 (14.3)

92 (41.3)

68 (30.5)

35 (15.7)

28 (12.6)

51 (25.1)

54 (26.6)

65 (32.0)

33 (16.3)

21.8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Univ.
a 

Graduate School

68 (16.0)

244 (57.3)

114 (26.8)

33 (14.8)

158 (70.9)

32 (14.3)

35 (17.2)

86 (42.4)

82 (40.4)

42.39***

Monthly Household Income
b

Less than 100 won

101-300 won

301-500 won

More than 501 won

85 (20.8)

174 (42.6)

79 (19.4)

70 (17.2)

59 (27.8)

87 (41.0)

46 (21.7)

20 ( 9.4)

26 (13.3)

87 (44.4)

33 (16.8)

50 (25.5)

27.22***

***p<.001
a
College/Univ.: in college or graduate, 

b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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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와 행동과 관련된 ‘환경관심’ 요인으로 도출되

었다(Table 3).

혁신제품의 인지된 속성은 상대적 우월성이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면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

다(Table 4). 그린패션제품의 상대적 우월성은 자신의 긍

정적 이미지 형성이나 특별한 이미지 부여와 같은 ‘이미

지 향상’ 요인과 제품 착용에 따른 상징적 의미를 포함

한 ‘상징적 우월성’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주변 매

장이나 미디어에서 그린패션제품의 관찰가능여부와 관

련된 ‘가시성’ 요인, 현재 사회정서나 개인의 라이프스

타일에 적합함과 관련된 ‘적합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매의도는 자극물 제품을 구매 혹은 사용해보고자 함,

구입할 가능성 있음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두 가지

자극물에 대해 동일한 문항으로 반복 측정하였다. 구매

의도는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자극물 1은 영국 α=

.944, 한국 α=.918, 자극물 2는 영국 α=.946, 한국 α=

.911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2.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유행혁신성, 로하스 성향,

혁신속성, 구매의도 차이 비교

연구문제 1의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유행혁신성, 로

하스 성향, 그린제품의 인지된 혁신속성 및 구매의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유행혁신성에는 두 집단 간 차이

가 없고 평균점수 또한 보통 미만으로 나타나 유행에

대한 관심 정도나 혁신적 성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로

하스 성향에서는 영국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에 비해 건

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나, 20~39세대

남녀소비자의 경우 영국 소비자가 더 LOHAS 성향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과 환경요인의 평균값을 비

교해 보면 환경관심의 평균값이 건강관심의 평균보다

두 국가에서 모두 더 높게 나타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4개의 혁신속성 요인을 비교

해 본 결과, 적합성을 제외한 이미지 향상, 상징적 우월

성, 가시성 요인에서 영국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보다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향상 요인의 평

균값이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린패

션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 개인의 긍정적 이미지 연출에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

징적 우월성과 가시성 요인에서는 보통 이하의 낮은 평

균값을 나타내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그린패션제품

이 유행성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상징적 메

시지를 전달해주는 데에는 영국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였다. 또한 시중에서 그린패션제품의 가시

성에서도 한국이 더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러나 아

직까지 두 국가 모두 그린패션제품이 일반 매장이나 미

디어에서 충분히 노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

합성은 두 국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장 높

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이는 그린패션제품이 현재 개

인의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자극물에 대한 구매의도는 유기농 면 티셔츠(자극물

(1))에서는 두 국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영국

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환

경문구가 포함된 유기농 면 티셔츠(자극물(2))의 경우 국

가 간의 차이가 없었다. 대응표본 t-test의 결과 한국 응

답자들은 자극물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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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of LOHAS tendency

LOHAS Tendency Item
Factor loading

KR UK

Health Concerns

I try to eat food without additives.

I voluntarily check my health regularly.

I try to reduce the level of stress.

I exercise regularly.

.610

.811

.703

.610

.650

.769

.715

.553

Cronbach's α

Eigen value

% of Variance

.65

1.91

31.86

.61

1.86

30.97

Eco Concerns

I recycle household products such as glass, paper, or plastic.

I worry about climate change caused by human activity.

.813

.824

.897

.882

Cronbach's α

Eigen value

% of Variance

.57

1.51

25.12

.76

1.62

27.07

Total Variance 56.98 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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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attributes of green fashion products

Perceived Attributes Item
Factor loading

KR UK

Image Improvement

Distinguish me from other people's fashion.

Provide a more positive image.

Make me appear to be a certain type of person.

Make me appear to be more valuable.

Give me a self-confident image.

Make me a special image.

Make me a better image.

Seem to enhance my image.

.674

.720

.668

.821

.777

.718

.826

.703

.686

.804

.767

.731

.683

.738

.708

.692

Cronbach's α

Eigen value

% of Variance

.91

5.27

25.10

.91

4.88

23.23

Symbolic Superiority

Judge my social status.

Judge my financial status.

Conform to the group I want to belong to.

Sensitive to eco-friendly products or brands held by people around me.

Make me look fashionable.

Make me appear more attractive.

.831

.845

.623

.595

.515

.472

.668

.627

.737

.603

.707

.806

Cronbach's α

Eigen value

% of Variance

.88

3.02

14.38

.85

3.76

17.91

Observability

Easily find green products when I shop.

Know fashion brand presents eco-friendly items.

Easily see green products via the media.

Easily find that celebrities or passerby wear green items.

.760

.762

.771

.818

.760

.762

.771

.818

Cronbach's α

Eigen value

% of Variance

.83

3.41

16.22

.81

2.76

13.15

Compatibility

Help me protect the environment.

Compatible with the social trend I believe.

Compatible with the current lifestyle.

.745

.837

.785

.684

.809

.758

Cronbach's α

Eigen value

% of Variance

.79

2.25

10.74

.72

2.04

9.70

Total Variance 66.44 63.99

Table 5. The mean differences of variables between two nations

Variables
KR UK

t-value
Mean SD Mean SD

Fashion Innovativeness 2.81 .51 2.68 1.0 −1.48

Lohas Tendency
Health Concerns 2.95 .78 3.34 .77 5.16***

Eco Concerns 3.68 .88 3.99 .98 3.45***

Perceived Attributes

of Innovation

Image Improvement 2.89 .73 3.12 .76 3.09**

Symbolic Superiority 2.38 .69 2.89 .78 6.16***

Observability 2.14 .77 2.50 .90 4.36***

Compatibility 3.40 .89 3.41 .88 .03

Purchase Intention
Stimulus (1) 2.68 1.07 3.26 1.21 5.23***

Stimulus (2) 2.63 1.07 2.53 1.17 −.9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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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유기농 티셔츠에 비해 메시지가 포함된 제

품의 구매의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7.99,

p=.000). 한국 소비자의 경우 그래픽 디자인의 영향이 없

는 반면, 영국 소비자의 경우 메시지가 포함된 제품의

구매의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친환경 메시지로 제시

된 문장이 영국 소비자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

선함이 없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메

시지가 포함된 티셔츠의 경우 메시지의 내용 및 디자인,

색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 제품이 오

히려 낮은 구매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자들은 환경관심이 높고 그린패션제품의 사

회적 적합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실질적인 오가닉 제품

의 구매의도는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Jung(2009)의 지

적대로 환경의식이나 태도와 친환경 제품 구매와는 다

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Laroche et al.(2001)가 재

활용 행동과 같은 환경의식적 행동이 친환경 제품 구매

의 예측변수로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

에 대한 관심과 그린패션제품 구매를 다르게 인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유행혁신성과 로하스 성향이 혁신속성에 미치

는 영향

연구문제 2의 유행혁신성과 로하스 성향(건강관심, 환

경관심)이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혁신속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을 파악

하고자 단계선택(Stepwise)방식을 채택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수부터 선택하고 영향력이 제일 적

은 변수는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과 영국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시

되었다.

먼저 한국 모델에서는 유행혁신성이 이미지 향상, 상

징적 우월성, 가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환

경관심은 적합성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

다. 영국의 경우, 유행혁신성과 환경관심 요인이 이미지

향상과 상징적 우월성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였고, 환경

관심은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혁신성은 그린패션제품의 가시적 속성, 즉 긍정적 이미

지를 부여하거나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이미지 향

상 요인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구분 지어주는 상징적 우월성을 설명하는데 한국과 영

국 모델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그

린패션제품 역시 소비자가 새로운 패션에 민감하고 관

심이 많을수록 그린패션제품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의식적이고 친환경 실천을 할

수록 그린패션제품이 자신의 생활방식이나 사회정서에

적합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린패션제

품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환경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의

식수준과 실천행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선행연구(Jun & Rhee, 2009; Tak, 2005)의 결

과를 지지한다.

가시성의 경우 한국 모델에서는 유행혁신성이 주요

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나 영국 모형에서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k(2005)의 연구에서도 유

행혁신성이 시용/관찰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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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ression analysis on perceived attributes between Korean and UK consumers

Independent Variables

Perceived Attributes of Innovation

Image Improvement Symbolic Superiority Observability Compatibility

KR UK KR UK KR UK KR UK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Fashion Innovativeness
.183

(2.72**)

.171

(2.45*)

.248

(3.73***)

.211

(3.00*)

.274

(4.14***)
- - -

Health Concerns - - - - - - - -

Eco Concerns -
.230 

(3.29**)
-

.167

(2.38*)
- -

.181

(2.70**)

.351

(5.23***)

Adjusted R
2

0.29 .066 .057 .055 .071 - .028 .119

F-value 7.41** 7.78** 13.93*** 6.67** 17.17*** - 7.28** 27.3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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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패션제품에 대한 혁신적 성

향이 시장에서 그린패션제품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응답자의 오가닉 제

품 구매의도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M=2.68, 2.63) 아직

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린패션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반면 일부 혁신적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만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 영국 시장

의 경우 그린패션제품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소

비자의 유행혁신성이나 로하스 성향으로 가시성을 설명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모델에서는 환경관심 요인이 적합성뿐만

아니라 이미지 향상, 상징적 우월성 요인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한국 모델에서는 적합성을

설명하는 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영국 소비자의

경우 유행혁신성 못지 않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많을수록 그린패션제품이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지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행

혁신성과 로하스 성향만으로 인지된 혁신 속성을 설명

하는데 매우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비자

의 로하스 성향 이외에도 환경지식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여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속성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유행혁신성, 로하스 성향, 인지된 혁신속성이 혁

신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의 유행혁신성과 로하스 성향, 그린제품의

인지된 혁신속성이 두 가지 오가닉 티셔츠의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조사하기 위해 단계선택방식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국가별 개인특성과 인지

된 혁신속성 요인이 그린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먼저 한국 모델의 경우 개인적 속성은 구매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상징적 우월성과 적합

성이 유기농 면 티셔츠에, 적합성과 이미지 향상이 메

시지가 포함된 자극물(2)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 자극물(1)의 구

매의도를 설명하는데 적합성, 건강관심 순으로, 자극물

(2)는 이미지 향상, 유행혁신성, 적합성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적합성 요인은 오가닉 면 티셔츠의 구매의도

를 설명하는데 국가 간 차이 없이 정(+)의 관계를 나타

내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사회적 정서에 적합하다

고 인지할수록 오가닉 제품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

다. 자극물(1)의 구매의도에 대한 한국과 영국 소비자의

차이는 오가닉 제품 의미의 차이로 보여진다. 한국 소비

자는 친환경 제품의 수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과 남

과 구별되는 상징적 의미로 인식할수록(β=.288) 구매의

도를 높게 나타낸 반면, 영국의 경우 건강에 관심이 높

을수록(β=.204) 구매의도를 예측할 수 있어 한국 소비

자는 사회적 상징요소로, 영국 소비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환경 관련 메시지가 포함된 오가닉 티셔츠(자극물(2))

의 경우 한국과 영국 소비자 모두 이미지 향상 요인과 적

합성이 구매의도를 예측하는 데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

다. 특히 한국 모델에서는 적합성이(β=.272), 영국 모델

에서는 이미지 향상 요인이(β=.219)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메시지가 포함된 친환경 제품이 착용자의

자신감과 가치를 부여한다고 인지할수록 그린제품 구

매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오가닉 티셔츠의 친환경적

메시지는 가시성과 주목성이 높아 지구환경보호에 일조

한다는 만족감과 개인의 친환경성을 과시할 수 있는 상

징적 제품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소비

자의 경우 유행혁신성 또한 자극물(2)의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188), 유행에 관심이 많

을수록 그래픽 디자인이 포함한 패션제품의 구매의도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n purchase intention

between Korean and UK consumers

Independent

Variables

Purchase Intention

Stimulus (1) Stimulus (2)

KR UK KR UK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Fashion

Innovativeness
- - -

.188

(2.70**)

Health

Concerns
-

.204

(2.89**)
- -

Eco Concerns - - - -

Image

Improvement
- -

.221

(3.05**)

.219

(2.9**)

Symbolic

Superiority

.288

(2.71**)
- - -

Observability - - - -

Compatibility
.258

(3.07**)

.301

(3.12*)

.272

(3.75***)

.182

(2.45*)

Adjusted R
2

.088 .087 .174 .145

F-value 11.01*** 9.75*** 22.80*** 11.3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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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 소비자가 자극물(1)에

비해 자극물(2)의 구매의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이유

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응답자의 패션혁신적

성향과 메시지의 디자인이나 메시지 의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에서 그린제품의 상

징적 메시지를 도안할 경우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레터링 디자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린패션제품이 현재 시장도입단계임을 고

려하여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을 기초로 그린패션제품

의 상징적 혁신속성을 규명하고, 개인의 혁신적 특성과

친환경적 성향이 제품의 인지된 속성과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환경의식이 상대적으로 높

은 유럽 소비자와의 비교를 통해 그린패션제품을 기획

하는 브랜드에게 타깃시장의 문화적 차이와 개인적 차

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패션제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중 유행혁신성은 단일요인으로, 로하스 성향은 건강관

심과 환경관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품의 인지된 혁

신속성은 이미지 향상, 상징적 우월성, 가시성, 적합성

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영국과 한국 소비자의 유행혁신성, 로하스 성향,

인지된 혁신속성 및 구매의도를 비교한 결과, 유행혁신

성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건강관심이나 환경관심의 로

하스 성향에서는 영국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

타났다. 제품의 혁신속성 중 그린패션제품 수용에 따른

이미지 향상, 상징적 우월성, 가시성에서도 영국 소비자

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영국 응답자들은 한국인에 비

해 로하스 성향이 높고, 친환경 패션제품이 긍정적인 이

미지를 부여하고 사회적 지위와 동조적 의미를 제공하

는 것으로 인지하며 현재 패션시장에서의 가시성 또한

비교적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징적

우월성과 가시성의 평균값이 보통 이하로 낮아 그 의미

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합성 요인

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는 없으나 양 국가에서 4개의 속

성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친환경제품이 현재

사회적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농

면 티셔츠의 구매의도는 영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값을 나타냈으나 환경메시지 셔츠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

없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유행혁신성과 로하스 성향이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이미지 향상

과 상징적 우월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국은 유행혁신

성이, 영국은 유행혁신성과 환경관심이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적합성은 양 국가에서 환경관심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 즉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유행에 대한

혁신적 성향이 높을수록 친환경 패션제품의 상대적 우

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상징적, 심미적 제품

으로 그린패션제품을 제시할 경우 유행혁신성은 중요

한 세분화 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로하스 성

향 중 환경관심 요인은 특히 영국 소비자에게 있어 친환

경 패션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상징적 우월성, 적합성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

나 그린패션제품의 인지된 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전체

적인 설명력은 매우 낮아, 소비자의 환경지식이나 가치

관,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친환경에 대한

태도나 거부 정도와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여 인지된 속

성을 좀 더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행혁신성과 로하스 성향, 인지된 속성이 두

가지 오가닉 티셔츠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한 결과, 오가닉 티셔츠(자극물(1))의 경우 한국은 상징

적 우월성, 적합성 순으로, 영국은 적합성, 건강관심 순

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문구가 포함된 티

셔츠(자극물(2))는 한국은 적합성과 이미지 향상 요인이,

영국은 이미지 향상, 유행혁신성, 적합성 순으로 높은 설

명력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 그린패션제품이 차별

적이고 상징적 지위를 제공한다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

미지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할수록 그린패션제품의 구매

의도가 높았다. 따라서, 한국 시장의 경우 그린패션제품

의 소비가 개인의 차별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회지향

적인 행동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적합성 인지는 두 국가에서 모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관심이 적

합성의 예측변수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그린패션제품

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이 현재의 사

회적 정서에 적합함을 강조하고 환경의식적 수준과 관

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관련 메시지가 포함

된 티셔츠의 경우 적합성과 함께 이미지 향상 요인이 양

국가에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환경 관련 메

시지 자체가 소비자의 친환경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상징도구로 활용되고, 이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메시지가 자

신의 가치나 이미지에 적합하다 판단될수록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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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영국의 경우 유행혁신성이 구매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어 메시지 디자인에

서도 유행지향적이며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린제

품의 원재료 속성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가시성은 4가지 속성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

었고 구매의도와의 상관성이 없었다. 많은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이 그린패션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나 일

반 소비자들은 그린패션제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린패션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미디어

마케팅과 매장 디스플레이 및 카탈로그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자의 환경의식 및 관심

형성에도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린패션 제품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품이 현재 사회가치나 라이

프스타일에 적합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선망

집단과 유사한 소비를 통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

뮤니케이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행혁신성과 로하스

성향 중 환경관심 요인은 양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나타내므로, 해당 제품의 소비가 곧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행동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

과 심미성과 유행성을 만족시키는 패션제품으로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패션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린패

션제품을 상징적 혁신속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

근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나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는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양 국가에서 수집된 설문지

는 유동인구가 많은 패션거리에서 수집되어 불성실한

응답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해야 하며 제품의 상징적 혁

신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경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문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한

계가 있었다. 양 국가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

을 통제한 반면 학력, 직업, 소득수준에 차이가 나타났

고, 이는 국가별 차이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최소화하

여 연구모형의 국가별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극물을 오가닉 코튼 티셔츠로 한정하고 메시

지 유무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나, 메시

지 내용, 디자인, 색상과 같이 레터링 구성에 대한 태도

가 구매의도에 반영될 수 있어 그 결과의 일반화에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극물 처치에

서 친환경 소재와 일반 소재 제품의 구매의도 및 메시

지 디자인이나 메시지 내용의 차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메시지 디자인에 대한 국가별 태도

의 차이를 밝혀 글로벌 전략의 가능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패션제품의 본질적인 속성을 파

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나 관련된 선행연구의 부족으

로 문항개발 및 모형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

서는 그린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된 속성 및 로하스 성향

들이 좀 더 정교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적

인 설명력이 낮아, 그린패션제품의 구매의도 및 인지된

혁신속성을 이해하는 데 다양한 변수가 추가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그린패션제품의 구매의도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환경의식 외에도 패션제품으로의 심미적, 실용

적 속성 및 사회적 가치나 집단적 규범 등 다양한 관점

에서 함께 기술되어 측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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