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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mechanism of ethical fashion consump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be-

nefit and risk perception on ethical fashion consumption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 To test the hy-

potheses, 300 female consumers between the ages of 20 and 49 were invited as study participants. The reli-

ability and the validity of multi-item constructs were tes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hypo-

theses were tested by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benefit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tion was composed of three benefit types, which were altruistic

benefit, social image benefit, and self-oriented benefit. Benefit perception, except social image benefit,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 attitudes towards ethical fashion consumption; similarly, benefit percep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 (except self-oriented benefit) which had an effect on behavi-

oral intention only when it was mediated by attitudes. Further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son for the weak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 Financial and performance risk

perceptions were tested for the moderating roles of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 subsequently, only

financial risk interacted with attitudes and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attitudes on behavioral inten-

tion were weakened by a high financial risk perception. Performance risk had a main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independent of attitudes. Managerial implication and future study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Ethical fashion consumption, Benefit perception, Risk perception, Attitudes, Behavioral inten-

tion; 윤리적 패션소비, 혜택지각, 위험지각, 태도, 행동의도

I. 서 론

근래에 들어 에너지 소비, 공정무역 등 사회적, 윤리

적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

다(Chen, 2001; Crane, 2001; Torjusen et al., 2001). 이와

같은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erism)와 기업의 사회

적 책임감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는 전세계 시장에

서 환경친화적인 제품들이 증가되는 현상과 맞물려 확

산되고 있다(Hunt & Dorfman, 2009). 최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많은 기업들이 환경친화적 이미지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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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헌 이미지를 내세운 그린마케팅, 윤리적 마케팅 활

동을 선보이고 있으며(Lee & Park, 2008), 에너지 절감

도모 등의 친환경 상품, 공정거래제품, 자선을 목적으

로 하는 제품의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다(Hong & Koh,

2009; Koh, 2009). 환경친화적 소비는 그린소비(green

consumption), 녹색소비, 웰빙소비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제품의 기획, 생산, 포장에서 폐기에 이

르는 전 과정에서 재사용 혹은 재활용 원재료와 친환경

적 공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소비로

정의된다(Lee et al., 2002; Lee et al., 2007). 반면, 윤리

적 소비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웰빙소비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중시하는 로하스, 환경친화적 그린

소비의 개념에서 확대된 “의식 있는 소비”로(Koh, 2009),

소비자가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Szmigin & Carrigan, 2006). 따라서 윤

리적 소비자는 환경친화적 소비나 그린소비의 개념을 포

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구매선택 시 단지 제품의

가격이나 질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 가치

관, 신념(Caruana, 2007; Irwin & Baron, 2001)에도 영향

을 받는 소비자이며, 지출은 최대한 줄이되 구매와 소비

를 통한 나눔과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착한 소비자’라

고 할 수 있다(Koh, 2009).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haw et al., 2005). 환경의식이나 윤리적 소비 태도와 행

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태도-행동 간

의 정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으

나, 한편으로는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

한적임을 시사하는 연구들 또한 제시되고 있다(Jung,

2009; Ottman, 1992; Tanner & Kast, 2003). 이는, 윤리

적 측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명백히 증가하고 이것

이 그들의 구매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개념으로 자

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와 의식의 변화가 그들의

실제 행동의 변화에 직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Belk et al., 2005), 소비자의 태도가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른 영향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함과 동시에 태도

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에 대한 고

찰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윤리적 소비에 대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

만(Berglund, 2006; Creyer & Ross, 1997; Leonard-Bar-

ton, 1981), 최근의 일부 질적 연구를 예외로 하면(Koh,

2009), 윤리적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이나 태도에 대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Lee & Noh, 2007).

패션분야에서 이루어진 윤리적 패션에 대한 논의들은 주

로 기업의 입장에서의 윤리적 경영(Lee & Park, 2008)이

나 윤리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논문(Jang, 2011)이 주를

이루었다. 패션산업은 생산 과정과 유통 및 마케팅 과정

에서 발생해온 반환경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으로 인

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윤리적 패션의 흐름에 동참하

는 패션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제품유형에 따라 소비

자의 윤리적 소비 여부는 매우 다르며 제품유형 간 윤리

적 소비 정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음을 고려할 때(Tracy

& Oskamp, 1984), 일반적인 제품소비 행동과 상이한 복

잡한 구매행동으로 특징지어지는 패션제품의 윤리적 소

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에 대한 차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 패션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

하기 위해 윤리적 패션제품 소비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혜택지각과 위험지각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패션소비자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혜

택지각의 영향력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위험지각

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의

한계로 소비자의 윤리적 행동 자체를 측정해 내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으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진 행동의도를(Ajzen & Fishbein, 1977)

행동의 대체변수로 도입하여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

함과 동시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나 태

도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의 정의

Szmigin and Carrigan(2006)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사회적, 환경적,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

고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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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기업 측면에서의 윤리성은 Basil and We-

ber(2006)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기

업이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즉각적

인 이윤을 넘어서서 광의의 주주 그룹에게 이익이 되거

나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측면의 윤리적 행동보다 소

비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광의적 소비 윤리와 구분되는 개념을 적용하여

소비자 측면의 윤리적 소비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

고자 한다.

윤리적 소비를 패션에 적용한 Joergens(2006)에 의하

면, 윤리적 패션이란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노

동자나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으며 동시에 공정거래원

리를 지키는 패셔너블한 의류제품을 의미한다. 이는 개

인적 관심이나 만족을 위한 패션소비에서 확장되어 사회

적 공정성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통합된 패션제품 구

매의사결정 과정으로 사회적 책임소비를 의미한다. 또한,

최근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한 국내 연구는(Koh, 2009),

‘지출은 최대한 줄이되 어려운 사람을 위한 나눔에는 인

색하지 않은 경향으로 소비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합리적

이고 의미 있는 지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윤리적 패

션에 사회공헌의 의미를 명확하게 추가하였다. 따라서

윤리적 패션소비는 친환경, 공정거래, 사회공헌의 세 가

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친환경(환

경의식적) 패션소비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

는 방법으로 제작한 의류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 의류제품, 오가닉 코튼제품,

천연 염색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Lee

et al., 2002; Lee et al., 2007). 공정거래는 노동력을 착취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한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

지의 착한 소비를 의미한다(Joergens, 2006; Koh, 2009).

사회공헌은 소비를 통해 사회에 간접적인 공헌을 하는

것으로,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을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브랜드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

을 포함한다(Koh, 2009).

2. 윤리적 패션소비 혜택지각(Benefit Perception

of Ethical Fashion Consumption)의 영향

윤리적 소비의 혜택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일부 연구들은(Hustvedt & Dickson, 2009; Moisan-

der & Pesonen, 2002) 윤리적 소비 행동과 관련된 혜택

지각을 자기중심적 혜택과 이타적 혜택의 차원으로 구

분하였다. Moisander and Pesonen(2002)은 환경친화적 소

비자들을 그린소비자라고 정의하면서 이들 소비자들의

동기를 소비자 개인의 욕구와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동기화하였다. Pellegrini and Farinello(2009)는

친환경 식품과 특정적인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친환경 식품이 건강에 좋고 안전하고 우월

하다는 인식에 의해 사용하는 집단은 친환경적인 생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이 없음을 근거로 하여

개인적 혜택지각과 이타적 혜택지각이 독립적임을 제안

하였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 대표적인 이타적 혜택지각

으로 제시된 사회적 혜택은 목적지향적인 소비자들이 개

인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결과를 추구하는 차

원으로 설명되어(Moisander & Pesonen, 2002), ‘나와 가족

의 건강증진’과 같은 개인적 혜택과(Hustvedt & Dickson,

2009)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회 속에서 차이를 만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윤리적 소비를 추구

하는 소비자의 혜택지각이나 동기 또한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Koh(2009)의 연구와 Lee(2008)의 연구는 환

경에 대한 염려, 인지된 환경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인

지된 자기효능감, 기부지향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이유

나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유

외에, 환경보호행동을 통한 개인의 이미지(self-image)나

이타적 자기이미지에 대한 관심 등을 그린소비나 윤리

적 패션제품의 구매이유에 포함하여, 자기중심적인 소

비자 개인의 욕구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 영향

을 받는 차원의 혜택차원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의 혜택지각은 크게 외부 지향

적 혜택과 내부 지향적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지향적 혜택지각의 경우 윤리적 생산자 또는 기업을 지

지 및 지원하는 것, 환경보호를 지지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향상 측면의 혜택은 물론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관심 혹은

염려를 포함한다. 반면, 내부 지향적 혜택지각의 경우,

개인의 건강이나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 가족과 같이 소

중한 사람들을 위한 구매 등의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개인적 혜택지각으로 나타나며, 이는 윤리적 제품 중에

서도 특히 고급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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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Szmigin & Carriga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윤리적 소비의

추구 혜택차원이나 구매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내부

지향적이면서 이타적인 혜택차원을 제외한 총 세 개의

추구 혜택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외부 지향적이면서 이타

적인 차원으로 사회적 기여(altruistic) 혜택을, 외부 지향

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차원으로 사회적 이미지(social

image) 혜택을, 그리고 내부 지향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차원으로 개인적(self-oriented) 혜택의 차원을 개념화하

여 윤리적 패션소비의 추구 혜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윤리적 소비자들이 그들의 윤리적 구매에 대한 결과

로 얻게 되는 혜택을 인식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행동

신념과 관련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

구매나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이(Hust-

vedt & Dickson, 2009; Jung et al., 2006; Lee, 2008; Moi-

sander & Pesonen, 2002; Pellegrini & Farinello, 2009)

윤리적 소비 행동의 동기나 혜택지각으로 개인적 혜택

과 사회적 혜택차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은

개인적 이미지에 대한 염려나 긍정적 개인 이미지를 추

구에 의해 윤리적 구매를 하는 사회적 이미지 혜택을 윤

리적 소비 태도와 행동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

고 있다(Koh, 2009; Lee, 2008). Cherrier(2007) 또한 소비

자들은 윤리적 구매행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창출하

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아를 표출한다고 하여 윤리적

소비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

에 대한 소비자의 추구 혜택구성차원인 사회적 혜택, 사

회적 이미지 혜택, 개인적 혜택은 각각 그들의 태도와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과 같은 추구 혜택차원들이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추구 혜택은 윤리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a. 사회적 기여 혜택지각은 윤리적 태도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사회적 이미지 혜택지각은 윤리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c. 개인적 혜택지각은 윤리적 태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추구 혜택은 윤리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a. 사회적 기여 혜택지각은 윤리적 행동의도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사회적 이미지 혜택지각은 윤리적 행동의

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c. 개인적 혜택지각은 윤리적 행동의도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윤리적 패션소비 태도와 행동의도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환경의식

적 소비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Park & Oh, 2005). 환

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됨을 지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연구들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식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환경의식적 행동을 가져온다고 설명

하고 있다(Jung et al., 2006; Park & Oh, 2005). 이와 같

이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

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로 의하여 행동은 행동의도로 대체되

어 측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동의도는 행동을 예측하

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

며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행동선행변수로

알려져 있으며(Ajzen & Fishbein, 1977),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 합리적

행동이론(Ajzen & Fishbein, 1977) 이후 수많은 소비자 연

구에서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가 검증되어 왔다. 행동

의도의 선행변인 중 특히 태도의 역할은 연구대상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윤리적 행동의 측정상 문제로 본 연구에

서는 행동의도를 행동의 유의한 선행변인으로 보고, 윤

리적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윤리적 태도는 윤리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4. 윤리적 패션소비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

계에서 위험지각(Risk Perception of Ethical Fa-

shion Consumption)의 역할

환경의식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소비자의 환경

의식이나 태도가 그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정 제품의 구매, 사용, 처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Jung

et al., 2006; Park & Oh, 2005). 그러나 환경의식은 행

– 162 –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한 혜택 및 위험지각이 소비자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39

동과 일치될 수도 있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Lee,

2003). 특히 특정 제품군에 한정된 연구일 경우 이와 같

은 경향은 두드러지며, Kim and Lee(1997)의 연구에 따

르면 의생활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환경보존을 위한 의생활 ‘지식’은 낮은 편으로 인식한

만큼 실천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의식과 행동 간의 괴리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

들이 제시되어 왔다. Kollmus and Agyeman(2002)은 소

비자들이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 간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굳어진

오랜 습관, 행동패턴 등에 있고, 따라서 친환경 행동에

장벽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장벽의 예로는 개

성(individuality), 책임감(responsibility), 현실성(practic-

ality)이 제안되었다. Kim(2003)의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행동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여, 태도가 잘 형성되어 있

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가 부족하거나 실행의 불편함, 보상의 부재, 사회적인

지지나 승인이 없는 경우 등 사회, 정치, 경제의 맥락적

요인이 친환경적 행동실천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Throne-Holst and Stø(2008) 역시 친환

경 행동에 대한 중요한 장벽요인으로서 문화적(e.g., 사

회적 규범), 경제적(e.g., 새로운 투자에 대한 비용 지각),

정보적(e.g.,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측면을 제시하였다. Pickett-Baker and Ozaki(2008)의 연

구에서도 환경친화적 제품정보에 대한 신뢰성의 부재를

환경친화적 구매행동의 장벽으로 제시하고, 적절한 마케

팅 노력이 주어질 경우 이들 소비자가 녹색소비자로 전

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형태인 환경친화적 소비 태

도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요 장벽으로 언급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성이나 책임감 등의 개인의 특성

이 언급되기도 하였다(Kollmus & Agyeman, 2002). 그러

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제품정보 부족 등으로 인

한 구매결과에 대한 신뢰부족의 문제, 그리고 비용지각

과 같은 경제적 측면 등의 환경의식적 소비 실천에 수반

되는 현실적인 위험지각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고려되

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윤리적 소비 태도

가 행동으로 실천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장벽에 대한 논

의는 이루어져 왔으나, 태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밝

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윤리적 소비 태도를 형성하고 소비 행동을 유발하

는 긍정적인 영향요인인 추구혜택 지각뿐 아니라, 행동

실행 시 장벽으로 작용하는 위험지각의 영향력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위험지각의 영향력에 대한 연

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하위차원 또한 체

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Jacoby and Kaplan(1972)은 위

험지각의 하위차원을 재무적, 기능적, 물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위험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환경친화적 소비를 포함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소비

자의 위험지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으나, 윤리적 소비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위험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ickett-Baker

and Ozaki(2008)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성소비

자들이 환경친화적 상품이나 마케팅에 가장 민감한 소

비자 집단이지만, 이들은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적극적

이지도 않고 소극적이지도 않은 완충소비자(swing con-

sumer)이기 때문에 큰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천한다고 하였다. 친환경 기업

의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자기 개념을 향상시키기 때

문에 ‘기분 좋은 행동’으로 인식하나, 환경친화적 상품

이 일반 상품보다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부족할 경우

구매하지 않는 행동양식을 보이는 이와 같은 소비자 집

단은 환경의식과 행동 간의 차이를 지니는 대표적인 소

비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친환경 제품은

반드시 기능적으로 성공적이어야 하고 제품의 질과 비

용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서는 안됨을 주장하여 윤리

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점 인식이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위험지각

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Ottman(1992)은 또

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제품성능에 대한 불신이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제품을 선

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벽임을 밝힌 바 있다.

윤리적 패션소비에 관한 질적연구를 수행한 Koh(2009)

의 연구에서도 윤리적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의 부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지되는 것과 제품의

품질을 불완전하게 인지하는 것을 윤리적 구매의 주요

장벽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환경친화적 패션상품 소비

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반 제품과

비교하여 제품선택의 폭이 적을 뿐 아니라 낮은 품질과

비싼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불만족이 환경친화적 패션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Connell, 2010).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여러

위험지각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윤리적 소비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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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비용손실이나 제품기능의 문제점에 대한

위험지각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위험지각의 영향력은 윤리적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반

되는 생산원가의 상승이나 사회공헌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소비

자들은 항상 비용과 혜택을 비교하고 비용을 최소화하

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사회교환이론(so-

cial exchange theory)에 기반한다(Gupta & Ogden, 2009).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에 수반되는 기능적 위험지각은

패션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군보다 유행성이나 감성적인

소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지

속가능성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윤리적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감성적인 측면의 요구와

상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태도가 잘 형

성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행

동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지각이 윤리적 소비 행동실

천에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Kim, 2003) 검증하

고자 한다.

가설 4. 윤리적 소비에 대한 위험지각은 윤리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윤리적 지식과 구매의도의 정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연구한 Carrigan and Attalla(2001)에 따르면, 지

식의 정도와 구매의도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윤리적 지

식과 높은 구매의도를 지닌 소비자 집단과 지식과 구매

의도가 모두 낮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윤리적 지식수

준이 높아질수록 윤리적 제품의 구매결정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리적 지식은 높으나 구매의

도가 낮은 소비자 집단의 경우, 이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

른 브랜드 선택에 어긋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경우에

만 윤리적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나 가격이 구

매행동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윤리적 지식이 높고 윤리적 태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윤리적 소비에 수반

되는 불편 정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가에 따라 윤리적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윤리적 태도와 행동의도 간 영향력 연구에서

조절변수 도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윤리적 태

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높은 윤리적 지식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제품의 질과 가격과 관련된 요인들이

소비자가 윤리적 행동을 할 때 불편을 느끼는 측면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형성된 윤

리적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지각의 조

절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Jacoby and Kaplan

(1972)의 다섯 가지 위험 지각 중, 소비자의 윤리적 태

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원으로 제

시되어 온 재무적 위험 지각과 기능적 위험지각의 영향

을(Carrigan & Attalla, 2001)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가설 5. 윤리적 태도가 윤리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위험지각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윤리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추구 혜택과 위험지각의 영향

을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패션제품에 대해 높은 관여

를 보이며 핵심 표적시장으로 볼 수 있는 20~40대 여성

소비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20대 100명, 30대

100명, 40대 100명으로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특히 선

행연구에서는 성별이 환경지향적 행동이나 윤리적 행

동에 차이를 보이는 유의한 선행변인으로 제안되어 온

바 있으므로(Webster, 1975),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성

차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조사 전문

회사의 소비자 패널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한 300명의 피험자 데이터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의 개념에 대해 조사에 응한 피

험자들이 이질적인 수준의 이해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환경의식적 구매, 공정무역

제품 구매,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제품 구매로 구성되는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환경의식적 구매

환경의식적 구매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한 의류상품의 구매를 의미한다. 예를 들

어 폐의류나 폐현수막, 폐지, 소파가죽 등을 이용한 재활

용 의류브랜드, 오가닉 코튼제품, 천연 염색제품 등을 구

매하는 것이다.

2) 공정무역제품 구매

공정무역제품 구매는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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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한 제품(Labor practices of the company)을 구매

하는 것으로,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에 따른

이익을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착한 소비를 의미한다.

3)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제품 구매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제품의 구매는 일반인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름다운 가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 대책 기

금을 마련하는 레드캠페인, 제일모직의 기부 티셔츠, 소

아암과 백혈병 어린이를 후원하는 코오롱 스포츠의 새

생명 티셔츠 등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300명의 표본은 전업주부 25%, 직장인

55%, 자영업자 6%, 학생 11% 등의 직업군으로 구성되었

다. 학력분포는 고졸 이하가 23%,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68%, 대학원 재학 이상은 9%였으며 월평균 가계수입은

300~400만원이 26%, 400~500만원이 25%를 차지하였

다. 이들 중 44%는 본 연구에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패

션상품에 대한 구매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본 연구는 윤리적 패션제품 소비 행동을 설명하고 예

측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태도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추구 혜택, 그리고 태

도와 행동의 연결을 막는 장벽으로써 위험지각을 설명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들을 측정하였다.

추구 혜택지각에 대한 측정문항과 관련하여 먼저, 사

회적 기여(altruistic) 혜택지각으로는 Hustvedt and Dick-

son(2009)의 연구에 기초하여 “윤리적 패션기업에 도움”,

“친환경 생산자를 도움”, “윤리적 패션기업이 많아짐”,

“생산자에게 정당한 수익 지불”, “사회적 책임감 실천”,

“주위 사람에게 윤리적 패션소비 알림”의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사회적 이미지 혜택지각으로 Lee(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평가”, “나

를 더 좋게 평가”,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 3개의 문항,

개인적 혜택지각으로 Pellegrini and Farinello(2009)의

“보다 좋은”, “보다 안전한”, “건강에 좋은”, “적절한 가

격”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추구 혜택지각

은 사회적 기여 혜택, 사회적 이미지 혜택, 개인적 혜택

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앞서 언급한 총 13개의 측정문

항을 바탕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여 측정하였다.

태도에 대한 특정 문항은 Lee(2008)의 연구를 참고하

여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관심”과 “윤리적 패션제품

생산의 필요성” 두 개의 측정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행동의도는 Hustvedt and Dickson(2009)

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사회공헌 참여의도”, “윤리적

패션기업 지원의도”,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의도” 3개의

문항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재무적 위험지각

은 Laroche et al.(2004)의 연구에 따라 “재무적 손해”, “돈

의 가치”, “현명하지 못한 투자”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고, 기능적 위험지각 또한 Laroche et al.(2004)의 연구

에 기초하여 “기대보다 못할 가능성”, “최신 유행을 반영

하지 못함”, “디자인이 별로임”, “품질이 예상보다 못함”

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위험지각은 총 7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여 측정되었다. 구

체적인 측정문항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설검

증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된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

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구 혜

택이 윤리적 소비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AMOS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윤리적 태도와 윤리적 행동

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각의 독립변수로서

의 영향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과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Table 1>,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GFI=.875, AGFI=

.840, CFI=.945, RMR=.042, RMSEA=.059, χ
2
=521.591

(df=254, p=.000), Normed χ
2
=2.054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

ted; AVE),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요

인부하량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Hair et al., 2009). 모

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였으며, AVE값은 .588~.773, CR값 .865~.925로 모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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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수렴타당도는

사용된 지표들이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을 때

이들 간의 상관이나 관련성은 높은 반면, 다른 개념들의

지표들과의 상관은 낮을 때에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말

할 수 있다. 각 잠재요인에 대한 관찰변수의 모수 추정치

를 측정하고 이 모수 추정치의 표준화된 검정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결과가 나타나면 수렴타당

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Yi, 1994).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Table 1>와 같이 모든 항목의 모수 추정치의 t값이

2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대한 수

렴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able 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변수 쌍별로 각 변수의 AVE

값과 두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

도를 확인한 결과(Fornell & Larcker, 1981),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이 AVE값보다 낮게 나타나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이 만족되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변수의

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810~.906의 범위로 높은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2. 가설검정

1) 윤리적 패션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추구 혜택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AMOS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Items Standardized λ Cronbach's α
AVE

CR

Altruistic benefit

perception

Supporting ethical fashion producers .805

.887
.588

.910

Spreading ethical fashion consumption values .792

Contributing to nurturing ethical fashion industry. .755

Supporting pro-environment companies .746

Providing fair profits to producers .714

Practicing social responsibilities .709

Social image benefit

perception

To be evaluated as advanced .936

.906
.773

.899
To have a better reputation .906

To make me special .789

Self-oriented benefit

perception

Purchasing a quality product .908

.904
.710

.925

Purchasing safe products .881

Purchasing at a fair price .804

Purchasing products good for health .770

Financial risk

perception

Purchasing products that involve financial loss .869

.877
.706

.865
Concerned about not getting my money's worth .851

Concerned about not being a wise investment .800

Performance risk

perception

Concerned about the level of benefit is

lower than expectations
.880

.864
.622

.885
Concerned about the failure to reflect current trends .779

Concerned about poor design .780

Concerned about poor quality .711

Attitudes
Interested in ethical fashion products .854

.810
.691

.868Belief in ethical fashion product production .805

Behavioral intent

Intent to participate in social benefits

by purchasing ethical fashion products
.892

.891
.736

.919Intent to support ethical fashion producers .874

Intent to purchase ethically fashion products .806

GFI=.875, AGFI=.840, IFI=.946, TLI=.935, CFI=.945, RMR=.042, RMSEA=.059, χ
2
=521.591 (df=254, p=.000),

Normed Chi-square=2.054

All estimations are significant at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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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

에 대한 적합도 지표 중 χ
2
값은 318.784(df=125, p=.000),

Normed χ
2
는 2.55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

합도 수준을 살펴보는 GFI=.895, AGFI=.856, CFI=.947,

RMR=.043, RMSEA=.072으로 일부 적합도 지수는 .9에

미달하나 대체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Marsh

& Hau, 1996). 먼저, 추구 혜택이 소비자들의 윤리적 태

도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여 혜택, 사회적

이미지 혜택, 개인적 혜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본 결과, 사회적 기여 혜택, 개인적 혜택이 태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t=6.202, p<.01; t=2.892, p=.004). 그러나 사회이미지

혜택은 소비자의 윤리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Fig. 1). 따라서 추구 혜

택이 높게 지각될수록 윤리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가설 1a와 가설 1c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추구 혜택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

과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혜택을 제외한 사회적 기여 혜

택과 사회적 이미지 혜택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5.198, p<.01; t=2.806,

p<.01). 따라서 추구혜택이 높게 지각될수록 소비자의 윤

리적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는 가설 2a와 가설 2b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분석결과, 사회적 이미지 혜택의 행동에의 직접적인 영

향력은 유의하였으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이미지 향샹과 관련된 혜택지각이 환

경친화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실증적

으로 보여준 Lee(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이미지 혜택이 윤리적 소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윤리적 패

션제품 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윤리적 소비를 통한

사회적 책임감 실천의 효능감을 지각하는 차원의 자발

적인 혜택지각과는 달리,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의식과 같

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혜택지각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즉, 내

면의 신념변화가 아닌 외부의 평가에 대한 인식으로 인

Table 3. Hypotheses test

Hypotheses path Estimate t-value Hypotheses supported

H1

a) Altruistic Benefit → Attitudes .525*** 6.202 ○

b) Social Image Benefit → Attitudes −.026 −.437 ×

c) Self-oriented Benefit → Attitudes .223** 2.892 ○

H2

a) Altruistic Benefit → Behavioral Intention .436*** 5.198 ○

b) Social Image Benefit → Behavioral Intention .145** 2.806 ○

c) Self-oriented Benefit → Behavioral Intention .074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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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matrix

Altruistic

Benefit

Social Image

Benefit

Selfish

Benefit

Financial

Risk

Performance

Risk
Attitudes

Behavioral

Intention

Altruistic Benefit .588 .125 .372 .025 .007
†

.402 .501

Social Image Benefit .372*** .773 .154 .032 .001
†

.061 .164

Selfish Benefit .639*** .391*** .710 .000 .033
†

.301 .310

Financial Risk −.156** .179*** −.018 .706 .176
†

.004 .028

Performance Risk −.071 −.036 .180*** .419*** .622
†

.019 .007

Attitudes .656*** .254*** .549*** −.063 .130
†

.691 .383

Behavioral Intention .713*** .405*** .556*** −.167** −.082
†

.629*** .736

†
p<.10, *p<.05, **p<.01, ***p<.001

Diagonal values are the AVE for each construct.

Values (lower from diagonal) in italics are the estimated construct correlations.

Values (upper from diagonal) are the squared construct correlations.

– 167 –



44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2, 2013

한 혜택지각은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패션제품이 지니고 있는 높은 가

시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한 소비

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긍정적

인 자아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리적 패션

제품 소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에서

개인적 혜택은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태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의 크기(R
2
=.05)는 사회적 기여 혜택의 효과(R

2
=

.27)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

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개인적 혜택 지각은 사회적 기여

혜택지각과 같은 이타적인 혜택에 비교하여 윤리적 소

비에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

인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이나 제품소비로 인한 개인적

혜택지각과 같은 내부지향적 혜택보다는 윤리적 패션제

품 소비로 인한 사회에의 기여나 자기효능감 지각과 같

은 외부 지향적 혜택에 대한 지각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윤리적 태도와 윤리적 행동의도의 관계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으나(t=3.536, p<.01),

영향력의 크기 측면에서 태도-행동관계의 전통적인 이

론에서 제시되어온 높은 수준의 영향력과 비교하여(Aj-

zen & Fishbein, 197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는 .266으로

나타나 태도는 행동의도 분산의 약 7%만을 설명할 수 있

는 제한적인 설명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적 태도와 행동 간 관계에 있어 위험지각이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된 결과로 해

석될 수 있다. 조절변수란 두 변수 간의 영향력을 조절하

는 제3의 변수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의 방향이나 영향력의 크기에 조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와 같은 제3의 변수의 조절적 역할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영향력만으로는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안

되어 왔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윤리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게 나

타난 분석결과에 따라, 가설 4와 가설 5에서 제안한 제3

의 변수인 위험지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

께 윤리적 태도와 위험지각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살

펴보고자 하였다.

2) 윤리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위험지각의 영향

윤리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윤리적 태도의 영향과 함

께 위험지각의 영향과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

Fig. 1. Structural mode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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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Aiken et al.(1991)의 제안에 따른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독립변수로 태도변수와 재무적 위험, 기능적 위험

을 투입하였고, 태도와 위험지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태도변수에 재무적 위험, 기능적 위험변수를 각

각 곱한 상호작용변수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회

귀모형에 투입하였다.

F검정 분석결과<Table 4>, 상호작용변수까지 투입된

최종 모델인 모델 3이 부분모델인 모델 1과 모델 2와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변수

를 투입한 모델 3은 조절변수까지 투입한 모델 2에 비

해 .017의 R
2
 변화량을 보였으며, F값 변화가 유의하여

(∆F=2.294, p<.01)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행동의도에 미치는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태도의

영향력 외에 기능적 위험지각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

나(β=−.094, p<.05, 가설 4 지지), 기능적 위험지각이 윤

리적 행동의도의 유의한 부적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윤리적 패션제품이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유행

성 측면에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제품의 기능이

나 성과 측면의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윤리적 소비 행

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작아짐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

의 혜택지각뿐 아니라 위험지각 또한 행동의도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윤리적 태도와 위험지각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위험지

각 하위차원 중에서 재무적 위험지각과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5가 지지되었다(β=−.105,

p<.05).

다음으로 조절효과의 해석을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무적 위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median=

3.00) 평균 이상은 고위험지각 집단, 미만은 저위험지각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윤리적 태도도 중간값(median=

4.00)을 기준으로 고집단,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윤리적

태도가 윤리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적 위험

지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Fig. 2>를 통해 확인

하였다. 그 결과, 재무적 위험지각이 낮은 집단은 윤리

적 소비에 대한 태도의 고저에 따른 행동의도의 차이가

큰 반면, 재무적 위험지각이 높은 집단은 태도 고저집

단 간의 행동의도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즉, 재무적 위

험지각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윤리적 소비에 대한 높은

태도를 형성하면 행동의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재

무적 위험지각이 높은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

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동의도로 연결될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attitudes and risk (financial and performance) on behavioral intention

Model 1 Model 2 Model 3

Step 1. Attitudes

Attitudes .551*** .557*** .561***

Step 2. Risks

Financial risk −.083 −.053

Performance risk −.101
†

−.094
†

Step 3.Interactions of attitudes & risk

Attitudes*financial risk −.105
†

Attitudes*performance risk −.049

Overall F 130.010 (1,298)*** 47.947 (3,296)*** 30.879 (5,294)***

F change 5.118 (2,296)*** 3.878 (2,294)**

R
2

.304 .327 .344

R
2 

change .023 .017

†
p<.10, *p<.05, **p<.01, ***p<.001

Fig. 2. Interaction of attitudes and financial risk on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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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윤리적 소비

와 관련된 소비자의 높은 재무적 위험지각이 윤리적 소

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소비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윤리적 생산 및 소비의 대상으

로 지목되어온 패션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의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소비자가 윤리적 패션제품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추구 혜택으로는 혜택이 내부 지향적

인지, 외부 지향적인지, 혜택의 수혜가 개인적인 성격인

지 이타적인 성격인지에 따라 사회적 기여 혜택, 사회적

이미지 혜택, 개인적 혜택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실증

연구를 통해 세 유형의 추구 혜택이 소비자들의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형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패션제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리적 패션제품

소비와 관련된 혜택지각이 윤리적 패션소비 태도 및 행

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

로, 사회적 기여 혜택과 개인적 혜택이 윤리적 패션제

품 구매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이미지 혜택은 윤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여

혜택과 사회적 이미지 혜택은 행동의도에 직접적 효과

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세가지 혜택 중 사회적 기여 혜

택은 윤리적 태도와 행동의도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소

비자의 윤리적 소비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혜택인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이미지 혜택은 태도와 무관

하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으로 이상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한 구매행동이 윤리적

태도의 형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혜택은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신념이나 태도가 행동으로 이

어지는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위험

지각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제품에 대한 재무적 위험지각이 소비자

의 윤리적 제품에 대한 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지각이 낮은 소비

자의 경우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한 높은 태도수준이 높

은 행동의도로 연결되나, 재무적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한 태도 수준

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행동의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높은 윤리적 태도를 보

이는 소비자들이 이와 일관된 윤리적 행동을 실천함에

있어 재무적 위험을 낮게 지각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임

을 보여준다. 또한, 윤리적 패션제품의 기능적 측면의 위

험지각은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패션제품 평가

에서 중요한 속성인 디자인, 품질, 그리고 유행성 등의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행동의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에 대한

혜택지각과 윤리적 태도 형성이 윤리적 행동에 선행되

는 변수임을 밝혔다. 특히 윤리적 패션소비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이 다양하며, 이들이 윤리적 소비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으

므로 이를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태도와 행동의도에 모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진 사회적 기여 혜택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소비

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타적 결과에 대해 소

비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통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근래에 한국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된 신발 브랜

드 톰스(TOMS)와 같이 소비자의 구매가 제 3세계의 어

린이들과 영세민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을 구

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잡지 기사나 점포 내 설

명을 통한 소통은 사회적 기여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자신의 신발을 구매하면 미개발 국가의 아동에게

같은 신발을 보낼 수 있다는 톰스의 메시지는 적절한 가

격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기능적 위험

지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재무적 위험지

각이 태도와 행동의도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윤리적 패션소비에 긍정적인 태

도가 실제 윤리적 소비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위험

지각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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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윤

리적 소비로 인한 사회적 기여 등의 사회적 영향력 지

각과 같은 이타적 혜택이나 제품소비로 인한 개인적 혜

택을 강조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노

력과 함께, 소비자의 위험지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

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패션소비 행동에 있

어 제품의 기능적 위험지각과 재무적 위험지각의 영향

이 밝혀졌으므로,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적절하고 합

리적인 가격 정책과 함께 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구

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소

비자의 위험지각수준을 낮추어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

한 소비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리적 패

션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정책은 윤리적 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

졌다. 윤리적 혜택이라는 속성은 지불 비용과 상쇄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지불 용이 범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

리적인 가격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20~40대

여성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

구에서는 중년기 여성, 남성소비자 등 다양한 인구통계

적 특성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윤리

적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다양한 추구 혜택

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

해서 추구 혜택이 광고나 제품을 통해서 점화되었을 때

에 더욱 강한 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도 흥미로울 것이다.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재무적 위험과 기능적 위험 이외에도 어떠

한 요인이 소비자들의 혜택인식과 태도의 형성이 행동

으로 이어지는 데에 장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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