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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marketing is efforts to achieve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 all marketing activ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 of SPA fashion brands' green marketing activities to consumers' green behavior

and the brands' growth as well as the natural environment. Green marketing activities are classified by pro-

duct relevance and consumer participation. An online survey is conducted using scenarios developed accor-

ding to the two (high/low product relevance) by two (high/low consumer participation) research design. Green

consuming intention and brand attitude are compared by product relevance and consumer participation. The

positive effects of product relevance and consumer participation on green consuming intention are found.

The positive effects of consumer participation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product relevance and consumer

participation on brand attitud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green marketing activities

for fashio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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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0년대 세계적으로 대두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더

불어,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성이 시

작되었다.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녹색 마케팅이라는

경영 방식이 등장하였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속가능

한 경영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패션 산업 역시 이러한 변

화에 동참하여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친환

경 활동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생산자 관점을 고려한

것과 소비자 관점을 고려한 것으로 구분된다. 생산자 관

점의 활동은 녹색 제품, 녹색 SCM, 녹색 매장 등에 대한

개발이 해당되며, 소비자 관점의 활동은 소비자의 녹색

제품 구매나 녹색 행동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 환경에 대

한 보호만이 고려되던 초기부터 환경과 경제 성장의 상

생을 고려하자는 기조의 등장 이후에도 녹색 마케팅에서

주로 고려된 것은 생산자 관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녹

색 성장은 환경과 경제 성장,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표방

하고 있어 녹색 소비 역시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고,

– 334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and78@snu.ac.kr

본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5C-B00182).

ⓒ 2014,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8, No. 3 (2014) p.334~346

http://dx.doi.org/10.5850/JKSCT.2014.38.3.334

〔연구논문〕



SPA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따른 브랜드 태도와 녹색 소비행동의도의 차이 43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정책 기조 역시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 육성에서 소비생활의 획기적인 변화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국가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Lee & Hwang,

2009). 안타깝게도 국내 시장에서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

확산은 기대에 미치지 않고 있다(Shin & Shin, 2012). 자

원의 재활용이나 에너지 절약 등 소비자에게 비용 절약

과 같은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녹색 행동과는 달리,

녹색 제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높은 비용 부담을 수반하

기 때문이다(Bae et al., 2009). 따라서 기업의 녹색 활동

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 외에도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소

비자의 녹색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장 수준의 리테

일링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최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나 다양해짐에 따라 리테일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상품의 기준을 설정하고 알리는 홍보의 장이자 소비

자의 행동이나 취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

한 원천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Lai et al., 2010).

특히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의 리테일링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업이 풀(pull) 전략을

통해 특정한 제품에 대한 제공을 조절함으로써 그 제품

을 시장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확산시킬 수 있음을 말

한다(Wirthgen, 2005). 패션 브랜드 역시 녹색 마케팅을

통해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녹색 소비를

선도할 수 있다. 국내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는 매장을 직

접 관리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

자이자 리테일러라 할 수 있는데(Bae, 1997), 제품 생산

에서부터 판매, 고객 서비스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녹색 활동을 실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류 산업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소재 개발

을 필두로, 녹색 마케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Moon et al., 2013). 특히, 패스트패

션의 확대에 따라 최신 유행의 옷을 사서 얼마 입지 않

고 버리는 일회성 소비행동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Ro &

Kim, 2011), 패스트패션을 주도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를 주축으로 녹색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들이 적극

적으로 개발되었고 녹색 제품 생산에서부터 녹색 소비

운동까지 다양한 녹색 마케팅이 실행 중에 있다(Shin &

Hong, 2010). 반면, 국내 패션 브랜드는 국제 흐름과 달리

녹색 마케팅이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녹색 마케

팅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Lee, 2010).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위한 장치로 환경규제를 강화하

고 있는 만큼(Lim & Lim, 2011),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하고자 하는 패션 브랜드에게는 소극적인 녹색 마케팅

이 해외 진출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SPA 브랜

드는 글로벌화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Lee(2013)가 SPA

형 브랜드로 언급한 8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했으며, 1개 브랜드는 2014년 해외 진출계획을 보도

자료(Kim, 2014)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SPA

브랜드에게는 녹색 마케팅의 실행은 바람직함을 넘어서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녹색 마케팅의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도입을 촉진하고 의류 산업

에서 녹색 성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PA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들의 녹

색 소비행동의도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녹색 마케팅의 도입이 가져

올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구

체적인 효과를 밝힘으로써 녹색 마케팅이 패션 브랜드

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색 마케팅의 실

행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 마케팅

활동별로 녹색 소비행동의도와 브랜드 태도를 비교하여

녹색 마케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글로

벌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에 보다

효과적인 녹색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녹색 마케팅의 개념과 범위

기업의 녹색 활동은 녹색 마케팅으로 총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마케팅, 에코 마케팅, 그린 마케팅 등

의 용어와 혼용되지만, ‘녹색 성장’의 범사회적 통용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녹색 마케팅이라는 용어로 통일

하였다. 녹색 마케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기업

경영 방식의 하나로,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를 모든 마케팅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Polonsky, 1994).

초창기 녹색 마케팅 활동은 주로 제품에 관련된 활동에

국한되었다. Ottman(1992)은 기업이 전개하는 제품을 환

경에 덜 해롭도록 수정하는 것이 녹색 마케팅의 첫걸음

이라고 하였으며, “Green cleaners”(1990)는 녹색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하여 녹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을 새

롭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녹색 마케팅의 기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녹색 마케팅

범위 역시 녹색 제품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 335 –



44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3, 2014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Polonsky,

1994)이나 기업의 문화와 조직 관리(McDaniel & Ryla-

nder, 1993)까지 포함되었으며, 녹색 마케팅이 녹색 제품

판매에 국한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데에까지 변

화되었다(Yudelson, 2009). Yudelson(2009)은 제품과 관

련된 활동으로는 오가닉 제품, 지속가능한 제품, 웰빙 제

품의 판매와 공급사슬관리를 언급하였고, 제품 이외의

활동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대고객 활동과 친환경

적인 시설 개발 등을 꼽았다. 또한, 생태계에 대한 책임

외에 사회적인 책임이 더해진 지속가능한 경영이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대두되면서 녹색 마케팅은 생태계 보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 활동

으로까지 확장되었다(Shin & Hong, 2010).

2.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제품 관련 활동과

비관련 활동

기업의 녹색 마케팅 활동은 제품 관련 활동과 비관련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Yudelson, 2009), 패션 브랜

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 역시 녹색 제품과 관련된 활동과

비관련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Ginsberg and Bloom

(2004)은 녹색 마케팅에서 녹색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른 마케팅 믹스와는 달리 소비자

들이 녹색 제품을 선택하면서 특정한 제품 속성을 포기

하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Moon et al.(2013)은 녹

색 제품을 구입하려면 패션성을 다소 포기해야 하는 상

황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녹색 제품 구매를 포기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녹색 패션 제품이란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구매, 폐

기에 이르는 상품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기

여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소비자와 그 외의 사회구성

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Hong

& Koh, 2009). 녹색 패션 제품 활동의 범위를 상품 개발

은 물론이고 판매, 소비, 폐기 전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내 패션 브랜드의 녹색 제품 활동은 대부분

제품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 Shin and Hong(2010)은 국

내 패션 브랜드의 녹색 제품 활동은 대부분 친환경 소재

로 개발된 제품, 환경마크 획득 제품, 환경메시지를 담

은 디자인 제품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언

급하였다. Sung and Kim(2010)은 녹색 제품의 종류로

오가닉 소재로 생산한 제품, 대나무나 콩 섬유 등의 웰빙

소재를 활용한 제품, 폐원단이나 페트병 등을 재활용하

여 생산한 소재로 생산한 제품, 폐기된 의류 제품을 이용

하여 가방, 쥬얼리, 의상 등으로 재창조한 제품을 들었

다. 이 외에도 제품 관련 녹색 마케팅으로 제품의 운송과

공급사슬관리, 제품의 폐기 및 재활용 등을 들 수 있다

(Kim, 2012; Shin & Hong, 2010; Sung & Kim, 2010).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에 대한 연구 역시 녹

색 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녹색 섬유

와 관련된 기술 개발(Jo, 2010; Song & Lee, 2010)이나 친

환경 디자인 개발(Jang et al., 2007; Moon et al., 2013)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대

한 연구(Han & Jeong, 2009; Hong & Koh, 2009)도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녹색 공급사슬관리와 같이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 및 제품 재활용과 관련된 연구도 늘

어나고 있어(Cuc & Vidovic, 2011; Ho & Choi, 2012), 녹

색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 관리 활동이 아닌 녹색 마케팅 활동으로는 건축

및 시설 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들 수 있다. 건축 및

시설 관리는 주로 브랜드 매장 환경설계나 운영과 관련

된 것으로, 녹색 건축물, 녹색 인테리어, 대체 에너지 생

산, 폐기물 최소화 등이 해당된다(Kim & Nam, 2013; Yo-

un et al., 2011; Yudelson, 2009). 녹색 건축물이란 건물

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물구조나 에너지 시스템, 환기

시스템, 용수 및 폐수 관리 시스템 등에 녹화공간을 통

한 주변 환경의 생태 복원, 에너지 절감,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절감 등의 친환경 목적이 반영된 건축물을

의미한다(Kim & Nam, 2013). 또한 매장 내의 마감재나

가구 등의 인테리어 요소 역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녹색 시설 관리에 해당

된다(Yudelson, 2009). 매장 환경의 녹색 설계 및 운영은

녹색 마케팅 활동 중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채광, 단열 등의 건물 설계나 조명 등

의 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활동이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2). 이는 에너지 고

효율이 탄소 배출량 감소 외에 비용 절감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녹색 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 발

간, 친환경 캠페인, 광고와 같이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

이션 활동과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있다. 매장 내 활동으로는 친환경 재질의 포장지나 포장

최소화를 이용한 친환경 포장, 매장 내 POP를 이용한

친환경 정보 제공, 소비자 대상의 친환경 교육, 직원 대

상의 친환경 교육, 녹색 마일리지 제도 운영, 자전거 주

차 공간 확보 등이 해당된다(Kang & Shin, 2010;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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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im & Nam, 2013). 국내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

케팅은 특히 친환경 캠페인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

었다(Shin & Hong, 2010). 캠페인은 대표적인 커뮤니케

이션 활동에 해당되지만, 환경캠페인과 함께 환경보호

메시지를 그래픽 티셔츠로 출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단체나 공익기관에 기부하는 형태가 많아(Sung &

Kim, 2010), 제품과 관련된 마케팅과 비관련 마케팅이

혼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Shin and Hong(2010)은

많은 브랜드가 친환경 마케팅 프로모션을 실행하고 있

으나, 브랜드 간에 캠페인 내용이나 진행 방식이 비슷하

여 차별화되지 못하고 소비자 관심 유발 및 브랜드 홍

보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라,

유니클로, H&M 등의 글로벌 브랜드가 다양한 녹색 활

동을 개발하여 매체 및 매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녹

색 마케팅을 활발히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Jang et

al., 2012), 국내 패션 브랜드가 녹색 마케팅에 매우 소극

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과 소비자 참여

녹색 마케팅은 기업 활동을 통해 녹색 성장을 이루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녹색 의식을 고취하고 녹색 소비행

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의미가 있다(Lai et al., 2010). 특

히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와의 접점인 매장을 직접 운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

결하려는 필요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현재 소비

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Sung, 2008).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참여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소비하면

서 정서적인 공감, 신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Park & Choi, 2012). 또한 소비자들이 소비행위를 통해

정신적, 정서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Koo & Rha, 2009),

녹색 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취되고 있음을 고

려한다면, 소비자들은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참

여함으로써 녹색 가치를 더욱 직접적으로 실현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의 녹색마케팅은 소

비자가 참여하는 마케팅과 소비자가 배제된 마케팅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Ginsberg and Bloom(2004)은 녹색 마케팅은 결국에 소

비자들이 자신의 구매와 소비행동에 친환경성을 고려

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마케팅에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소비행동에 더욱 만족하

고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Kelley

et al., 1990), 녹색 마케팅 역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

여가 더욱 분명한 행동의 변화를 야기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고객 참여의 단계는 단순히 현장에 고객이 존재

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공동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는

최고 수준의 단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Bitner et al.,

1997). 녹색 마케팅 활동에도 소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동일한 녹색 제품 활동이라고 하

더라도, 소비자가 프로슈머로서 제품 기획 및 생산에 적

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생

산한 제품에 노출된 경우에 제품 구매가 녹색 소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4. 녹색 마케팅의 효과

녹색 마케팅의 효과는 소비자에 대한 영향과 기업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영

향은 녹색 마케팅이 녹색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와 녹색 행동을 야기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는데(Shin &

Shin, 2012),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들의 녹색 의식이 고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녹색 소비

실천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Moon et al., 2013).

녹색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

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 연

구자들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언급하였다. 녹색 소비

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어

떤 요소들은 서로 간에 상충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품

의 핵심적인 요소와 상대적인 관계(trade-off)이기도 하다

(Ginsberg & Bloom, 2004). 예를 들어 친환경 패션 제품

을 구매하고자 할 때 친환경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패션성이 떨어지게 되면 패션 소비자들은

패션성과 친환경성 둘 중 친환경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다(Moon et al., 2013). 따라서 녹색 마케팅의 효과는 녹

색 의식의 측면보다는 다양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소비행

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녹색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의 수혜는 매우 다면적이

다. 사회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오히려 소비자

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

다(Mendleson & Polonsky, 1995). 실제로 일부 기업은 제

품이나 생산 공정에 대한 친환경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친환경 캠페인은 통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

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이콧을 당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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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aniel & Rylander, 1993).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들은 자체적으로 믿을만한 지수를 개발하거나 친환경성

과 관련된 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불신

을 잠재우고 있다(Lai et al., 2010). 국내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역시 녹색 마케팅이 녹

색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홍보성 활동에 그친

다는 것이다(Youn et al., 2011).

국내 패션 브랜드가 녹색 마케팅에 소극적인 배경에

는 비용 대비 효율을 고민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이 있

다. Yoo(2010)는 녹색 마케팅과 같이 사회적인 담론에 의

해 실행되는 기업의 활동이 기업의 성과와 무관한 모순

적인 상황에 대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측면으로 설명

하였다. 따라서 녹색 마케팅이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랜드 태도는 구매

의도와 매장 방문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로서 마케팅적 가치가 큰 기업 성과 변수이다(Goldsmith

et al., 2000).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지속

가능경영에 따른 기업 성과로 브랜드 태도를 확인한 결

과(Choi, 2012; Yoon & Suh, 2003), 기업 특성이나 마케

팅 활동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

가 있었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의 기업 성과 변수로 브

랜드 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녹색 마케팅 활동별 효과

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

구문제,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따른 녹색

소비행동의도 차이를 밝힌다.

1-1. 제품과 관련된 녹색 마케팅과 관련되지

않은 녹색 마케팅을 접한 소비자 간 녹색

소비행동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1-2. 소비자 참여 녹색 마케팅과 비참여 녹색

마케팅을 접한 소비자 간 녹색 소비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1-3. 소비자의 녹색 소비행동의도에 대한 녹

색 마케팅의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

도 간 상호작용효과를 밝힌다.

연구문제 2.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따른 브랜

드 태도 차이를 밝힌다.

2-1. 제품과 관련된 녹색 마케팅과 관련되지

않은 녹색 마케팅을 접한 소비자 간 브랜

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2-2. 소비자 참여 녹색 마케팅과 비참여 녹색

마케팅을 접한 소비자 간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2-3.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대한 녹색 마케

팅의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 간 상

호작용효과를 밝힌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실제 녹색 마케팅 활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극물에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 마케팅의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에 따

라 자극물을 조작하여 녹색 마케팅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녹색 마케팅 활동의 수집

SPA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은 Lee(2013)의 연구에

서 SPA 브랜드로 분류된 국내 브랜드 8SECONDS, co-

des combine, LeShop, MIXXO, PLASTIC ISLAND, QUA,

SOUP, TATE와 글로벌 브랜드 FOREVER21, H&M, U-

NIQLO, ZARA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2013년 6월부

터 7월까지 각 브랜드 사이트 상의 CSR 페이지를 우선

적으로 활용하여 ‘환경(environment)’, ‘자연/생태(eco)’,

‘녹색(green)’ 등의 단어를 언급하고 있거나 이론적 배경

에서 언급한 녹색 마케팅 종류에 해당되는 기업 활동을

수집하였다. 브랜드 사이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

는 모기업 홈페이지의 CSR 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았다.

국내외 SPA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을 수집한 결

과, 국내외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여도의

차이가 확연하였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개별 브랜드 차

원의 마케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SECONDS

의 제일모직(현, 에버랜드패션사업부문)에서만 친환경 활

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Cheil Industries, 2013). 반면, 글

로벌 SPA 브랜드의 경우에는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기

업 리포트에서 개별 브랜드 차원의 녹색 마케팅에 대해

매우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FOREVER21(2013), H&

M(2013), UNIQLO(2013), ZARA(2013)는 녹색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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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상에서 CSR 페

이지, CSR 리포트, 홍보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

게 자사의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수집한 녹색 마케팅 활동을 제품 관련 여부와 소비자

참여 여부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다. 제품 관

련성은 선행연구(Kim, 2012; Shin & Hong, 2010; Sung

& Kim, 2010)에 따라 제품 개발, 생산, 원료와 공급사

슬관리, 운송 및 포장, 제품의 폐기 및 재활용에 관련된

활동을 제품 고관련 활동으로, 그 외의 활동은 저관련 활

동으로 구분하였고, 소비자 참여도는 Bitner et al.(1997)

가 언급한 참여 단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는 활동이나 단순히 방문 고객에게 매장이나 상품을 통

해 노출되는 활동을 저참여 활동으로, 소비자가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을 고참여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2) 자극물의 개발

패션 브랜드 녹색 마케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제

품 관련성 고/저와 소비자 참여도 고/저에 따라 실험설계

(2×2)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시나리오 네 가지

를 자극물로 제작하였다(Table 2). 시나리오는 모두 ‘신

년특집, 녹색 기업을 찾다’라는 기획 기사로 제시하였으

며 설문의 마지막에 기사의 내용이 가상의 것임을 밝혔

다. 외적 타당성이 높은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실제 SPA

브랜드를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매

장이 가장 많고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UNIQ-

LO를 선정하여 응답자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녹색 마케팅 활동은 SPA 브랜드의 실제 활동 중 응

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되도록 많은 브랜드에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제품 고관련-소비자 고참여 활동으로는 제품 리사이

클 운동에 대한 기사에서 “유니클로는 CSR(기업의 사

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전 상품에 대한 리사이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이 더 이상 입지 않는 상품

을 매장에 가져오면 이를 모아 주기적으로 세계 난민들

을 위해 보내며, 지금까지 남수단, 케냐의 난민들을 위

해 일정 수량을 전달하였다.”는 정보를 소개하였다. 제

품 고관련-소비자 저참여 활동으로는 녹색 제품 공급

관리 기사에서 “..., 녹색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

다. 인공비료의 사용량을 국제 환경보호 기준에 맞춘 농

장에서 공급받은 면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생물 분해가

되지 않는 석유파생물질(PVC)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염색, 워싱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물질을 완

벽히 통제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공정으로 국제 친

Table 1. Green marketing activities of SPA brands

Consumer participation

High Low

Product

relevance

High

• Project to collect worn

garments for recycling in

stores (H&M, UNIQLO)

• Offering cause-related

collection for nature

conservation (H&M)

• Easy care product for

consumer's eco-friendly

use (H&M)

• Monitoring/grading environmental impact (energy/resources/waste/CO2/

chemicals) (H&M, UNIQLO)

•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index (H&M)

• Eco-label products (H&M)

• Eco-friendly production including planning and tests (H&M, UNIQLO, ZARA)

• Sustainable materials including organic, recycled, bionic materials and fur/

leather from animals raised on considering animal welfare (FOREVER21,

H&M, UNIQLO, ZARA)

• Eco-friendly transport including means, fuel and packaging (FOREVER21,

H&M, UNIQLO, ZARA)

• Using plastic/paper consumer bags made of recycled material (H&M)

Low

• Encouraging customers

to make direct donation

in stores (H&M)

• Energy saving store (design, lighting, heating & cooling system) (H&M,

UNIQLO, ZARA)

• Employee's environmental purification activities (CHEIL, UNIQLO)

• Using renewable energy source in distribution center (H&M)

• In-company sustainable practices awareness campaigns and sustainability

training for sales advisors/buyer/designers (H&M, UNIQLO, ZARA)

• Education for suppliers on sustainability (H&M)

• Reuse/recycling of in-store materials (interior decoration/furniture/hangers/

alarms) (H&M, ZARA)

• Purchasing of eco-friendly non-commercial goods (marketing materials and

decorations) (H&M)

• Reduction of waste in stores (H&M, UNIQ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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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준인 ISO 9001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

였다. 제품 저관련-소비자 고참여 활동으로는 푸른숲가

꾸기 기금 모금 기사에서 “..., 푸른숲가꾸기 캠페인을 실

시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매장마다 계산대 옆에는 푸른

숲가꾸기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기부 저금통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금요일인 그린데이에는 고객

들이 구매한 금액의 1%를 푸른숲가꾸기 기금으로 활용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품 저관련-소비자

저참여 활동으로는 녹색 매장에 대해 “..., 전 매장을 녹색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적은 전기로도 매장을 밝게 유

지할 수 있는 LED 조명, 매장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

리해 주는 통유리창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3) 자료의 수집과 측정

설문 조사대상자로는 SPA 브랜드의 표적소비자인 2,

30대 여성을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수집된 총

232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비율은 20대

와 30대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이들 중 61.2%가 미

혼이고 75.0%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UNI-

QLO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4%가 UNI-

QLO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48.7%가 UNIQLO의 친

환경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200명의 응

답자는 무작위로 시나리오 A, B, C, D 중 하나에 노출되

었고, 각 시나리오별로 50명씩 응답하게 조정하였다. 먼

저 응답자들이 UNIQLO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기사를

2분 이상 읽게 한 뒤, 녹색 소비행동의도와 브랜드 태도

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의 마지막에는 기

사가 연구를 위해 가상으로 조작된 것임을 밝혀주었다.

32명의 응답자는 실험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제집단으

로, 녹색 마케팅과 관련된 시나리오 노출 없이 설문 시작

과 함께 바로 녹색 소비행동의도와 브랜드 태도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브랜드 태도로는 O'Cass and McEwen(2004)의 척도

를 이용한 ‘회의적인/긍정적인/선호하는/좋은/유쾌한’ 문

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여(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

지 않다) 5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녹색 소비행동의

도로는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 브랜드의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의사

가 있다.’와 ‘이 브랜드의 친환경 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

에게 이야기하고 싶다.’의 두 문항을 개발하여 7점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들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이 외에 구체적인 녹색 소비행

동의도를 비교하기 위해 Kim(2013)의 친환경 행동 문항

중 본 연구가 실험에 활용한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세

문항을 활용하여 ‘이 브랜드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

향이 있다.’, ‘이 브랜드의 재활용 코너에 더 이상 안 입

는 옷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이 브랜드의 자연보호 모

금함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하여(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개별 응답치를 각각 활

용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설문지에는 자극물로 활용

된 기사의 조작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사의 활동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 7점

척도(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설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녹색 소비행

동의도와 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1. 실험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활용하

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응답자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

었을 때 실험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응답자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극물인 UNIQLO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네 집단 간 나이(χ
2
=2.27, p>.05), 결혼 여

Table 2. Scenario development

Consumer participation

High Low

Product

relevance

High
Scenario A.

Project to collect worn garments for recycling in stores

Scenario B.

Eco-friendly production management

Low
Scenario C.

In-store fund-raising campaign for nature conservation

Scenario D.

Energy-saving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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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χ
2
=6.06, p>.05), 최종 학력(χ

2
=3.24, p>.05), 직업(χ

2

=19.42, p>.05), UNIQLO 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 여부(χ
2

=1.63, p>.05), UNIQLO 친환경 제품에 대한 노출 여부

(χ
2
=1.25, p>.05), UNIQLO의 친환경 메시지에 대한 노

출 여부(χ
2
=2.79,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시나리오에 대한 조작 검

증을 위해 자극물로 활용된 기사에 언급된 활동이 응답

자에게 충분히 녹색 마케팅 활동으로 느껴졌는지 확인

하고, 또한 네 집단 간 그 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기사 내용의 친환경성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여 네 집단 별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기사마다 응답자

가 모두 친환경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M>5.12), 분산분석 결과 인식 정도에도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F=1.36, p>.05).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녹색 소비행동의도와 브랜드

태도가 녹색 마케팅 자극물에 의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녹색 마케팅에 대한 자극물을 접하지 않은 통제집

단과 자극물에 노출된 실험집단의 녹색 소비행동의도와

브랜드 태도를 비교하였다. 녹색 소비행동의도를 살펴보

면, 통제집단의 평균은 4.16, 실험집단의 평균은 4.64로

나타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t=2.47, df=230, p<.05).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을 접함으로써 스스로 녹색 소비행동에 대

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브랜드 태도를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평균은 4.17, 실험집단의 평균은

4.65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0, df=230, p<.05). 이는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을 접

한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 비해 더 긍정적

인 브랜드 태도를 보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통제집단

과 실험집단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아울러 패션 브랜드가 녹색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과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도 녹색 마케팅이 효과적이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녹색 마케팅에 따른 녹색 소비행동의도의 차이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따라 녹색 소비행동의

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의 독립변수로, 녹색 소비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품 관련성

과 소비자 참여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Table 3). 제품 관련성이 높은 녹색 마케팅을 접한 경

우(M=4.79)에 관련성이 낮은 경우(M=4.50)보다 녹색 소

비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F=3.88, p<.05). 소비자 참

여도가 높은 녹색 마케팅을 접한 경우(M=4.79)가 참여

가 배제된 경우(M=4.49)보다 녹색 소비행동에 대해 더

높은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제품 관

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F=0.44, p>.05), 주효과만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품 관련성의 주효과가 나타난 것은 녹색 제품 개발

과 관련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녹

색 마케팅 방향(Shin & Hong, 2010)이 소비자의 녹색 소

비 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품 관

련 녹색 마케팅은 제품의 개발 외에도 판매, 소비, 폐기

까지 포함하고 있으며(Hong & Koh, 2009), 본 연구의 자

극물 역시 제품의 개발/판매와 제품의 폐기에 관한 내용

임을 고려하면, 패션 브랜드는 제품과 관련된 녹색 마케

팅 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

비자 참여도의 주효과는 마케팅 활동에 소비자가 참여

할 수 있을 때 정서적인 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참여 마케

팅의 효과(Park & Choi, 2012)가 녹색 마케팅을 경험한

소비자의 녹색 소비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패션 브랜드가 녹색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 행

동을 선도하는 녹색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 중심의

활동이면서 소비자가 공동 기획자 혹은 주도자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

Table 3. Effects of consumer participation and product relevance of green marketing on green consumption

intention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Consumer participation (CP) 4.50 1 4.50 4.32 .04

Product relevance (PR) 4.03 1 4.03 3.88 .05

CP*PR 0.46 1 0.46 0.44 .51

Error 203.98 196 1.04

Total 4526.3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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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임을 말해준다.

녹색 소비행동에 대한 녹색 마케팅의 영향력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자극물로 활용한 구체적인 활동

별로 구체적인 실천 행동에 해당되는 친환경 제품 구매

의도, 폐기 제품 재활용 의도, 자연보호 모금함 기부 의

도를 분석하였다. 앞서 확인한 주효과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가 모두 낮은 경우

에 녹색 실천 행동 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원분

산분석 결과, 폐기할 옷의 기부에 대한 유의차가 확인되

었으며, Duncan test 결과에서는 이와 더불어 매장 내의

자연보호 모금함 기부 의사에서도 제품 고관련-소비자

고참여와 제품 저관련-소비자 저참여가 5% 유의수준에

서 차이를 보였다(Table 4). 다만, 다른 경우에는 유의한

차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녹색 패션 제품의 구매 의사

는 녹색 제품 개발 기사에 노출된 경우가(M=4.88), 더 이

상 입지 않는 옷의 기부 역시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노

출된 경우가 가장 높아(M=5.34) 해당 활동과 관련된 기

사에 노출된 경우에 가장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다는 점

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업이 녹색 마케팅을 통해 소비

자의 녹색 소비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객 대상으

로 녹색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장 내의 자연보호 모금함에 기부할 의사에는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녹색 실천에 소

비자가 포기해야 하는 속성이 생길 때 녹색 실천 의사가

낮아지게 되는 점(Moon et al., 2013)을 들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모금 참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노출된 응답

자들은 개인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더욱 분

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참여 의지가 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3. 녹색 마케팅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따라 패션 브랜드에 대

한 소비자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제품 관련

성과 소비자 참여도를 독립변수로, 소비자 태도를 종속

변수로 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 관련성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참여도와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만 확

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의 참여도가 높은 녹색 마케팅을

접한 경우(M=4.87)에 참여가 배제된 경우(M=4.43)보다

그 브랜드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F=6.73, p<

.01), 소비자의 마케팅 참여를 통한 정서적인 공감(Park

& Choi, 2012)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품 관련

성에 따라서는(관련 M=4.71, 비관련 M=4.59)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F=0.63, p>.05). 국내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이 브랜드의 홍보성 활동에 그치

고 있다는 비판(Youn et al., 2011)과 대부분의 브랜드가

소비자 참여가 배제된 활동인 녹색 제품의 개발과 생산

에 몰입하고 있음(Shin & Hong, 2010)을 떠올려 볼 때,

Table 4. Green consumption intention difference by green marketing activities

Green consumption intention
Green marketing

High PR-High CP High PR-Low CP Low PR-High CP Low PR-Low CP F

To purchase green products 4.66 4.88 4.80 4.42 1.15*

To donate used clothes
5.34

A
a

5.16

A

5.12

A

4.60

B
3.01*

To contribute to green fund 4.54 4.34 4.22 3.94 1.96*

*p<.05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p<.05) 

PR: Product relevance, CP: Consumer participation

Table 5. Effects of consumer participation and product relevance of green marketing on brand attitude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Consumer participation (CP) 9.33 1 9.33 6.73 .01

Product relevance (PR) 0.87 1 0.87 0.63 .43

CP*PR 5.51 1 5.51 3.98 .05

Error 271.67 196 1.39

Total 4608.1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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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패션 브랜드는 비판을 받음과 더불어 브랜드 태

도 향상이라는 원하던 효과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브랜드가 녹색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를 함양시키고자 한다면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데에 노

력해야 한다.

한편,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의 상호작용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F=3.98, p<.05), <Fig. 1>에

서와 같이 각 활동에 따른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소비자 참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품 관련성이 낮은 활

동에서 브랜드 태도가 높았으나, 소비자 참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제품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 오히려 높은 브랜

드 태도를 보였다. 브랜드 태도가 가장 높은 녹색 마케

팅은 제품 관련성이 낮으면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M=4.97). 다음으로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참여 활동(M=4.76)과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 비참여 활

동(M=4.66)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 태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난 활동은 제품 관련성이 낮으면서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M=4.20).

이러한 결과는 Kelley et al.(1990)이 주장한 대로 소

비자 스스로에게 사회공헌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노출된 후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인 연상이 이루어지고 우호적인 브랜드 태도를 갖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장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은 제품과도 무관한 것으로, 소

비자가 순수하게 녹색 공헌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는데,

이는 기업 친환경 활동이 순수하게 이타적일수록 가치

를 부여한다는 McDaniel and Rylander(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낮은 활

동은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제품과도 관련이 없는

에너지 절감 매장 운영이었는데, 이 결과는 에너지 절감

매장은 녹색 성취 못지않게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

문에(Kim, 2012) 소비자에게 비교적 이타성이 낮은 활동

으로 인식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SPA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이 환경에

대한 기여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녹색 소비행

동에까지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 브랜드의 대표적인 녹색 마케팅 활동의 효과

를 비교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기업 입

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SPA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활동을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의 참여도에 따라 구분하고,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에 따라 녹색 소비행동의도와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녹색

소비행동의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제품 관

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는데,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가 모두 녹색 소비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브랜드 태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소비자 참여도가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고. 제품 관련

성과 소비자 참여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브랜드

태도는 제품 비관련-소비자 참여일 때 가장 높았으며, 제

품 고관련-소비자 고참여, 제품 고관련-소비자 저참여,

제품 저관련-소비자 저참여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PA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에 대한 소

비자 반응을 녹색 소비행동과 브랜드 태도의 두 가지 측

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패션 브랜드가 소비자의 녹색 생

활을 선도할 수 있는가’와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마케팅

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가 녹색 마케팅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 확인

한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케팅 전

략들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선행기초연구를 바

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녹색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의 연구주제가 대부분 녹색 제품의 개발

과 판매 등에 집중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제품 관

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에 따라 다양한 녹색 마케팅 활동

을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여 녹색 마케팅 분야

의 연구대상이 되는 녹색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특

히, 소비자의 참여가 브랜드 태도와 녹색 소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주로 패션 브랜드의 녹색

매장, 녹색 상품 등 녹색 활동 실행에 있어 소비자가 배

제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친환경 연구 분야

에서 소비자 참여 여부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Fig. 1. Interaction of product relevance and consu-

m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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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구체적인 녹색 마케팅 활동을 확인한

결과, 국내 브랜드는 아직 녹색 마케팅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실행이 미비한 반면, 해외 SPA 패션 브랜드

의 경우, 원료 수급, 생산 공정, 물류, 매장 판매, 폐기 제

품의 재활용, 환경보호 지원 사업 등 매우 다양한 수준

의 활동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

라는 데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브

랜드의 경우에도 한국어로는 이러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

우가 거의 드물어 패션 기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국내의

기준 및 소비자의 기대가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으

며, 글로벌 기업 역시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친환경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

내 패션 브랜드는 녹색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녹색 마케팅

을 접한 소비자가 녹색 소비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고,

브랜드 태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패션 브랜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녹색 마케팅 활동을 개발하고자

하는 패션 브랜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패션

브랜드는 녹색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 생활에 기

여하고, 녹색 소비에 대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사

의 녹색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품 관련성이 높고, 소비자 참여

도가 높은 녹색 마케팅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즉,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소비자 스스로 재활용을 위해 기부

하고 브랜드가 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활동이나 녹

색 제품 개발에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패션 브랜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녹

색 제품에 대한 디자인 페스티벌 등의 활동 역시 여기에

해당되지만, 다수의 일반 소비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된

다는 점에서 브랜드의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더 이상 입

지 않는 옷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옷으로 바꾸

는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업사이클링

을 활용한 녹색 마케팅 활동을 개발하는 것도 그 대안

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마케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녹

색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홈페이지나 매장 내에서 자사

의 녹색 마케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프로

모션을 실시하고 있듯이 국내 패션 브랜드 역시 활동의

개발과 수행 외에도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 패션

브랜드는 녹색 마케팅이 환경에 대한 기여나 사회적으

로 녹색 소비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브랜드의 성장에도 실질적

으로 도움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패션 브랜드는 녹색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를 높여 매장의 방문과 제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중 제품과 관련이 적은 활

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우호적인 소비자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모금 및

판매액 기부, 자연보호 자원봉사, 고객 대상의 친환경

교육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패션 브랜드가 한정된 자원으로 녹색 마케팅을 실행

하고자 할 때, 녹색 마케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제

품 중심의 활동이나 소비자 참여 중심의 활동 혹은 이

들의 조합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활동을 개발하고 투자

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SPA 브랜드의 실제 녹색 마케팅 활동

사례를 실험에 활용하여 외적 타당성을 높였기 때문에

자극물 개발에 활용된 네 가지의 녹색 마케팅 사례의 영

향력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녹색 마케팅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품 관련성과

소비자 참여도의 두 변수를 활용하여 녹색 마케팅 효과

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활동 사례에 따른

효과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녹색 경영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기업 리포트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국내 브랜드의 관심이 부족한 상

황에서 본 연구가 녹색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

써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가 녹색 마케팅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본

연구에 활용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녹색 마케팅 활동 사

례의 효과를 살펴본다면 패션 브랜드에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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