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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thical fashion consumption factor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ac-

tors to segment consumer groups by ethical fashion consumption (EFC) and identify differences of EFC

groups in the perception of CSR and demographics. I surveyed 390 people over age 20 in February and

March, 2017. Data were analyzed with factorial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LSD, Chi-square, Cron-

bach's α, using SPSS 20.0. The survey showed. 1) Five EFC factors (boycott/active purchase, donation/env-

ironmental protection, saving, legal consumption, and recycle) were extracted. 2) Four CSR factors (respon-

sibility for stakeholder, ethic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ocial/charitable responsibility, and economic

responsibility) were extracted. 3) EFC consumers were classified into four segments (low ethic, recycle, le-

gal, and high ethic). 4) The perception of CSR factors was different among EFC groups. 5) The distribution

of age level, education level, occupation, monthly purchase cost of clothing, and religion were different among

EFC groups.

Key words: Ethical fashion consump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emographics; 윤리적 패션소

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구통계적 변인

I. 서 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구조 하에 산업이 고도로 발

전함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인 편파적 분배, 사회적 약자

로서 소외계층 대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환경

파괴와 자원고갈 등의 생태학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

었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생존 전략 중 하나

로 대두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윤리적 소비가 관심 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Ko, 2010).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만(Hong & Shin 2010), 최근 들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환경적인 또는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Cowe &

Williams, 2001). 윤리적 소비는 영국 및 유럽에서 시작

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는 착한 소비라는 용어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전에 소비자의 사회책임적 소비행동으로는 환경친화

적 소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환경뿐 아니라 노동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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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공정무역, 소비의 절제, 기

부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Hong &

Song, 2010).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

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

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증가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기업이 지출한 사회공헌규모는 2조 6,70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

ries, 2015).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할 때 윤리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기업에서는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기업

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변

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패션산업분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로 제품생산 공정의 오염문제,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의

한 대량 쓰레기 매립 및 소각, 저임금 국가의 노동착취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들이 등장하면서 패션

산업에서는 윤리적 패션과 관련된 재활용이나 공정무

역, 지속가능경영 등의 다양한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Son,

2016). 그리고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예술후원,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공정한 생산 및 무역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대안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디자

인이나 제품라인의 개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Choi

& Lee, 2009).

윤리적 소비는 착한 소비, 지속가능소비라고도 지칭

되고, 지속가능소비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LOH-

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고 불리어지

며 이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Chun et al., 2012;

Koh, 2009; Park,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착한 경영

이나 지속가능발전, 기업의 사회공헌 등의 용어로도 혼

용되어 왔다(Huh et al., 2013; Park & Lee, 2012; Son,

2016).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패션분야의 윤리적 소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들(Jang, 2013; Ko,

2010), 윤리적 패션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Koh,

2009; Lee & Johnson, 2007; Lee, 2004; Park, 2011) 윤

리적 패션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

(Callen & Ownbey, 2003; Koh & Noh, 2009; Lee & Noh,

2007; Moon et al., 2013; Suk & Lee, 2013),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들(Ahn & Ryou, 2011, 2013;

Choi & Sung, 2013; Jung & Lee, 2009; Son, 2016; Son

& Yoon, 2016), 그리고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비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들(Chung & Lee,

2015; Kang & Kim, 2012; Lee & Kim, 2011; Na, 2016)

이 있다.

윤리적 소비에 의한 소비자들을 세분화한 Hong and

Shin(2011)의 연구에 의하면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들을

세분화할 수 있는 좋은 변인이며 세분집단들 간에 인구

통계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

연구들(Chung & Lee, 2015; Na, 2016)에 의하면 소비자

들의 친환경 패션소비나 친사회적 패션소비는 패션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윤리적 패션소비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

화할 수 있고 세분화된 집단들 간에는 패션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적 변인들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추론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이 집단들 간의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적 변인들의 차이를 밝히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패션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윤리적 소비에 따른 시장세

분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윤리적 패션소비

Cowe and Williams(2001)는 윤리적 소비를 상품이나 서

비스를 선택할 때 환경적인 또는 윤리적인 고려를 하는

소비라고 하였으며, Wikipedia(2016)는 윤리적 소비를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윤리적 가치판

단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Harrison et al.

(2005)은 윤리적 소비를 윤리적 구매행동에 초점을 두어

분류하였는데 첫째, 비윤리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

매를 거부하는 불매행동, 둘째, 윤리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적극적 구매행동, 셋째,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윤리적 정보를 활용하는 검열구매,

넷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윤리적 요구를

고려하는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구매인 관계구매, 다섯째,

지속불가능한 상품은 피하고 가능한 DIY 상품을 이용

하는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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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리적 구매행동에 초점을 두었던 윤리적 소

비의 개념은 구매뿐 아니라 사용, 처분 등의 소비의 전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Hong and Song(2010)은 윤리적 소

비를 환경친화적 소비와 사회적 의식 있는 소비의 개념

들과 구분하였다. 환경친화적 소비는 세 가지 개념 중 가

장 작은 영역의 개념으로 윤리적 소비의 책임영역 중 지

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소비의 개념으

로, 사회적 의식 있는 소비는 환경친화적 소비보다 넓은

개념으로 환경뿐 아니라 동시대 인류를 위한 책임을 포

함한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윤리적 소비는 자원의 배

분, 구매, 사용, 처분 등까지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소비

행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윤리적 소비행동을 소비과정에

따라 첫째, 윤리적 투자, 나눔과 기부 등의 자원배분행동,

둘째, 친환경적 제품구매, 불매운동 등의 구매행동, 셋째,

에너지 ·물 절약 등의 사용행동, 넷째, 분리수거, 재활용

및 중고제품 이용 등의 처분행동, 다섯째, 소비 전 과정

의 자발적 간소화로 구분하였다.

Chun et al.(2012)은 윤리적 소비는 환경과 사회에 바

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이며, 윤리적 제품을 구

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윤리를 지키는 것, 비윤리적

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절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

눔과 같은 소비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

았다. Low and Davenport(2007)는 윤리적 소비의 세 가

지 핵심영역으로 첫째, 경제적 지역주의와 반아동노동

과 같은 인간/사회적 복지와 둘째, 동물실험을 하지 않

은 화장품과 반모피운동 등의 동물복지 셋째, 낮은 에너

지 소비제품과 지속가능한 산림 등의 환경적 복지를 제

시했다.

윤리적 소비를 패션에 적용한 Joergens(2006)는 윤리

적 패션을 공정무역과 착취가 없는 노동조건에서 생산

되고 생분해성이나 유기농 면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이나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패션으로 정의하고, 심층

면접법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응답자들이 패션소비에 있

어 윤리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들의 구매결

정에는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oon et al.(2013)은 윤리적 패션소비를 친환경, 공정거

래, 사회공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연구한 결과,

윤리적 패션제품소비와 관련된 혜택지각이 윤리적 패

션소비태도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속가능

한 패션소비를 연구한 Suk and Lee(2013)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패션소비행동으로 3개의 요인들, 즉 구매사

용행동, 불매행동, 그리고 관리처분행동이 도출되었으

며, 패션소비자의 가치와 지식이 지속가능한 패션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행동 척도를 상거래에서의 윤리적 소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윤리적 소비,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

적 소비로 구성하여 대학생들을 윤리적 소비행동에 따

라 세분화한 Hong and Shin(2011)의 연구에서는 전 영역

적극집단과 전 영역 평균집단, 미래지향집단, 상거래윤

리지향집단, 그리고 전 영역 소극집단으로 나타났다. 이

들 집단들 간에는 인구통계적 변인인 연령과 소득, 성별,

학력, 종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Suk and Lee(2013)

의 연구에서는 20대보다 40대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패션제품의 구매와 사용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윤리적 소비는 인간

과 사회복지, 동물복지, 환경적 복지를 포함하며, 친환경

과 공정무역 상품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매와 불매, 사

용과 관리, 분리수거 등의 처분, 소비 전 과정의 간소화,

나눔과 기부의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리적 소비에 따라 소비자들을 세분화할 수 있으

며 이들 세분집단들 간에는 인구통계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제품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Tracy & Oskamp, 1983-84), 윤리

적 패션소비에 대한 연구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이 도입

되고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세

분집단들 간의 인구통계적 변인의 차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은 1950년대에 최초로

Bowen(1953)에 의해 우리 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

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적합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로 정의내려졌다. Carr-

oll(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해 기대하는 경제적, 법적, 윤

리적, 자선적 책임에 부응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Carroll and Buchholtz(2002)는 기업의 사

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수행해야하는 다양한 활동영역 가

운데서 기업의 전통적이며 본질적인 경제활동을 넘어서

기업의 의무가 아닌 사회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Dahlsrud(2008)는 환경적 차원

과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이해관계자 차원, 자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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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Swaen and Chumpitaz(2008)는

자선적 활동과 환경존중, 소비자 존중, 종업원 존중으로

구분하였다. Shin(2003)은 사업측면과 구성원 측면, 고객

측면, 사회측면으로, Chang and Chaiy(2007)는 운영투명

성, 직원복지 지원, 지역사회 봉사, 고객지원활동, 환경보

호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Huh et al.(2013)은 착한경영의 구성요소로 배려경영,

진정성경영, 공익경영으로 제시하고 배려경영과 진정성

경영은 이해관계자 관점의 사회적 책임활동에서 간과하

고 있던 종업원과 고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착

한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공익경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진정경영과 배려경영인 것으

로 나타났다. Park and Lee(2012)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경제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으로 구분하고 공정무역 제품의 신뢰, 구매

의도, 프리미엄가격 지불의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법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 자선적 차원, 환경적

차원들은 공정무역 제품의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공정무역 제품의 신뢰는 구매의도와 프리미엄가격 지

불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Jung and Lee(2009)는 문헌조사와 패션전공자 및 실무자

들을 대상으로 한 Focus group interview(FGI)를 통하여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서는 5가지 유형, 즉 기부성 판매 ·모금활동, 장

학 ·문화 봉사활동, 소비자 보호활동, 재활용 ·친환경 활

동, 윤리적 책임활동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중 재활용

·친환경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ang and

Kim(2012)의 연구에서는 패션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

동은 사회봉사적, 소비자 보호적, 법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패션브랜드

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브랜드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Kim(2011)의 연구에

서는 사회적 패션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환경보호

와 사회공헌, 소비자 경제책임, 지역문화활동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소비자 경제책임이 기업의 신뢰도와 호

감만족도 그리고 친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업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분석한 Ahn and Ryou(2011)의 연구에서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경영활동으

로 정의하고 연매출 기준 100대 국내 패션기업의 웹사

이트를 분석한 결과에서 경제영역에 포함된 이슈 28개

(12.3%), 환경영역의 이슈가 38개(16.7%), 사회적 영역에

대한 이슈가 162개(71.0%)로 나타나 국내 패션기업들은

사회적 영역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다음이 환

경영역이고, 경제적 영역의 책임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and Sung(2013)의 연구에서는 패

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소비자 보호, 인권보호, 환경보호, 사회공헌으로 분류하

고 패션기업의 규모별 사회적 책임활동을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업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의 기업에서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소비자 보호, 인권보호, 환경보호가 많

았고, 5천억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봉사활동이나 현물 ·

현금 지원, 문화 ·예술 지원과 같은 자선적 사회공헌활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hn and Ryou(2013)의 연구에서는 패션기업의 7개의

사회적 책임활동 영역들, 즉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내

부 관리적, 자선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 영역이 추출되

었으며,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역 간의 소비자 기대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내부 관리적 영역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경적, 윤리적, 사

회적, 자선적, 법적 기대 순이고, 경제적 영역에 대한 기

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브랜드자산에

는 윤리적, 환경적, 내부 관리적, 경제적 기대가 많은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선적 기대와 법적 기대

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활동과 친환경 패션제

품소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Chung and Lee(2015)

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은 친환경 소비

의식을 형성하고 친환경 패션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

하여 친환경 소비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소비행동은 구매를 통하여 기업이 계속해

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이 사회관계성과 친사회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Na(2016)의 연구에서

는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 요인으로 경제

적 노력, 관계적 노력, 창조적 노력, 그리고 순환적 노력

이 추출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은 사회관계

성에, 사회관계성은 친사회적 소비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션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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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경제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 이해관계자 책

임(소비자, 종업원 등), 사회적 책임 등으로 분류되었다.

기업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책임활동 영역에 차이가 있

었으며,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은 기업의 신뢰도나 구매의도, 브랜드충성도, 브랜드

자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패

션소비와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소비자들은 자신의 윤리

적 패션소비의 유형에 따라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패션소비와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의 차

원과 정도를 밝히고,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라 소비자 집

단을 세분화하여 세분집단들 간의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인구통계적 변인들의 차이

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20대 이상 소비자들의 윤리적 패션

소비의 차원과 정도를 밝힌다.

연구문제 2. 국내 20대 이상 소비자들의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정

도를 밝힌다.

연구문제 3.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한다.

연구문제 4. 윤리적 패션소비 세분집단들 간의 패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밝힌다.

연구문제 5. 윤리적 패션소비 세분집단들 간의 인구

통계적 변인들(성별, 나이, 직업, 교육,

결혼여부, 수입, 의복구입비 지출, 종교,

거주지)의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설문지의 윤리적 패션소비에 관한 문항들은 선행연구

들(Hong & Shin, 2011: Park & Lee, 2012; Park, 2011;

Suk & Lee, 2013)의 문항을 참고로 인간과 사회복지, 동

물복지, 환경적 복지, 구매와 불매, 사용과 관리, 분리수

거 등의 처분, 소비 전 과정의 간소화, 나눔과 기부 등에

관련된 30문항을 구성하고,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식에 대한 문항들은 선행연구들(Ahn & Ryou, 2013; Huh

et al., 2013; Park & Lee, 2012)의 문항들을 참고로 경제

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환경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등에 관련된 21문항을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 문항들은 성별과 나이, 결

혼여부, 학력, 직업, 소득수준, 월 의복구입비, 종교, 거주

지에 관한 9문항으로 구성하여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는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7년 2월과 3월에 서울과 경기,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추출방법으로 지인들을 통하여 설문지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400부였으며 불충

분한 응답을 제외한 380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남자

186명(48.9%), 여자 194명(51.1%)이었으며, 20대 138명

(36.3%), 30대 138명(36.3%), 40대 67명(17.6%), 50대

이상이 38명(10.0%)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79명

(47.1%), 미혼이 200명(52.6%), 기타가 1명(0.3%)이었

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32명(8.4%), 대학생이 100명

(26.3%), 대학교 졸업이 202명(53.2%), 대학원 재학 ·졸

업이 46명(12.1%)이었다. 직업은 학생 104명(27.4%), 전

문직 86명(22.6%), 주부 14명(3.7%), 사무직 52명(13.7%),

판매 ·서비스직 93명(24.5%), 기타 31명(8.21%)이었다.

월 평균소득은 200만 원 미만 81명(21.3%), 200만 원에

서 400만 원 미만 105명(27.6%),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미만 117명(30.8%),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미만 41명

(10.8%),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20명(5.3%),

1,000만 원 이상이 16명(4.2%)이었다. 월 의복구입비는

10만 원 미만 129명(33.9%), 1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

131명(34.5%), 2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57명(15.0%),

3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 33명(8.7%), 4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 22명(5.8%), 50만 원 이상이 8명(2.1%)이었고,

종교는 기독교 142명(37.4%), 불교 34명(8.9%), 천주교

47명(12.4%), 무교 149명(39.2%), 기타 8명(2.1%)이었다.

거주지는 서울/경기 지역 209명(55.0%), 충남 ·북 지역

163명(42.9%), 전남 ·북 지역 1명(0.3%), 경남 ·북 지역

6명(1.6%), 강원 지역 1명(0.3%)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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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군집분석, 분산분석, LSD, 교차분석(Chi-square), 빈

도분석, 신뢰도 검증(Cronbach's ) 등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윤리적 패션소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요인

분석 결과

1) 윤리적 패션소비 요인

윤리적 패션소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

리맥스회전법에 의한 주성분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

통성이 낮은 3문항들을 제거하고 27개의 문항들로 요인

분석한 결과, 고유치 1.000 이상인 5개의 요인들이 추출

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문항과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

산,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요인 1은 환경문제에 무책임한 기업이나 반사회적, 비

윤리적 패션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문항들과

윤리적 패션기업이나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 공

정무역을 실행하는 기업의 패션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하겠다고 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불매/적극적 구매’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이나 빈곤

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의 구매, 에코백의 사용,

유기농 패션상품의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기부/환

경보호’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의복의 장기간 착용, 의

복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절

약’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패션 복제품의 비사용,

카피한 제품의 비구매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합법

적 구매’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

출, 재활용을 위한 기부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재활용’으

로 명명하였다. 5개 요인에 의한 분산은 59.289%이며, 요

인별 신뢰도 계수는 .982에서 .611로 나타나 문항들은 신

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에 의하면 기부/환경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요인들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윤리

적 패션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활용(3.35)과 절약(3.34)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

고, 다음이 합법적 구매(3.17), 불매/적극적 구매(3.00)이

며, 기부/환경보호(2.57)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과 절약에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재

활용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교육에 의한 효

과 그리고 최근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과 무

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Hong and

Shin(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

동수준은 중간 점수 내외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층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요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요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리맥스회전법에 의한 주성

분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00 이상인 4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문항과 요인부하

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고객지향, 인재존중, 고객의 가치증진, 내부

직원의 자율성 보장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이해관계

자에 대한 책임’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법률의 악

용방지, 윤리적 원칙준수, 환경보호의 의무, 깨끗한 환경

유지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윤리적/환경적 책임’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사회적 ·문화적 활동지원,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 자선적 활동에 자원할당,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사회적/자선적 책

임’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기업의 이익, 계약상의

의무수행, 생산비용의 관리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경제적 책임’이라 명명하였다. 4개 요인들에 의한 분산

은 60.171%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71

에서 .561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Dahlsrud(2008)의 연구결과에서 환

경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이해관계자 차원,

자선적 차원으로 구분한 것과 비교하면 사회적 차원과

자선적 차원이 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 and Sung(2013)의 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

구에서 법적인 책임이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이 3.7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이 4.2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윤리적/환경적 책임(4.17), 사회적/자선적

책임(4.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책임(3.79)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Ahn and Ryou(2013)의 패

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영역 간의 소비자 기대수준의 차

이를 비교한 결과에서 내부 관리적 영역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경적, 윤리적 영역, 사회적,

자선적, 법적 영역 순이고 경제적 영역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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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hn and Ryou(2011)의 연구에서 국내 패션기업들

은 사회적 책임활동 영역들 중 사회영역에 대한 책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영역의

책임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

할 때, 기업들이 적절한 사회적 책임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Ethical fashion consumption factors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Boycott/

Active

purchase

Do not buy irresponsible corporate fashion products on env-

ironmental issues.
.763

6.569
24.330

(24.330)
.982

Do not buy fashion products from companies that cause so-

cial problems.
.744

We do not purchase fashion products that violate workers'

human rights or are produced in a harsh environment.
.727

Do not buy products from unethical fashion companies. .718

Try to buy products of ethical fashion enterprise. .701

Try to buy clothes that are produced with fair wages. .687

Use clothing or cosmetics produced through Fair Trade. .685

I buy ethical fashion products even at a rather expensive pri-

ce.
.672

Do not buy fashion goods related to animal abuse. .644

Purchase fashion goods that do not harm the environment in

distribution process.
.631

Purchase fashion goods that can help people with disabilit-

ies.
.591

Do not buy fashion goods from companies that do not con-

tribute to society.
.566

Don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sake of saving, we use rental goods which we do not

wear frequently.
.657

3.634
13.459

(37.789)
.790

We purchase fashion goods that can be donated through pur-

chasing.
.644

I try to buy fashion goods that can help the poor. .586

Use eco bags to reduce the use of vinyl when shopping. .583

I use fashion products made with recycled materials .569

I buy organic fashion products. .566

Wash clothing using detergents that reduce environmental pol-

lution.
.402

Saving

Clothing should be repaired as long as possible. .746

2.301
8.522

(46.311)
.727

Reduce the purchase of short-lived clothing such as fast fas-

hion.
.724

I try to reduce the consumption of excessive fashion goods. .700

We make concrete efforts to reduce consumption of fashion

goods.
.589

Legal

consumption

Do not buy a fashion counterfeit. .847
1.869

6.923

(53.234)
.750

Do not buy fashion goods that copy other designs. .787

Recycle
Separate and discharge fashion products for recycling. .758

1.635
6.055

(59.289)
.611

Donate clothes for recycling.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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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른 세분집단

소비자들을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하

여 K평균군집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집단으로 분

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집 1은 불매/적극적 구매와 기부/환경보호, 절약, 합

법적 구매, 재활용 요인들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여 ‘저윤리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380명 중 52명

(13.7%)이 포함되었다. 군집 2는 재활용 요인과 절약 요

인에 높은 점수를 보여 ‘재활용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117명(30.8%)이 포함되어 규모가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은 합법적 소비 요인에 높은 점수를 보여 ‘합법적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117명(30.8%)이 포함되어 재

활용 집단과 함께 규모가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 4

는 모든 윤리적 소비 요인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고윤리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94명(24.7%)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른 세분집단들의 패션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윤리적 패션소비 집단들의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Table 2.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factors of the fashion corporate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Responsibility

for stakeholder

Customer-oriented activities should be done. .765

4.519
21.519

(21.519)
.871

They must respect human resources. .757

They must strive to increase the value of our customers. .738

They must build customer's trust. .674

They must plan for the long-term success of the enterprise. .665

Do not commit ethical standards to achieve corporate goals. .523

The principles set by the regulatory system must be follow-

ed.
.479

Ensure autonomy of internal staff. .375

Ethical/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Do not abuse the law. .757

3.523
16.778

(38.297)
.827

Ethical principles must be obeyed. .744

The du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be fulfilled. .637

Contribute to maintaining a clean environment. .630

Though they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perform-

ance, they must be ethically managed.
.589

Social/

Charitable

responsibility

They must support the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re-

gion.
.751

3.036
14.457

(52.754)
.841

It should help solve social problems. .736

Allocate necessary resources for charitable activities. .636

We must grow together with small business that are cooper-

ating.
.549

The resource environment must be considered. .515

Economic

responsibility

They must strive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 enterprise. .864

1.558
7.417

(60.171)
.561They must fulfill contractual obligations. .567

Production costs must be strictly controlled.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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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LSD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세분집단들은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든 요인들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환경적 책임, 사회적/자선적 책임에서는 유의도 .001 수

준에서, 경제적 책임에서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이 고윤리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저윤리 집단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활용 집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책임, 윤

리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고 사회적/

자선적 책임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중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집단은 이해관계자

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은 다

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사회적/

자선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집단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집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에서 3.65 이상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해관계자

에 대한 책임은 모든 집단에서 4.05 이상 평균을 보이고

있어, <Table 3>에 대한 해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패

션소비자들의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인

식을 보여주고 있다.

4.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른 세분집단들의 인구통

계적 특성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른 세분집단들의 인구통계적 특

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세분집단들 간에는 월 의복구입비

에서는 .001 유의도 수준에서, 나이와 교육에서는 유의

도 .01 수준에서, 직업과 종교에서는 .05 수준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결혼여부, 가정의 월 수

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저윤리 집단에는 30대가, 재활용

집단과 합법적 집단에는 20대가, 고윤리 집단에는 40대

와 50대 이상이 기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에 따른 차이는 저윤리 집단에는 대학교 졸업이, 재활용

Table 3. Group segmentation according to ethical fashion consumption

 Variables

Group1

Low ethic

(n=52)

Group2

Recycle

(n=117)

Group3

Legal

(n=117)

Group4

High ethic

(n=94)

F

Boycott/Active purchase 2.17 (.52) C 2.99 (.52) B 2.88 (.53) B 3.63 (.54) A 088.98***

Donation/Environmental protection 1.97 (.46) D 2.57 (.46) B 2.34 (.43) C 3.18 (.54) A 089.82***

Saving 2.61 (.57) C 3.36 (.60) B 3.23 (.59) B 3.87 (.58) A 053.46***

Legal consumption 1.88 (.53) D 2.52 (.56) C 3.76 (.56) B 3.96 (.61) A 241.45***

Recycle 2.26 (.65) D 3.75 (.52) B 2.75 (.63) C 4.19 (.54) A 187.10***

***p<.001

LSD multiple range test results: A>B>C>D

Table 4. Differences in CSR perception among ethical consumption groups

 Variables

Group1

Low ethic

(n=52)

Group2

Recycle

(n=117)

Group3

Legal

(n=117)

Group4

High ethic

(n=94)

F

Responsibility for stakeholder 4.05 (.67) B 4.29 (.45) A 4.15(.45) B 4.38 (.43) A 6.79***

Ethical/Environmental responsibility 3.91 (.61) C 4.21 (.48) AB 4.13 (.48) B 4.32 (.47) A 8.05***

Social/Charitable responsibility 3.90 (.59) BC 4.03 (.52) B 3.85 (.47) C 4.20 (.49) A 9.14***

Economic responsibility 3.65 (.59) B 3.83 (.56) A 3.75 (.53) AB 3.89 (.48) A 2.64***

*p<.05, ***p<.001

LSD multiple range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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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합법적 집단에는 대학교 재학이, 고윤리 집단에

는 대학원 재학 ·졸업과 고졸이 기대치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는 저윤리 집단에는

판매 ·서비스직이, 재활용 집단에는 학생이, 합법적 집

Table 5. Demographic differences of ethical fashion consumption groups

 Variables
Group1

Low ethic

Group2

Recycle

Group3

Legal

Group4

High ethic
Total χ

2

Gender
Male 31 (25.5) 58 (57.3) 53 (57.3) 44 (46.0) 186

03.182
Female 21 (26.5) 59 (59.7) 64 (59.7) 50 (48.0) 194

Age

20s 19 (18.7) 46 (42.2) 49 (42.2) 23 (33.9) 137

26.448**
30s 23 (18.7) 43 (42.5) 44 (42.5) 28 (34.1) 138

40s 9 (09.2) 19 (20.6) 15 (20.6) 24 (16.6) 67

50 or more 1 (05.2) 9 (11.7) 9 (11.7) 19 (09.4) 38

Marital

stage

Married 24 (24.6) 52 (55.3) 48 (54.8) 55 (44.4) 179
06.781

Single 28 (27.4) 65 (61.7) 68 (61.2) 39 (49.6) 2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2 (04.4) 11 (09.9) 7 (09.9) 12 (07.9) 32

22.687**
College school student 12 (13.7) 34 (30.8) 35 (30.8) 19 (24.7) 100

College school graduation 37 (27.6) 61 (62.2) 61 (62.2) 43 (50.5) 202

Graduate school student/graduation 1 (06.3) 11 (14.2) 14 (14.2) 20 (11.4) 46

Occupation

Student 11 (14.2) 35 (32.0) 37 (32.0) 21 (25.7) 104

25.266*

Specialized job 11 (11.8) 26 (26.5) 23 (26.5) 26 (21.3) 86

Housewife 0 (01.9) 4 (04.3) 3 (04.3) 7 (03.5) 14

Office job 4 (07.1) 16 (16.0) 14 (16.0) 18 (12.9) 52

Sale/Service 20 (12.7) 25 (28.6) 34 (28.6) 14 (23.0) 93

The rest 6 (04.2) 11 (09.5) 6 (09.5) 8 (07.7) 31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17 (11.1) 29 (24.9) 17 (24.9) 18 (20.0) 81

18.816

2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11 (14.4) 35 (32.3) 32 (32.3) 27 (26.0) 105

4 million won-less than 6 million won 12 (16.0) 32 (36.0) 44 (36.0) 29 (28.9) 117

6 million won-less than 8 million won 9 (05.6) 12 (12.6) 12 (12.6) 8 (10.1) 41

8 million won-less than 10 million won 1 (02.7) 7 (06.2) 7 (06.2) 5 (04.9) 20

More than 10 million won 2 (02.2) 2 (04.9) 6 (04.9) 7 (04.0) 16

Monthly

purchase

cost of

clothing

Less than 100,000 won 18 (17.7) 59 (39.7) 21 (39.7) 31 (31.9) 129

55.658***

More than 100,000 and less than 200,000 won 20 (17.9) 31 (40.3) 37 (40.3) 43 (32.4) 131

More than 200,000 and less than 300,000 won 8 (07.8) 17 (17.6) 23 (17.6) 9 (14.1) 57

More than 300,000 and less than 400,000 won 3 (04.5) 7 (10.2) 15 (10.2) 8 (08.2) 33

More than 400,000 and less than 500,000 won 3 (03.0) 1 (06.8) 16 (06.8) 2 (05.4) 22

More than 500,000 won 0 (01.1) 2 (02.5) 5 (02.5) 1 (02.0) 8

Religion

Christian 17 (19.4) 47 (43.7) 34 (43.7) 44 (35.1) 142

21.314*

Buddhism 3 (04.7) 7 (10.5) 16 (10.5) 8 (08.4) 34

Catholic 6 (06.4) 11 (14.5) 18 (14.5) 12 (11.6) 47

Atheism 23 (20.4) 50 (45.9) 49 (45.9) 27 (36.9) 149

The rest 3 (01.1) 2 (02.5) 0 (02.5) 3 (02.0) 8

*p<.05, **p<.01, ***p<.001

( ): Expecte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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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는 대학생과 판매 ·서비스직이, 고윤리 집단에는 전

문직과 주부, 사무직이 기대치보다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의복구입비에 따른 차이에서는 재활용 집

단에는 월 10만 원 미만이, 합법적 집단에는 월 20만 원

이상의 모든 집단들이, 고윤리 집단에는 월 10만 원 이

상~20만 원 미만의 집단이 기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이에서는 저윤리 집단에

는 무교인이, 재활용 집단에는 기독교인과 무교인이 기

대치보다 많았고, 합법적 집단에는 불교인과 천주교인,

무교인이, 고윤리 집단에는 기독교인이 기대치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uk and Lee(2013)의 연구에서 20대

보다 40대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패션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ong and Shin(2010)의 연구

에서 윤리적 소비행동 집단들 간에 연령과 학력, 종교

에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이들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과 성별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저윤리 집단에 무교인이 많이 포함된 것은 신앙심이

낮을수록 패션제품의 소비윤리가 낮게 나타난 Lee and

Noh(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인데 이는 종교단

체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V. 요약 및 결론

국내 패션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와 패션기업의 사회

적 책임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세 이상 남

녀 소비자 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에서 윤

리적 패션소비 세분집단들 간에는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적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적 패션소

비는 5개의 하위요인들, 즉 불매/적극적 구매, 기부/환경

보호, 절약, 합법적 구매, 재활용으로 분류되었다.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3.35)과

절약(3.34)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다음이 합법적 구매

(3.17), 불매/적극적 구매(3.00)이며, 기부/환경보호(2.57)

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4개의 하위요인들, 즉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 윤리적/환경적 책임, 사회적/자선적

책임, 경제적 책임으로 분류되었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이 3.7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은 기업

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이

4.2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윤리적/환경적 책임(4.17), 사

회적/자선적 책임(4.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책

임(3.7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을 윤리적 패션소비에 따라 세분화한 결과

에서는 모든 윤리적 소비 요인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고윤리 집단(94명, 24.7%)과 재활용 요인과 절약

요인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재활용 집단(117명, 30.8%),

합법적 소비 요인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합법적 집단

(117명, 30.8%), 모든 윤리적 소비 요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저윤리 집단(52명, 13.7%)의 4개 집단들

로 유형화되었다.

윤리적 패션소비의 세분집단들은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4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인식이 고윤리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윤리 집단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

용 집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책임, 윤리

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고 사회적/자선

적 책임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집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은 다른 집

단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사회적/자선

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집단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집단

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 3.65 이상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은 모

든 집단에서 4.05 이상 평균을 보이고 있어,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세분집단들 간의 인구통계적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나이와 교육, 직업, 종교, 월 의복구입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결혼여부, 가정

의 월 수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윤리 집단에는 30대의 대학을 졸업한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무교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재활용 집단에는 20대의 대학생으로 기독교인과 무

교인이 많았으며, 10만 원 이하의 월 의복구입비를 사용

하는 소비자가 많이 포함되었다. 합법적 집단에는 20대

의 대학생과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불교인과 천주

교인, 무교인이 많았으며, 의복구입비로 20만 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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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집단들의 소비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고윤리

집단에는 40대와 50대 이상의 대학원 재학 ·졸업자와 고

졸자, 전문직과 주부, 사무직, 그리고 기독교인이 많이 포

함되었으며, 월 의복구입비로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

만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 전

략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패션소비자들은 윤

리적 소비유형에서 재활용과 절약에 관련된 소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패션기업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거나 기부하는 의복들을 활용할 방안들을 모

색하고 수선이나 리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

의 윤리적 소비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기 보다는 저렴하고 오래 착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합

법적 구매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복제품이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근절하고 창의적이고 합법적인 제품생

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부나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는 가장 낮게 나타나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마케팅

전략 개발,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기부나 환경보호에 관

련된 패션소비를 증대시켜 가야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평

균점수는 윤리적 소비의 평균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소비자 자신들의 윤리적 소비의 실천보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패션기업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

임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와 관련된 패션상

품을 개발해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 책임활동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

한 책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윤리적/환경적 책

임, 사회적/자선적 책임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인간 중

심의 사업을 구상하고 환경과 사회의 안녕을 중요시하

는 마케팅 전략들을 수립해 간다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패션소비의 세분집단들의 특징과 이들을 위한

집단별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윤리적 소비 요인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고윤

리 집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24.7%가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이상의 고졸이나 대학원 재학 ·졸

업의 학력을 가진 전문직과 주부, 사무직에 종사하며, 월

의복구입비로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을 소비하는 기

독교 교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브랜드나 기업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관련된 관심이나 행동을 더욱 확대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

류나 동물복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회사업을 창출하

거나 이와 관련된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랜드 Toms와 같이

소비가 기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

는 공유가치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광고나 판

촉 등에 있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것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윤리적 소비활동으로 재활용과 절약에 높은 점

수를 보이는 재활용 집단은 소비자 비율(30.8%)이 높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경

제적 책임, 윤리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자선적 책임은 다른 집단

들에 비해 중간 정도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학생이 많고 월 의복구입비로 10만 원 미만을

소비하는 기독교인이나 무교인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적은 20대 대학생들을 타겟으

로 하는 패션기업에서는 젊은 패션감각에 부응하고 저

렴하면서도 오래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수선

이나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

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헌옷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판매, 교환 등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SNS 등을 통하여 홍

보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윤리적 소비로 합법적 소비 요인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합법적 집단은 소비자 비율(30.8%)이 높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

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기

업의 사회적/자선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대이고 대학생이거나 판매 ·서비스직

에 종사하는 소비자로 월 의복구입비로 20만 원 이상을

소비하는 불교인 혹은 천주교인, 무교인 소비자들이 많

았다. 의복구입비 지출이 높은 것을 볼 때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상품의 독창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상품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비교적 기부나 환경보호,

재활용에 대한 윤리적 소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익광고를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모든 윤리적 소비 요인들에서 낮은 점수를 보

이는 비윤리 집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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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인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고,

30대의 대졸인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무교인 소비

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의 비율

(13.7%)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윤

리적 소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공익광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패션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와 패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윤리

적 패션소비에 따른 세분집단들의 특성에 맞는 상품기

획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를 편의표집하였으므로 모집단

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들

을 통하여 대표성과 신뢰도가 높은 설문문항들이 정리

되고 윤리적 소비자 집단들 간의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차이가 밝혀진다면 소비자들의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

한 이해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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