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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measured consumer's recognition, reliability, emotion and images about current eco-marks as

well proposed an eco-mark rating scale and mark designs to improve consumer's trust on the fashion prod-

uct marks. We used a questionnaire survey to collect data from 150 persons about knowledge, interests, and

practice on eco fashion products in relation to trustfulness and positive images for three domestic and three

international eco-marks. We evaluated and gave eco scores to six fiber-type products (cotton, organic cotton,

wool, polyester, biodegradable polyester and nylon) in terms of consumer's use, water & land consumption,

waste amount, carbon footprint, and toxicity. We suggested a new 5-level rating scale for eco marks, which

quantifi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fiber products. The design for eco-mark of rating

scale showed the total grade with two sub scores of environmental sides and human sides developed with

an improved visual understanding for consumers. The design is one through benchmarking the energy-con-

sumption efficiency mark, which is familiar to consumers such as a half circle shape to save environment res-

ources to alarm consumers to environmen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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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신뢰도, 친환경 지식, 에너지 소비효율 마크, 등급제, 전생애주기

I. 서 론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를 이룩

하였는데 이러한 급속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대량생산 소

비체제로의 변화과정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였

으며 그 피해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섬유의류패션 산

업도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함께 패스트 패션 유

행의 짧은 효용적 가치로 인한 폐기에 의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비판

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

인 의류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조공정에서 친

환경 노력을 쏟고 자원의 고갈 및 낭비를 줄이고자 하며

환경 친화적 소비가 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 의류

제품의 선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국내 의류업체가 친환경 의류제품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의 생산하는 경영정책으로 전

환을 가져오게 하였다(Kim, 2009). 세계적으로는 각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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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물질의 규제 및 법령 제도화, 인증 표준화 등이 가시

화되었고 공급망의 공정거래 및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윤리 측면까지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유수 기관

에서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 분석

하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함으로 인해 다양한 소재와 공

정들에 따른 친환경성 평가가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Fletcher, 2008/2011).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내놓고 있

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는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친

환경성의 기준 및 영역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애매한 형

편이다(Jang, 2012).

또 친환경 마크의 형태가 다양하여 소비자들에게 친

환경성이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구매유도를 위

한 수단으로써 친환경 마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

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친환경 특성이나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나 만족도가 낮은 형

편이다. 명확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가 제

품을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에서는 친환경 인증에

대한 책임감이 하락되어 그린워싱과 같이 소비자를 기만

하는 마케팅으로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안전도를 떨어뜨

리는 폐단이 발생한다(Cha et al., 2013). 친환경적 요소를

덧씌워 유해상품을 정당화하거나 유사한 인증마크를 공

인마크인 것처럼 위장하는 인증마크의 도용 실태가 드

러나고 있다(Park et al., 2013).

건축물이나 가정용 전기제품에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

급표시제가 있어 친환경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

에 큰 도움을 주는 반면에 섬유의류제품에는 친환경성

이나 인체 유해성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가 많지 않다. 환경 친화적인 의류제품의 활용도를 높이

려면 의복의 디자인, 가격 이외에 구매결정을 도와주며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등급제 친환경 인증

마크제가 필요하겠다. 이미 해외에서는 의류제품에 등급

제 에코라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의류제품의 친환경

성 수준을 등급으로 정량화하여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

의 정보습득의 효율,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요구나 인증마크에 대

한 필요성 등의 인지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

체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등급제 친환경 인증마크의 개발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새로운 마크의 개발 필요성을 조사하고, 건축

물과 가전제품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소

비자 신뢰도가 높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를 기

반으로 하는 등급제 친환경 인증마크의 디자인을 제안

하고자 한다. 즉 섬유의류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

자 인지도를 조사하여 그 요구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형식을 갖는 친환경성을 등급으로 표기하는 인증마크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연구

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특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친환경 인증마크의

인지도와 신뢰도는 어떠한지 측정하고 각 섬유패션제품

의 친환경 점수를 정량화시키는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

하여 제품에 적용시켜 보았으며, 2부는 소비자들의 친환

경 및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친환

경 인증마크가 널리 활용되도록 등급제 마크의 프로토

타입을 개발,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친환경 소비자

친환경적 소비행동은 소비와 환경과의 상호관계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소비행

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친환경 소비자란 ‘상대적으로 환

경훼손을 적게 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집단’으로 정

의될 수 있으며, 그린소비자란 제품구매를 할 때 환경

을 소비행동의 선택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나 환경문제를

고려한 소비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라는 뜻이다(Meng,

2013). 또한 친환경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친환경 제품을 일반제품보다 더

선호하며 재활용을 적극 참여하여 다른 소비자들과 차

별화를 두며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

용한다(Na & Lee, 2013). 또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일

지라도 제품의 편의성, 가격, 성능 등에서 품질이 떨어지

면 친환경 제품일지라도 구매의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

나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서는 친환경 제품의 구매의도

가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Jeong, 2010). 환경 친화적인 소

비자는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구매력을 사용하여 사회에 변화를

가져 오도록 노력하는 사회 책임성이 강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친환경 패션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환경가치에 관한 분석이 요

구된다(Ho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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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A와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LCA(Life Cycle Assessment)는 어떤 제품, 공정, 활동

과 관련된 환경적 부담을 사용물질, 에너지, 그리고 환

경에 배출된 폐기물을 규명하여 정량화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에너지, 물질의 사용과 환경배출의 영향을 평가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아 평가하는 일련의 과

정을 의미한다. 이 평가기법은 원료물질의 추출 및 제

조를 포함한 제품, 공정, 활동과 제품제조, 수송과 유통,

사용 재사용, 유지, 재활용 및 최종 폐기에 이르는 전 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Fletcher, 2008/2011). 또 환경독성화

학회(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

try; SETAC)에서는 “LCA란 에너지와 원료의 사용, 그

리고 환경에의 배출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적인 개선의

기회를 파악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와 원료, 그

리고 배출되는 폐기물을 파악하고 정량화함으로써 한 제

품, 공정 또는 활동과 관련된 환경적 부하를 평가하는 과

정”(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SETAC], 2017)으로 정의하고 있다.

LCA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품, 원료/자원 채취, 제조

공정, 유통, 소비활동, 폐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대부분의 경

우 하나의 환경적 부하는 단순히 감소되지만 다른 형태

의 환경적 부하가 더 발생하는 상보적인 효과가 존재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제품이

나 특정한 서비스에 관련된 총체적인 환경영향, 즉 원료

획득,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 등의 전 과

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에의 영향과 자원 및 에너지 소비

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LCA의 또 다른 목적이

라 할 수 있다.

LCA는 특정한 과정에 편중되지 않고, 전 과정을 대상

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매체별 접근방식은 많은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장

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기오염 정화시설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면 이는 폐기물 문제를 대기오염 문제로 전화

시킨 셈이 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LCA와 같이 통합적으로 문제

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LCA는 환경부

하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려고 한다. 물론 정량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가

덧붙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LCA는 환경부

하의 정량화를 목표로 한다(Fletcher, 2008/2011).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2011년부터 디톡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의류브랜드

와 공급업체의 수질오염 간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폭

로하고 있다. 의류제조 공장의 현황조사 및 유해물질 시

험을 통해 의류의 독성물질에 대한 진실을 담은 보고서

가 발표되었다(Haiama, 2014). 또 ZDHC(Zero Discharge

of Hazard Chemicals) 멤버가 2011년도에는 나이키, 퓨

마 등 13개 브랜드에서, 2016년도에는 Burberry, ESPIRIT

등이 추가되어 20개 브랜드로 늘어났다.『NEWSWEEK』

지 2015년 8월 2일자에는 ‘Toxic Fashion’이라는 사진이

표지 1면을 차지하였다(Kim, 2017). 의류산업에서의 안

전성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공급자들은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벤더와

supplier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

렵고 환경규제에 의한 요구사항이 증대하여 공장관리 비

용 및 시설 투자 등의 환경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3. 힉 지수(Higg Index)

미국 의류유통업체들이 만든 단체인 ‘지속가능한 의

류연합(SAC)’은 최근 의류의 환경보전성 정도를 나타

내는 힉 지수(Higg index) 초안을 발표했다(Kim et al.,

2013). 힉 지수는 의류제품의 소재생산부터 가공, 포장,

유통, 소비 후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것이다. 힉 지수는 화학물질, 에

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토지 및 용수 사용, 물리적 낭

비, 생물적 다양성, 사회적 윤리 등 다양한 항목평가를

통해 매겨진다. 예를 들면 온수보다 냉수로 세탁가능한

제품,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다. 즉 의류제품의 소재생산부터 폐기까지 과정이 얼마

나 친환경적인지 점수화한 것이다. 소재별로는 천연고

무가 최상위인 42.1점, 화학섬유 스판덱스가 최하위인

13.7점이다. 폴리프로필렌은 화학섬유이지만 에너지와

화학물질 소비량이 적어 36.1점인데 비해 양모는 화학물

질 소비량이 많아 19.3점이다. 이 지수를 만든 SAC(Su-

stainable Apparel Coalition)에 듀폰, 나이키, 아디다스,

H&M, 자라, 갭, 리바이스 등 섬유의류업체뿐만 아니라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이 업

체들이 세계 의류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

의 1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환경보호청(EPA)과 환경단

체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등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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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힉 지수가 세계 의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업체는 힉 지수를 이

미 도입하고 있다. 나이키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2) 국가대표 유니폼과 2012 런던올림픽의 마라톤화

에 힉 지수를 적용해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했

다. 이 회사는 또 디자이너들에게 제품의 힉 지수를 높이

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업무에 전담 인력 130여명을

투입했다. SAC는 제품별 권장 지수를 언제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식품영양성분 관련 정

보를 제품에 표기하는 식품업계 사례를 따르는 것이 SAC

의 최종 목표다. 다만 힉 지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

들의 자체 평가에 의존하며 제3자의 인증과정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2016).

4. 친환경 인증마크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문

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

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Kim,

2007). 한편, 인증제도 등에 활용되는 ‘마크’는 도형적 ·

회화적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심벌을 의미하는데, 소비

자의 정보처리과정에서 ‘마크’의 활용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im & Lee, 2002).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인증마크를 인

식하고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제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시가 바로 ‘인증마크’라고

할 수 있다(Jang et al., 2014). 이와 같은 인증마크는 비

교적 글자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함으로

써 소비자의 기억 속에 더 오랜 기간 기억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한 사회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각국에서는 생산자들로 하여

금 제품의 환경적 측면을 개선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친

환경 제품구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환경마크 제도의 도

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Kim et al.(2012)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는

소비자가 사전에 관련 제품의 정보를 탐색하고 파악함

으로써 품질에 대해 잠재된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고 시

장에서 식품구매자들 돈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매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Jeong and

Lee(2014)는 환경마크에 대한 소비자 지각(중요성, 신뢰

성)은 모두 환경비용 지불의지와 환경마크 제품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마

크는 제품의 환경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소비자들

의 제품평가에 중요한 외재적 단서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Moon and Lee(2013)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환경적 행동의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환경마크에 대한

중요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환경에 대

한 관심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환경마크의 이용가능성과 환경마크의 친숙성은 환

경마크에 대한 신뢰성 지각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마크에 대한 소비

자 지각은 제품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III. 연구방법

의류섬유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지식 및

이해수준을 알아보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내외 인증

마크 6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조사하였

으며, 친환경의 등급제 마크 개발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표시제와 LCA를 기반으로 친환경성을 정량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소비자 친화적 친환경 인증

마크의 디자인 원형을 제안하였다. 다음 <Fig. 1>은 본 연

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

여 등급제 인증마크를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방

법 절차를 나타내는 차트이다.

1.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친환경 등급제 인증마크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소

비자의 친환경 지식도, 관심도, 실천도 등을 측정하였으

며, 설문지용 척도를 개발하고자 각 개념의 정의를 내리

고 구체적 문항을 개발하였다. 친환경 지식도는 섬유의

류패션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의

미하므로 의류제품 생산단계, 세탁 및 보관단계, 폐기단

계의 친환경성을 친환경 의류제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Fig. 1. The sche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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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재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특성 관련의 지식

정도로 정의하였다. 친환경 지식도는 친환경 의류에 관

련한 소재부터 생산, 소비, 폐기단계까지의 전반적인 지

식(‘맞다’ vs. ‘틀리다’)을 바탕으로 질문 형식을 사용하

였으며 개인별 맞은 개수를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즉 면과 폴리에스터 등 대표적인 섬유를 포함하였고 공

정거래 측면이나 지속가능성 등에서 문제가 있어 힉 지

수가 낮은 소재, 또 폐기 시 환경호르몬을 배출한다고 여

겨지는 섬유 등에 대하여 친환경성 지식 관련으로 4문

항(면, 폴리에스터, 다운, PVC), 사용 및 세탁의 친환경

성 관련 3문항(물 사용량, 다리미 온도, 구매 시 다양한

소재선택), 재활용과 폐기 관련 문항 3문항(배출 쓰레기

량, 혼방섬유 회수 어려움, 패스트 패션의 빠른 유행주

기) 등 총 10문항이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연소 시

첨가된 가소제의 유해성으로 인해 ‘PVC는 친환경적이

지 못하다’, 백색은 빈번히 세탁하므로 ‘백색의류는 세탁

시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채집 시에 피 얼룩이나 오

염을 줄이고자 ‘오리털은 산 채로 뽑는다’ 등을 포함시

켰다(Fletcher, 2008/2011; Kim et al., 2013).

친환경 관심도는 친환경 의류제품이나 섬유에 관한 용

어, 친환경 특성이나, 생산 주체와 환경의 사회적 관계 등

에 대해 소비자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이는 환경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 평소

친환경 의류제품과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각각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현재 환경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의류제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다’를 포함하고 또 섬

유의류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곳은 토질, 수질과 같은 환

경적 피해가 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므로(Kim et al.,

2013) ‘생산국가는 제품생산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나 영

향을 인식하고 있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환경 실천도란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해 친환경 실천도는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소비, 폐기 등 전 단계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의

류제품의 소비자로써, 친환경 의류제품을 구매하고 보

관, 폐기하는 전체 소비단계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행하고 있는 정도를 친환경 실천도로 정의하였

다. 친환경 실천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류제품을 구

매하고 폐기할 때,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여 구매하고 소

비하는지 정도를 알아보고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

우 그렇다’까지 각각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는 실제

로 친환경 의류제품을 구매한다, 중고의류는 꺼림칙하여

구매하지 않는다, 떨어진 양말과 의복을 수선하여 입는

다’ 등 총 10문항이었다. 2016년도 5월 중 온라인 사이트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편의표집에 의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54부

에 응하여 15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를 분

석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에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평균검증, 빈도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친환경 인증마크의 선정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측정하였는데, 인지도는 각 인증마크당 ‘알고 있다’와 ‘본

적 있다’의 인지 정도와 ‘인상 깊다’와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의 이미지 인상으로 측정하였다. 친환경 인증마크

의 신뢰도는 친환경 인증마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한 설명을 함께 보여주며 질문하였는

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신뢰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크의 선정은 섬유의류제품과 상관이 깊은 것으로 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국내 친환경 인증마크 EQ, ECOTEC,

저탄소 제품 인증마크 3가지와 해외에서 폭넓게 사용되

고 있는 해외 친환경 인증마크 GOTS, GRS, Bluesign 3가

지를 선택하였다(Kim et al., 2013). <Table 1>에서 보듯

이, GOTS는 국제 유기농 섬유 표준마크로서 국제 유기

농 섬유 표준, 유기농 섬유의 생산, 가공, 유통기준 통합,

유기농 섬유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주로 유럽시장에

서 사용된다. GRS은 컨트롤 유니언(CONTROL UNION)

에서 발행한 마크로서 원료, 원사, 원단, 최종 봉제품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 재생섬유의 함량, 유통정보 등을

제시하는 국제 규격이다. Bluesign은 200년 스위스 Blue-

sign Technologies AG에서 발행하는데, 친환경 섬유생산

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국제 섬유규격이다. 각 생산

단계마다 다수의 제한 및 금지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

한다. EQ(Eco-Quality)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주관하

는 국내 친환경 인증마크이며, 의류제품에 잔류하는 유

해물질을 조사,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

준치 이내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COTEC은 한국형

섬유제품 에코라벨로서 제품안전, 유해성 평가에 대한

기준 만족, 제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섬유제품의 전

사용주기에 대해 합리적,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제도이

다. 저탄소 제품 인증마크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국내 인

증마크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동종제품의 평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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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보다 적은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이며 친환경 제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지표이다.

3. 친환경성의 정량적 평가

섬유의류제품의 친환경성 분석을 위해 기존의 이론 지

식과 선행연구(Fletcher, 2008/2011; Kim et al., 2013)를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제품의 친환경성 수준을 결정하

는지 기준들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힉 지수의 기

준을 바탕으로 의류학 전공의 전문가 3인이 검토하고 점

수를 부여하였는데, 친환경성은 환경오염성, 자원 및 에

너지 절약성 이외에 인체 유해성을 포함하므로 소비자

의 정보요구도에 맞추어 인체 중독성 차원으로서 유해

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친환경성으로서 관리용이성,

물&토지 사용량, 폐기량, 탄소배출 등을 포함하도록 하

였고 인체 중독성 차원의 유해성을 포함시켜 총 5가지

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소재원료별, 아이템/용도에 따른

의복의 중량을 고려하였는데 중량이 클수록 환경에의

영향력이 큰 것을 의미하도록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소

재와 의복의 생산과정,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소비과정,

사용을 마친 제품을 매립하거나 연소하는 폐기과정 등

LCA 전생애주기 과정에 따라 친환경 점수를 부여하였

으며 최종 점수는 총점으로 합산되었다. 인증마크 개발

을 위한 디자인과 내용 측면을 모두 다루어 확실한 결과

물을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적

으로 다루었으며 연구방향성과 그 개요만을 포함시켰다.

소비자 관리용이성은 제품의 사용 중에 요구되는 세

탁의 횟수, 세탁용수의 온도, 세제 사용량, 다림질 횟수,

다림질 온도 등으로 판단한다. 물&토지 사용량은 직물

의 생산, 가공, 염색 시 사용되는 물과 작물이나 동물을

재배, 사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토지 사용량을 판단근거

로 두었다. 폐기량은 폐기 시 생분해되지 않고 잔존하는

양, 또 의복의 중량에 따른 배출 쓰레기량을 포함하여

판단근거로 두었다. 탄소배출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이

동거리, 탄소배출량 등을 포함한다. 유해성은 직물을 생

산,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

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판단근거로 두었다. 각 판단기

준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예시로 관리용

이성에서 세탁의 횟수 즉, 세탁 중에 사용된 물의 사용량

은 물&토지 사용량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유명 친환경 브랜드인 ‘파타고니아(Patagonia)’에서는

섬유의류제품에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활용하

고 있는데 생산, 소비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시

키는 이산화탄소(CO2) 총량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시

Table 1. Eco marks surveyed in the questionnaire

<GOTS> <GRS> <Bluesign>

<EQ> <ECOTEC> <Low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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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는

에너지 사용량, 이동거리, CO2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물 소비량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탄소발자국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Patagonia,

2016). 이를 참고하여 인증마크 개선의 한 방법인 등급

제를 개발하도록 하였는데, 점수 배분, 총점 계산, 등급

분류 등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중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친숙한 일반적인 천연섬유 3종(면,

유기농 면, 양모), 합성섬유 3종(폴리에스터, 생분해 폴

리에스터, 나일론)의 총 6가지 섬유에 대하여, 위의 각

기준별로 1~3점을 상대적으로 부여하였다.

4. 등급제 인증마크 개발

인증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제

품에 대한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

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인증마크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에 붙어있는 마크를

인식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등급제 마크를 보면 친환경 수준을 구체적으

로 잘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실생활 다양한 분야

에서 등급제 마크를 찾아보았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

기에 친숙하며 거의 모든 가정용 전기제품에서 흔히 찾

아볼 수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마크는 5등급제로서 제

품의 전기효율이 어떠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

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소비전력량, 이산

화탄소 배출량, 세부 제품정보 등 지표가 다양하게 나타

나는데, 소비전력에 비해 품질이 우수할 때 1급을 받는

다. 냉장고, 에어콘, TV, 조명 등과 같이 비교적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전기제품 15종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부

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냉난방의 에너지 효율

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친근

한 마크를 벤치마크하여 친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새로

운 친환경 인증마크의 등급제를 제안하였다.

IV. 연구결과

1. 친환경 의류제품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실천도

친환경 의류섬유에 대한 이해도의 척도인 소비자의

친환경 지식도는 총 10개 문항 중 정답의 개수 평균은

6.54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은 전문지식

의 보유를 요구하므로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친환경 지

식도는 저조하리라는 예측과는 달리 친환경 지식도는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Fig. 2>를 보면,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PVC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백색의류는 세탁 시 물을 많이 사용한다’, ‘생분해 폴리

에스터는 친환경적이다’ 등이었으며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천연섬유가 더 친환경적이다’, ‘패스트 패션은

쓰레기량을 증가시킨다’, ‘오리털은 산 채로 잡아 뽑는

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7점 척도로 질문한 친환경

관심도와 실천도는 좀 낮았는데, 친환경 관심도가 평균

4.15로서 친환경 실천도의 평균 3.48보다 약간 높게 나

온 정도였다.

2. 친환경 인증마크의 인지도, 긍정적 인상과 신

뢰도

<Fig. 3>을 보면,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에 대

하여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해외 마크 3종에 총

34명, 국내 마크 3종에 총 73명으로 국내 마크의 인지도

가 약 2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10%도 안

되는 비율만이 인증마크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친환경 인증마크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저탄소 제품 인증마크는 의류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 30%로 가장 높은

인지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이 국내 마크

에 대한 인지도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마크 이미지에서는 해외 마크가 국내 마크보다 더 긍

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해외 마크의 경우 총 163명,

국내 마크의 경우 총 117명이 마크에 대한 인상이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마크에서는 GRS 마크가 75명

(50%)이 긍정적 인상이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았는데 이는 친환경적인 색상의 녹색의 동그라미 모양

안에서 의복의 형태가 나타나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국내 마크에서는

저탄소 제품 인증마크가 3명(20%)만이 긍정적 인상이라

고 답하여 이미지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CO2’의 단순한

문자형 로고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거나 아름답게 느

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외 친환경 인

증마크에 대한 신뢰도는(5점 척도) <Table 2>에 그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6종 마크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3.00 중간점수에서 거

의 대동소이하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마크는 저탄소 제

품 인증마크이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마크는 Bluesign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5, 2017

– 790 –

Fig. 2. Frequencies of knowledge on eco-friendly apparel products.

Fig. 3. Frequencies of recognition and positive image to 6 eco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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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마크의 신뢰도의 평균은

3.11로 나타났고 국내 마크의 신뢰도의 평균은 3.24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러나 모든 마크에서 ‘보통이다’를 약간 상회하는 점수

이었는데 낮은 인지도에 비해서 신뢰도는 크게 낮지는

않았다.

3. 친환경 이해도와 마크 인지도, 신뢰도의 상관

관계 분석

<Table 3>은 친환경 지식도와 국내/외 친환경 인증마

크의 인지도 및 신뢰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친환경 지

식도는 전체 마크 인지도와 전체 마크 신뢰도에서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식도에 상관없

이 모든 이가 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 사전지식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특성을

규명하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Huffman & Houston, 1993)

지식이 많은 소비자는 지식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대상

관련 정보가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며 지식구조도 체

계화되어 있다(Fiske et al., 1983). 따라서 친환경에 대

한 지식수준에 따라 친환경 인증마크의 인지도와 신뢰

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친환경

관련 지식과 인증마크의 관련 지식은 상관이 없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인지도를 높인 인증마크의 개

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겠다. 친환경 인증마크는 소비

자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그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인증표시이지만, 친환경

제품에 붙어있는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 그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인지하여 제품을 신뢰하지 못

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친환경 관심도와 전체 마크 인지도의 상관관계는 정

적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전체 마크

신뢰도와도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친환경 실천도에서는 전체 마크 인지도와 상관관계가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그러나 전

체 마크 신뢰도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4. LCA에 따른 친환경성의 평가

섬유제품 6종에 대하여 사용자/관리용이성, 생산 시 물

&토지 사용량, 사용수명과 폐기량,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가스의 배출량, 인체 유해성(Fletcher, 2008/

2011) 등을 LCA의 단계별로 평가하였다(Table 4). 면소

재는 인체 피부와 가장 가까이 접하는 친밀한 소재이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비율이 낮고 재생 면으로 재

활용이 가능하며 폐기 후 생분해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면은 세탁성이 우수하여 관리용이성이 좋지만 세탁 후

주름이 잘 생겨 고온으로 다림질을 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2점을 받았다. 물&토지 사용량 부분에

선 천연작물의 특성상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토지와 물이 필요하므로 1점을 부여하였다. 또 면을 염

색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제품이 사용된

다. 폐기량 부분에선 생분해되고 재생산이 가능한 면의

특성상(Fletcher, 2008/2011)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나 청

바지나 의복의 무게가 무거우므로 2점을 주었고 인체 유

해성은 고득점이 가능하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은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유기농 면과의 상대적인 차이로 2점

을 부여하였다. 탄소배출량도 생산 시 전기와 에너지 사

용량이 비교적 크므로 2점을 부여하였다.

유기농 면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소 3년 이상 사용

하지 않은 땅에서 재배된 면으로 인체 피부자극이나 유

해성이 거의 없고 안전하며 촉감이 부드럽고 사람과 환

경에 해를 거의 끼치지 않는다. 유기농 면은 관리용이성

부분에서 면과 마찬가지로 세탁 후 구김이 잘 생기는 특

Table 2. Average of consumer's reliability according to the eco-mark types

GOTS GRS Bluesign EQ ECOTEC Low CO2

I trust this 3.05±0.85 3.25±0.89 3.03±0.92 3.13±0.92 3.09±0.94 3.49±0.97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recog-

nition and reliability of eco mark and the eco

knowledge, interests and practice of consu-

mers

Mark

recognition

Mark

reliability

Eco

Knowledge .037** .120**

Interests .171** .225**

Practice .216** .12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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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Kim et al., 2013) 2점을 주었다. 물&토지 사용량도

면과 동일하게 2점인데, 그 이유는 화학비료나 살충제

등이 적게 사용되거나 아예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용하

는 물과 토지량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폐기량도 면과 동

일하게 2점을, 그러나 유해성은 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안전하고 인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3점을 받았다. 탄소

배출은 면보다 염색이나 가공 생산공정이 생략되어 비교

적 짧기 때문에 3점을 부여하였다.

양모는 양모섬유의 라놀린이나 피지의 세척과정 시 화

학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되어 토지오염이 심각하므로 1점

을 주었다. 또 양모는 사용 중 충해에 취약하고 보관 시

습기 제거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관리

용이성은 1점을 주었다. 물&토지 사용량 부분에선 사육

에 소요되는 토지와 물이 필요하므로 2점을 주었다. 유

해성은 양의 피부질환 치료약이나 해충 제거용으로 사

용되는 화학물질이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1점

을 주었다. 탄소배출은 국내로 이동해 오는 거리가 멀고

에너지 사용이 중간 정도이므로 2점을 부여했다.

폴리에스터는 국내 생산가능한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물&토지 사용량 부분에서 효율적이므로 3점

을 주었다. 또 세탁 후 구김이 적게 생기고 다림질의 횟

수가 적고 저온다림질이 가능하므로 관리용이성 부분에

서 3점을 주었으나, 반면에 합성섬유의 특성상 천연섬유

에 비해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므로 유해성은 2점을 주

었다. 폐기량은 섬유가 가벼워 비교적 쓰레기량이 적지

만 생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1점, 탄소배출은 국내에서 생

산하므로 이동거리가 양호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

므로 1점을 부여하였다. 생분해 폴리에스터는 폴리에스

터와 거의 유사하였고 단지 생분해되는 특성상 폐기량에

서 3점인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나일론은 물&토지 사

용량은 비교적 값싸므로 3점으로서 우수한 편이고, 질

기고 가벼우므로 폐기량이 비교적 적어 2점이 가능하지

만 폴리에스터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탄소배출은

1점, 또 강력한 아산화질소를 배출하므로 유해성이 1점

이며, 세탁견뢰도가 약하고 일광견뢰도가 나쁜 편에 속

하므로 관리용이성도 1점을 주었다.

이를 총점 점수로 계산해 보면 면=9점, 유기농 면=11점,

양모=7점, 폴리에스터=10점, 생분해 폴리에스터=11점,

나일론=8점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친환경 섬유’라 하면

‘천연섬유’를 연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과가

나온다. 단지 물&토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 부분에서 천

연섬유와 합성섬유의 구분이 대략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점수를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 0.0~

2.0점은 최하인 5등급, 3.0~5.9점은 4등급, 6.0~8.9점은

3등급, 9.0~11.9점은 2등급, 12.0~15.0점은 최고인 1등급

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총점은 7.0~12.0점으로 비교적 넓

게 분포되지만 등급은 1~3등급만 나오게 되므로 더 많은

섬유를 포함시키거나 더 정밀한 분석에 의해서 1~5등급

이 모두 나타나도록 범주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5. 인증마크 표기방법의 제안

친환경 인증마크의 도안 <Table 5>는 에너지 소비효

율 마크를 모방하여 이와 유사하도록 제품별 LCA에 따

른 친환경성에 대한 Grade 등급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

획하였다. 합격, 불합격의 양분법에 의한 마크보다는 다

양한 정보를, 또 그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마크이어야

소비자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며 또 구

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나아가 경제, 사회, 환경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의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 및 이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등급제 마크의 프로토타입을

Table 4. Eco level points of various fiber types according to the stages of LCA

Materials

Eco parameters
Cotton Organic cotton Wool Polyester

Bio degradable

polyester
Nylon

Laundering & easy care 2 2 1 3 3 1

Consume water & land 1 2 2 3 3 3

Disposal of waste 2 2 1 1 3 2

Toxic 2 3 1 2 2 1

Carbon emission 2 3 2 1 1 1

Total points 9 12 7 10 12 8

Rating 2 1 3 2 1 3

Shadowed were rating 1 is beyond 12 total points, rating 2 is between 9.0-11.9 and rating 3 is between 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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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개발, 제안하고자 하였다. 해외 마크에서는 GRS 마

크가 75명(50%)이 긍정적인 이미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친환경 색상인 파란색을 사용하여 도

안을 해보았다. 국내 마크에서는 저탄소 제품 인증마크

가 3명(20%)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여 ‘CO2’의 단순한

문자형 로고는 이미지형 로고보다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되도록이면 문자 형태는 제외시

켰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에너지 효율마크를 벤치마크

하여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는데 세모 화살표로

해당등급을 지시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Example>

과 유사한 반원의 형태에 1~5등급을 표기하였다. 또 환

경보존 지수와 인체 무해 지수를 구분하여 아래쪽에 추

가 기입하는 것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하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V. 결 론

소비자 신뢰도와 이해도를 증진시킨 등급제 인증마크

를 제안하여 마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친환경 마크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조사하였고 친환경성의 정량적 평

가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등급제 인증마크의 프로토타입

을 제안하였다. 소비자 이해도는 친환경성 관련 지식도,

관심도, 실천도 등을 조사하였고 친환경 인증마크 6종에

대하여 소비자 인지도, 인상, 신뢰도 등을 측정하였다.

또 친환경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지수와 LCA 생애주기

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을 모색하고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항목별 점수들을 합산하여 이를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들은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하여 20~50%의

소비자가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마크 신뢰도

는 중간 수준이었으며 인지도는 저탄소 제품 인증마크

를 제외하면 소비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

준이었다. 현재 친환경 인증마크는 그 활용도가 낮아 신

뢰도에 비해 마크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의

류제품에서 친환경 인증마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겠

다. 또 소비자들의 친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지만 친

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상태이었다. 즉 점

차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에 비해 마크 활용

은 낮은 수준이므로 소비자들이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마크의 활용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친환경성 신뢰성, 인

지도 조사를 통해 인증마크의 등급제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2. 국내 인증마크보다 해외 인증마크에서 더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다. 외국의 친환경 등급제 라벨을 접하

게 됨에 따라 국내 스마트 소비자들도 정확하고 객관적

인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친환경 수준을 표기한 신뢰도

높은 인증마크를 사용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객관

적인 지표로 제시될 수 있는 친환경의 기준을 힉 지수를

참고하여 선정하였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품의 친환경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품별

점수 배분, 총점 계산, 등급 분류를 행하였는데 원료별,

아이템/용도별, 사용과 폐기 등 전생애주기 과정의 단계

(LCA)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합산하였다. 친환

경 판단기준은 소비자 관리용이성, 물&토지 사용량, 폐

기량, 탄소배출, 유해성 등 5가지 요소로 정하였다. 소비

자 관리용이성은 제품의 사용 중에 요구되는 세탁의 횟

수, 세탁용수의 온도, 세제 사용량, 다림질 횟수, 다림질

온도 등으로 판단근거를 두었다. 물&토지 사용량은 직

물의 생산, 가공, 염색 시 사용되는 물과 작물이나 동물

Table 5. Eco-mark rating taking after the model of energy efficiency rating mark

<Example> Energy efficiency rating mark Prototype suggestion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5, 2017

– 794 –

을 재배, 사육하고 옷감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토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폐기량은 폐기 시 생분해되

지 않고 잔존하는 양, 또 의복의 중량에 따른 배출 쓰레

기량을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탄소배출은 에너지 사용

량, 이동거리 등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유해성은 직물을 생산,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화학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판단근거

로 두었다.

3. 시각적으로 이해가 쉬우며 사용자 효율을 높인 인

증마크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마크의 도안은 ‘에

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사례로서, 소비자

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인 5등급으로 고안하였는데, 친환

경적인 파란색 색상과 더불어 기존에 개발된 도안을 기

반으로 제작되었다. 우리에게 친근하고 익숙하며 신뢰

도가 높은 인증마크 원형에 환경보존 지수와 인체 무해

지수를 추가하여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친환경 마크 부착 유무에 따른 친

환경성 인증 Pass/Fail 방식보다는 친환경 수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급제 인증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업체들은 마크를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이다. 친환경 제품은 미래 소비자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

이므로 소비자의 신뢰도와 업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은 매우 중요하겠다. 궁극적으로 국내 친환경 섬유의류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

이고 자연보호에 대한 실천수준을 높이며 의류제조업

체에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보호 활동이 증진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의류섬유제품의 친환경

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더욱 충족되고 업체의

양심적 참여가 증진되어 친환경 사회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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