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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고 의

류 제품을 수출, 수입하는 무역 중심 국가이다. 무역

수입 의류 제품의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지 국가가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지각, 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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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consumers question the safety of imported fashion products.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use of an

ecolabel, product category, and country of origin on consumer responses such as perceived physical risk, attitude
towards a product, subjective norm, and intention to purchase imported fashion products. A sample of 508 adults
in their 30s to 40s participated in online survey experiments. The survey experiments used 2 (the use of the eco-
label vs no label) × 4 (country of origin: China, Dominican Republic,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between-
subjects and 4 (product category: men/women's wear, children's wear, underwear, and accessories) within-sub-j
ects factorial design. A total of 32 product-catalog images (stimuli) and eight versions of the questionnaire were
developed. The use of the ecolabel is identified as having a significantly lower perceived physical risk than the
no-label. The consumers' perceived physical risk also differs depending on product category and country of ori-
gin. Consumers perceive a higher physical risk about children's wear and underwear than other product catego-
ries as well as fashion products sourc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han from developed countries. The reduc- 
tion of physical risk is found to facilitate consumers'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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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증가로 소비자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

지만, 다양한 수입 의류 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

면서 구매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지나치게 다양

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뿐 아니라, 수입 의류 제품

의 제조 환경이나 사용 상 안전성이 불확실하기 때

문이다. Greenpeace International(2018)에 따르면, 럭
셔리 패션 브랜드의 아동용 재킷에서 호르몬 교란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의류 소비자가 의류 제품 구매를 망설인다. 이
들처럼 제품의 화학적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소비자 유형을 케미포비아(chemiphobia)라
고 부른다(Jung, 2017). 케미포비아 소비자 유형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럭셔리 브랜드는 디톡스(detox) 캠
페인을 시행하여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Greenpeace Internatio-
nal, 2018). 제품에 한 소비자 불안은 소비를 위축

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응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표적 수

단으로 에코라벨제도(ecolabelling)와 같은 환경인증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70년 부터 소비

자의 요구로 인해 의류 제품에 한 에코라벨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유럽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이 자신

과 가족의 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크게 염려하여 정

부에 환경인증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천연 섬

유에 한 에코라벨제도인 블루 엔젤(Blue Angel)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은 여러 제품에 해 환경인증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Byun, 2006; Choe et al., 2005;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KOFOTI], 2012). 
현재에 이르러 에코라벨제도의 종류는 인증기관만

큼이나 다양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에코라벨 미부

착 제품에 해 수입을 제한하는 등 에코라벨의 활용 
범위 역시 확 되었다. 유럽에서는 특히 유아용 수

입 의류 제품에 한 에코라벨 인증 기준을 매년 강

화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환경부 인증 에코

라벨(Ecolabel), 에코퀄리티(Eco Quality), 에코텍(Eco-
tec)과 같은 에코라벨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

자는 제품에 부착된 에코라벨을 보고 제품 내 잔존하

는 유해 화학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KOFOTI,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의류 제품 중 한국의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사례는 드물고(Korea Environ-mental In-
dustry & Testing Institute [KEITI], 2019), 이를 주제로 

하는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부 인증 에

코라벨을 신뢰하는 소비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KOFOTI, 2018), 구체적으로 수입 의

류 제품을 상으로 하는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

부의 효과를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소비자는 수입 의류 제품을 사용할 때 신

체적 위험지각(perceived physical risk)을 지각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이 제품에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할 수 있고, 
이러한 불신은 자신이 제품에 해 잘 알지 못할 때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류 제품이 착

용자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여겨

져 왔기 때문에(Cases, 2002; Swiegers, 2018), 의류학 

분야에서 신체적 위험지각은 중요하게 다뤄져 온 편

은 아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아동용 면 의류 제품

의 실태 조사나 친환경 인증마크에 한 소비자 신

뢰에 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Cho & Han, 2015; Na 
et al., 2017), 수입 의류 제품 맥락에서 에코라벨의 활

용이 국내 의류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지각수준을 낮

추는지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수입 의류 제품의 제품군(product category)에 따라 

소비자들이 심리적 불안을 크게 느끼는 제품군이 무

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청바지에 한 위험지각 차

원을 분석한 Lee and Moon(2015)은 사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의류 소비자에게 신체적 위험지각이 치

명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Lee and 
Moon(2015)은 의류 제품의 위험지각 차원에서 신체

적 위험지각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입을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인증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 경향을 고려하면(Han & Jeong, 2009), 
소비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불안은 제품군에 따라 차

별적일 수 있다. 권위있는 에코라벨 중 하나인 오코

텍스 스탠다드 100(OEKO-TEX® Standard 100)의 인

증기관에서도 다른 의류 제품군보다 유아용 의류 제

품군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OEKO-TEX®, 
n.d.). 그러므로 어떤 의류 제품군에 소비자가 민감하

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수입 의류 제품의 원산지 국가(country of 

origin)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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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검토해야 한다. 의류 제품의 디자인이나 소재가 

유사할지라도 소비자는 표기된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자국보

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을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Dickson et al., 2004; Parkvithee 
& Miranda, 2012; Phau & Suntornnond, 2006). 또, 어떤 
소비자는 국가 간 긴밀한 경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정보를 접했을 경우에 해당 원산지 국가 제품에 

한 평가를 달리 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FTA 체결

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비수교국 국가에서 수입한 제

품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Lee, 
2012). 따라서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의 반응

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원산지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이나 국제이슈가 있을 때 유사한 의류 제품을 다르

게 평가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수입 의류 제품의 에코라벨 활용, 제품군, 원산지 

국가가 신체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신체적 위험지각이 수입 의류 제품에 한 태도(atti-
tude towards a product)와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
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어야 한다. 제품에 한 태

도와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구매를 예측하는 변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Kim, 2010; Mitchell & Ol-
son, 1981; Vermeir & Verbeke, 2006), 의류 제품에 

한 구매 의사결정에서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

는 지각된 위험의 여러 하위 차원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Cases, 2002; Kim, 2010; Swi-
egers, 2018).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근거하면(Ajzen & Fishbein, 1977), 지각된 

위험의 한 차원인 신체적 위험지각이 수입 의류 제

품에 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신체적 

위험지각이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 구매행동

연구에서 중요 변수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입 의류 제품의 에코라벨 인

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지 국가에 따라 소비

자의 신체적 위험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 
신체적 위험지각과 제품에 한 태도, 구매의도 간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수입 의

류 제품에 에코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실제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의류 제품을 상으로 에코라벨 인증을 활발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어느 나라에서 수입

된, 어떤 제품군의 수입 의류 제품에 해 소비자가 

심리적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지 밝힘으로써, 에코

라벨 인증 상으로 삼아야 할 수입 의류 제품의 범

위를 한정시키는 효율화 방안을 논할 수 있을 것이

다.

II. 이론적배경

이 장에서는 우선 수입 의류 제품의 특성과 소비

자 행동변수를 소개하고, 이어서 이들 간 관계를 가

설로 제시하였다.

1. 수입 의류 제품의 특성

1)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에코라벨제도는 제품의 제조 공정, 사용, 폐기 과

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고려해 제품이 친환경

적이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Choi et al., 2006; KEITI, n.d.). 인증기관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에 인증마크

인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에코라벨제도는 자

율규범으로, 기업이 자사 제품에 에코라벨 인증을 

원하는 경우 직접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KEITI, n.d.).
에코라벨의 인증기관은 정부, 민간기업, 제3의 공

인 기관으로 분류되며, 각 기관은 자체적 기준을 가

지고 제품을 평가한다. 기업으로부터 제품 인증 의

뢰를 받은 정부나 제3의 공인 기관이 그 제품이 환경

적으로 안전한지 검증한다.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

로 친환경성 검사를 실시하고 에코라벨을 부착하여 

제품 홍보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Choi et al., 
2006; KOFOTI, 2012). 인증기관이 신뢰할 만할수록 

에코라벨에 한 소비자 신뢰도도 올라간다. 그렇기

에 정부나 제3의 공인 기관의 에코라벨이 더 신뢰받

는 편이다(Shin & Kim, 2015; Thøgersen, 2018).
의류 제품을 상으로 하는 국내외 에코라벨 중 오

코텍스 스탠다드 100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오코텍

스 스탠다드 100은 제3의 공인기관의 오코텍스(OE-
KO-TEX®)에 의해 개발되었고, 섬유 제품의 원자재, 
중간 자재, 완제품을 상으로 환경적 안전성을 인

증한다(Choe et al., 2005; OEKO-TEX®, n.d.). 국내에

서는 환경부가 인증하는 에코라벨, 한국의류시험연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1, 2020

– 36 –

구원이 인증하는 에코퀄리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한 

에코텍 등이 의류 제품을 상으로 하는데, 구체적

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섬유 제품, 의류 제품, 
가죽/가방/신발 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등을 상

으로 한다(KOFOTI, 2012).
그런데 국내에서 의류 제품을 상으로 하여 에코

라벨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에코라벨 중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환경부의 에코라벨 정도

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의류 제품이 에코라벨 인증

을 받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2019년 10월 31일 기

준 총 16,130개 제품에 에코라벨 인증마크를 부여하

였으나, 17개의 의류 업체만 24개 품목에 해 인증 

받았다. 섬유 및 가죽류 품목을 모두 합쳐도 45개 품

목에 불과하다(KEITI, 2019). 이처럼 국내에서 에코

라벨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에코라벨이 의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

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에코라벨 심사는 기업

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개별 제품마

다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업이 인증 비용에 부담

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Han, 2015).

2) 제품군

제품군이란 의류 제품을 비슷한 특성끼리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이다(Jackson & Shaw, 2000). 분류 기

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을 제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류 제품의 형태에 따라 크

게 의복과 액세서리로 나누고, 다시 의복을 세분화

하여 스커트, 팬츠, 셔츠/블라우스/탑, 재킷, 점퍼, 코
트, 원피스/드레스, 이너웨어 등, 액세서리를 세분화

하여 모자, 가방, 신발, 넥타이, 스카프, 장갑 등과 같

은 제품군을 제시할 수 있다. 의류 제품의 소재에 따

라 편물제 제품과 직물제 제품으로도 나눌 수 있다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CLIP], 2019). 한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Sta-
tistics Korea, 2017), 의류 제품은 섬유 제품, 의복과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그리고 신발 및 가죽 제

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제품군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될 수 있다.

수입 의류 제품의 제품군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

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HS는 무역 거래

되는 모든 제품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교역량이 많은 
순으로 제품군의 범주를 제시하고, 제품의 재질이

나 성분, 용도나 기능, 가공 정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하위 범주를 제시한다(World Customs Organiza-
tion, n.d.). HS에 따라(CLIP, 2019), 부분의 의류 제

품은 편물 소재 제품을 포괄하는 제61류와 직물 소재 
제품을 포괄하는 제62류에 속하며, 같은 디자인의 

제품도 원재료에 따라 다른 하위 범주에 속할 수 있

다. 아울러, 착용자의 키가 140cm 이상인 의류 제품

은 ‘남자 또는 소년용’ 혹은 ‘여자 또는 소녀용’에 분

류되고, 착용자의 키가 140cm 이하인 의류 제품은 

‘유아용’으로 분류된다. 속옷, 양말, 넥타이, 장갑, 손
수건과 같은 액세서리는 착용자 키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또한, 에코라벨 인증의 상이 되는 제품은 여러 

인증기관에서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제품군을 분류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의 경

우(OEKO-TEX®, n.d.), 의류 제품을 유아용 제품군,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군, 피부에 접촉하지 않는 제

품군, 장식용 섬유 제품군의 네 가지로 나눈다. 구체

적으로, 유아용 제품군은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속

옷, 의류, 침구류 등을 포함하며, 피부에 접촉하는 제

품군은 속옷, 침구류, 티셔츠, 양말 등을 포함한다. 피
부에 접촉하지 않는 제품군은 재킷, 코트 등을 포함

하며, 장식용 섬유 제품군은 커튼, 테이블 커버, 쿠션 

커버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의 에코라벨 역시 환경

표지 상제품 및 인증 기준으로 고시한 내용에 따라 
제품군을 분류한다(KEITI, n.d.).

수입 의류 제품에 적용되는 제품군과 에코라벨 인

증 시 적용되는 제품군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공통된 범주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조작화하

였으며 그 과정은 연구방법에 상술하였다.

3) 원산지 국가

원산지 국가란 어떤 물품이 생산되거나 가장 중

요한 생산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말한다(“Country of 
Origin (of Goods)”, n.d.).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국가

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지므로, 수입 제품에 있어 

원산지 국가는 소비자 가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정보가 부족할 때 원

산지 국가에 한 배경지식을 활용해 제품을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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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n, 1990; Kim et al., 2017; Vrontis et al., 2006). 소
비자는 특정 원산지 제품 사용이 만족스러울지 고

려할 때 원산지 국가를 사용하기도 하고(Bannister & 
Saunders, 1978), 혹은 구매 의사결정의 유용한 단서

로 활용하기도 한다(Ha & Shin, 2011; Han, 1990). 예
를 들어, 양국이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맺었을 

때 소비자는 해당 원산지 국가 제품에 호의적인 반응

을 보일 수 있다(Lee, 2012). 우호적인 경제관계란 

부분 무역협정을 의미하고, 이는 구체적인 수입량 

증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특정 원산지 국가에 어떤 인상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소로 그 국가의 경제

발전수준(Dickson et al., 2004)과 그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 정도(Lee, 2012)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소비자는 
1인당 국민총소득 혹은 국내총생산과 같은 경제지

표를 참고하여 원산지 국가와 자국을 비교함으로써, 
원산지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을 가늠하고 그 국가에

서 생산된 제품에 해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자국보다 경제지표가 우위에 있는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호의적인 반면, 자국보다 경제지표

가 떨어지는 원산지 국가의 제품에는 덜 호의적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원산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것처럼 경제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소비자는 그 
원산지 국가의 제품에 해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특정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많아서 노

출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는 그 원산지 국가의 제품에 
익숙해질 텐데, 제품에 자주 노출될수록 소비자는 

빠르게 제품을 인지하고 제품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

이다(Schmidt & Eisend, 2015).

2. 수입 의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

1) 신체적 위험지각

위험지각(perceived risk)이란, 소비자가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종류의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를 말하고,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

는 위험의 유형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행

동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Choi et al., 2006; 
Kaplan et al., 1974).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서의 위

험지각이란 제품을 사용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실제

로 확인할 수 없어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St-
one & Grønhaug, 1993).

위험지각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Kap-
lan et al.(1974)은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 기능적 결함에 한 성과 

위험, 투자 금액에 비해 효용이 적을 수 있다는 재정

적 위험, 안전하지 못해 건강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위험, 제품이 자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심리적 위험으로 위험지각을 5가지 차원으

로 세분하였다. Kim(1995)은 Kaplan et al.(1974)의 분

류를 일부 받아들여, 의류 제품 구매 시 지각할 수 있

는 위험으로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성과 위험, 경
제적 위험, 미래기회 손실 위험을 꼽았으며, 여기에 

시간/편의성 손실 위험, 유행성 손실 위험을 추가하여 
의류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주부 소비자의 아동

복 구매 시 위험지각을 연구한 Choi et al.(2006)은 경

제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 성능적 위험, 신체 적합

적 위험, 시간/편의성 손실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위험지각의 한 차원인 신체적 위험지각을 의류 제

품 구매의 맥락으로 정의한다면(Kaplan et al., 1974), 
소비자가 의류 제품을 착용할 때 제품에 잔존하는 화

학약품이 인체를 직 · 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불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의류 제품에

서 신체적 위험지각을 중요하게 다룬 연구는 제품의 
안전성과 직결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Hong 
and Kim(1999)의 연구에서 아동복 제조 공정 상 잔존

하는 화학약품이 아동의 피부를 자극하여 착용자 건

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Han and Jeong
(2009)도 친환경 소재 의류 제품의 구매목적이 주로 

부모가 자녀의 옷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복

이 제2의 피부라고 불리는 만큼(Horn & Gruel, 1981)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의 위험지각 연구에서 신체

적 위험지각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많은 의류 제품 연구에서 신체적 위험지각

을 중요 변수로 다루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의류 제

품이 착용자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ases(2002)와 Swi-
egers(2018)는 위험지각을 여러 차원으로 나눠 분석

했지만 의류 제품이 신체에 미치는 위험이 미비하다

는 이유로 신체적 위험지각은 제외하였다. Cases(2002)
는 구매상황에서 의류 제품군이 착용자의 건강을 해

칠 가능성이 없어 신체적 위험지각을 제외하고 개인

적, 성과적, 시간, 재정을 포함한 8가지 차원으로 위

험지각을 나누었다. Swiegers(2018)는 제품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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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제품이 사용자에게 물리적 손

상을 입힐 가능성을 신체적 위험지각으로 정의하였

다. 이에 따라 의복보다는 의약품이나 운동 장비 등

의 제품에서 소비자가 신체적 위험을 지각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체적 위험을 제외하고 

재정적, 심리적, 성과적, 시간적, 사회적 위험에 한 

지각으로 의류 제품에 한 위험지각 차원을 분류하

였다. 혹은,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

지각을 측정하더라도(Park & Lee, 2015), “친환경 패

션 제품은 나의 신체적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
는 문항을 소비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신체적 위험지각은 독립적인 변인으로 사용되지 못

했다. 그러나 수입 의류 제품의 안전성에 한 소비

자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Greenpeace Internatio-
nal, 2018; Jung, 2017), 소비자의 수입 의류 제품 구매

행동에 신체적 위험지각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2)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구매행

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기저로서 소비자 행동연구에

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져 온 소비자 반응이다. 
제품에 한 태도는 소비자가 구매경험에 의해 형성

하는 제품에 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수준

으로 정의된다(Vermeir & Verbeke, 2006).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지의 정도로, 
구매의도가 높을수록 실제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는다(Hong et al., 2009; Kim,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해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하고 수집한 정보를 비교 · 평가하며, 그 결과 소비자

의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형성된다(Kim, 
2010; Mitchell & Olson, 1981; Vermeir & Verbeke, 2006).

3. 가설 개발

앞서 살펴본 수입 의류 제품의 특성(에코라벨 인

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지 국가)과 이 제품에 
한 소비자 반응(신체적 위험지각, 제품에 한 태

도, 구매의도) 간 관계에 한 가설 개발을 위해, 합
리적 행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제시한다. 합리적 행

동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

시된 이론 중 하나로, 인간 행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한다(Ajzen & Fishbein, 1977).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먼저, 외부요인(ex-
ternal variables)에 의해 개인의 신념과 평가(beliefs and 
evaluations)가 결정된다. 외부요인이 행동의도(beha-
vioral intention)나 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수 있지만(Montaño & Kasprzyk, 2015), 개
인의 신념과 평가는 다양한 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요인으로 명명하고 외부요인

과 개인의 신념과 평가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Fishbein, 2008). 개인의 신념은 어떤 행동의 결과

와 예상되는 성과를 연결 짓고, 개인의 평가는 행동

으로 야기될 잠재적 결과를 인식하여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 개인의 신념과 평가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 
어떤 상에 한 태도와 행동의도(behavioral inten-
tion)는 궁극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매커

니즘을 보인다. 이 때, 태도는 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지만, 행동의도는 개인의 독자적 판단과 
더불어 지인, 가족, 친구 등 여러 준거집단의 의견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의 개입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요

구나 반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소비자가 수입 의류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는 맥락

에서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면, 에코라벨 인증마

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지 국가와 같은 제품 특성

은 외부요인에 해당되고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지각

은 소비자 개인의 신념과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에코라벨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해 소

비자가 신체적 위험을 낮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다(Angulo & Gil, 2007; Sharma, 2017). 
이는 수입 의류 제품의 맥락에서도 에코라벨 인증마

크를 부착함으로써 신체적 위험지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1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수입 의류 제품에 에코라벨 인증마크가 

있을 때 (없을 때보다) 신체적 위험지각 

정도가 낮을 것이다.

또 다른 외부요인인 제품군에 따라 신체적 위험지

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제조 과

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화학약품이 아동복에 

남아서 착용자의 피부를 자극하는 문제가 지적되었

다(Hong & Kim, 1999). 친환경 소재 의류 제품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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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목적은 부분 가족과 자녀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서라고 알려져 있다(Han & Jeong, 2009). 그러므로 소

비자는 제품군에 따라 화학물질의 잔류량을 더 심각

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의 인

증 절차에서 제품군을 유아용 제품군, 피부 직접 접

촉 제품군,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제품군, 장식용 섬

유 제품군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도(OEKO-TEX®, 
n.d.) 제품군에 따른 신체적 위험지각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 2를 세웠다. 

가설 2. 수입 의류 제품의 제품군에 따라 신체적 

위험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수입 의류 제품의 원산지 국가도 하나의 외부요인

으로서 개인의 신념과 평가에 해당하는 신체적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경

제발전수준이 상 적으로 높은 국가의 의류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Lusk et al., 2006; 
Ruiz Garcia, 2015), 이러한 경향은 원산지 국가에 해 
개인이 가진 배경지식이 영향 미쳤기 때문이다(Vron-
tis et al., 2006). 즉, 소비자가 이미 가진 원산지 국가

에 한 정보가 제품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으며(Han, 
1990; Kim et al., 2017), 이러한 소비자의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Vrontis et al., 2006). 그러므

로 원산지 국가가 외부요인으로서 신체적 위험지각

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가설 3
을 도출했다.

가설 3. 수입 의류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 따라 신

체적 위험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의 
신념과 평가가 형성되면 이 신념과 평가에 근거하여 
어떤 상에 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 태도는 다시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에 
근거하여, 개인의 신념과 평가로서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신체적 위험이 지각되면, 신체적 위험지각은 

제품에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험지각은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의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Kim 
& Hwang, 2011; Lee & Moon, 2015). 비록 의류 제품

에 한 위험지각 연구에서 신체적 위험지각은 다른 
위험지각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져 왔지만(Lee & Mo-
on, 2015), 케미포비아 소비자가 등장하는 등 최근 사

회현상을 보면 의류 제품에 한 신체적 위험지각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구

입하려는 의류 제품에 해 높은 위험을 지각할 때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인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설 4를 세웠다.

가설 4.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신체적 위험지각

은 제품에 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합리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제품에 
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때 구매의도는 태도뿐 아니라 주관적 규범의 영향도 
같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태도는 구매의도를 예측

하는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왔으며(Mitchell & Ol-
son, 1981; Vermeir & Verbeke, 2006), 친환경 의류 제

품에 한 소비자의 호의적인 태도가 높은 구매의도

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im, 2010; Lee et al., 
2012; Meyer, 2001).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한 긍정적 태도가 구매의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 Han, 2010; Verm-
eir & Verbeke, 2006). 이런 상반되는 결과는 제품에 

한 태도 외에 구매의도에 관여하는 또 다른 요인

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태도와 더불어 사회적 요구에 한 인식을 

반영하는 주관적 규범을 제시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5와 가설 6을 세웠다.

가설 5. 수입 의류 제품에 한 태도는 구매의도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친환경 제품 소비에 한 소비자의 주관

적 규범은 수입 의류 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신념과 평가, 태도, 행동의도 간 일련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적 위험지각, 제품에 한 태도, 
구매의도 간의 매개효과를 추가 검증하고자 한다. 
이 매개효과는 신체적 위험지각이 구매의도에 영향 

미칠 때 제품에 한 태도 형성을 반드시 거치는지 

밝히고자 함이다. 의류 제품에 한 위험지각은 태

도를 매개하여 구매의도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 결

과를 고려하면(Aghekyan-Simonian et al., 2012; 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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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 et al., 2009), 신체적 위험지각이라는 위험지각

의 한 차원으로 특정했을 때에도 비슷한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설 7을 설정하였

다.

가설 7.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신체적 위험지각

은 제품 구매에 한 태도를 매개하여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두 개의 집단 간(between-subject) 요인과(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와 원산지 국가) 하나의 집단 내

(within-subject) 요인을(제품군) 활용한 혼합 요인 설

계(mixed factorial design)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자극물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

고, 자극물 개발 시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는 

2개 조건(에코라벨 마크 있음 혹은 없음), 원산지 국

가는 4개 조건(중국,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혹은 노

르웨이), 제품군은 4개 조건(남성/여성복, 유아동복, 
내의류, 그리고 액세서리)으로 조작하였다. 집단 간 

설계된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와 원산지 국가 
자극물은 8종류 중 하나만 무작위로 선택하여 설문

지에 노출한 반면, 집단 내 설계된 제품군 자극물은 

4종류 모두 한 설문지에 노출하였다. 이 때, 제품군 자

극물의 노출 순서를 무작위로 설정하여 순서효과를 

상쇄하고자 하였다.

1) 자극물 개발

자극물은 수입 의류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카탈

로그 이미지 형태로 개발하였다(Fig. 2). 가상의 수입 
의류 전문 브랜드가 취급하는 특정 제품군의 여러 제

품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제품들의 에코라벨 인증

마크 부착 여부와 원산지 국가에 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 네 종류의 제품군에 해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2개 조건, 원산지 국가 4개 조건으로 조작

했으므로 총 32개 자극물이 만들어졌다. 자극물의 조

작점검(manipulation check)을 위해 학생 42명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반

영해 자극물을 일부 수정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1)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에코라벨은 발행 기관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

만, 정부에서 발행한 에코라벨이 소비자의 위험지각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An-
gulo & Gil,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에코라벨 

마크란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환경부

로부터 인증 받고 그 결과로 발급 받은 인증마크를 

의미한다.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의류 제품을 
상으로 하고, 정부 인증 에코라벨에 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밝힌 Thøgersen(2018)의 연구를 근거로 

한다. 한국 정부가 인증한 에코라벨 마크를 자극물 

개발에 사용하였으며, 마크 부착 여부(에코라벨 인

증마크 있음 혹은 없음)의 2개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에코라벨 마크가 있는 조건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증

한 에코라벨 마크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정부 인증 
에코라벨 마크를 취득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제시하

였다. 에코라벨 마크가 없는 조건에서는 자극물에서 
에코라벨 마크의 이미지와 설명을 삭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자극물의 에코라벨 마크 유무를 정확히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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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는지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응답자에게 에코

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의 2개 조건을 무작위 순서

로 노출시킨 후, “다음의 의류 제품은 한국에서 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항에 한 응답을 7점 리커트 

척도(1점: 잘 모르겠다~7점: 잘 알 수 있다)로 측정하

였다. 응답 자료를 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두 조건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었고(t=6.44, df=41, p<.001), 응답자들은 자극물의 에

코라벨 마크 유무를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co-label  =4.60, Mno label  =2.48).
(2) 제품군

제품군을 조작하기 위해 수입품 분류 기준으로 쓰

이는 HS와 표적 에코라벨인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
의 분류 기준을 참고했다. 그러나 HS는 국제무역에 

활용되는 전문적인 품목 분류 체계여서, 특정 산업 

내에서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활용되기에 범용성

이 떨어진다(Lee & Park, 2007). 이에 따라, HS에서 규

정하는 수입 의류 제품의 범위는 포괄하되 분류 기

준을 단순화하여 범주의 수를 줄였다. 먼저, 본 연구

에서는 HS의 여러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여 크게 겉

옷, 속옷, 액세서리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겉옷에 한

하여 착용자의 신장을 기준으로 남성/여성복과 유아

동복으로 이분하였다. HS에서 키 140cm 이하 착용자

를 위한 의복을 유아용 제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CLIP, 2019). 최종적으로, 남성/여성복, 유아동복, 내
의류, 그리고 액세서리의 4개 조건으로 제품군을 조

작하였다. 이렇게 다시 분류한 결과는 오코텍스 스탠

다드 100의 분류 기준과도 유사하므로, 수입 의류 제

품에 한 에코라벨 인증이라는 본 연구의 맥락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자극물인 온라인 카탈로그 개발을 위해 4개 제품군

을 표하는 제품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우선, 전세계 
널리 사용되는 검색 엔진에서 HS 제61류와 제62류
의 분류명을 검색어로 활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였

다. 하나의 분류명당 약 5개씩 표 이미지를 수집하

였고, 예비조사 응답자의 피로도를 고려하고 중복되

는 이미지를 배제하여 총 120여 개 이미지로 추렸다. 
예비조사에서 이 120여 개 제품 이미지를 무작위 순

으로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조작한 제품군 명칭(남
성/여성복, 유아동복, 내의류, 그리고 액세서리)을 가

장 잘 표하는 이미지를 5개씩 고르라고 요청하였

다. 제품군별로 높은 빈도수를 보인 이미지 5개가 본 

조사에 쓰일 온라인 카탈로그 자극물에 포함되었다.
(3) 원산지 국가

원산지 국가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그 국가의 경

제발전수준과 그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에 얼마나 익

숙한지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Dickson et al., 
2004; Lantz & Loeb, 1996; Lee, 2012). 이에 따라, 세계

은행이 발표한 1인당 국민총소득과(The World Bank 
Group, 2018), 한국 관세청이 발표한 품목별 · 국가

별 수입량 중 2013~2017년 제61류와 제62류의 수입

량을 고려하여(Korea Customs Service [KCS], n.d.), 
경제발전수준과 의류 제품 수입량에서 뚜렷한 차이

가 나도록 원산지 국가를 조작하였다. 그 결과, 한국

보다 경제발전수준이 낮으면서 의류 제품 수입량이 

많은 국가로 중국, 경제발전수준이 높으면서 의류 제

Fig. 2. An example of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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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수입량이 많은 국가로 미국, 경제발전수준이 낮

으면서 의류 제품 수입량이 적은 국가로 브라질, 경
제발전수준이 높으면서 의류 제품 수입량이 적은 국

가로 덴마크를 선정한 후, 이들에 한 조작점검을 위

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일차적으로 선정된 4개 국가(중국, 

미국, 브라질, 덴마크)를 상으로 각 국가에서 생산

된 제품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제품 이미지를 측정

하기 위해, Han(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원산지 이

미지 문항 중 제품과 관련된 5개 문항을(즉, 기술 발

전도, 명성, 서비스, 장인정신, 가격) 7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이 때, 국가 간 노출 순서를 무작위로 

설정하여 순서효과를 상쇄시켰다.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고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을 산

출하여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 문항 

평균값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원산지 이미

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 이

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54.68, p=.001), 
중국(M=2.79)과 브라질(M=3.09) 간 그리고 미국(M=
4.68)과 덴마크(M=4.18) 간 원산지 이미지에 유의차

가 없었다.
원산지 이미지에 확실한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4개 

원산지 국가가 잘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브
라질과 덴마크 신 한국의 의류 제품 수입량이 더 

적은 국가로 교체하였다. 교체한 표 원산지 국가

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노르웨이로, 수정한 국가들은 
본 조사에 활용되었다. 온라인 카탈로그 양식으로 

개발된 자극물에는 원산지 국가명과 함께 국기를 제

시해 응답자가 원산지 국가를 보다 잘 인지할 수 있

도록 설계했다.

2) 측정문항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 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체

적 위험지각은 Cox and Cox(2001)의 척도를, 제품에 

한 태도는 Shamdasani et al.(2001)의 척도를, 주관

적 규범은 Kim and Han(2010)의 척도를, 구매의도는 

Bower and Landreth(2001)의 척도를 차용하였다. 이
들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 외에 표

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

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2. 표본

온라인 설문 행 서비스 회사의 패널로 등록된 30 
~40  성인 남녀 총 508명으로부터 응답 받았다. 설문

상 연령을 한정한 이유는 전체 연령  중 30~40 가 
부모인 2세  가정이 가장 많아(Statistics Korea, 2019), 
네 가지 제품군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예상 소비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표본의 연령은 30  49.8%, 40  
50.2%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성별 역시 남자 50.4%, 
여자 49.6%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결혼 여부는 현재 

배우자 있음(66.9%), 결혼한 적 없음(31.5%), 이혼 등 
기타 의견(1.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 전 IRB 심사를 통해 연구수행과정을 승

인 받았다. 온라인 설문 행 서비스 회사에 의뢰하여 
설문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응답자를 모집하였다. 조
사 상에게 설문 웹사이트 URL을 이메일과 휴 폰

으로 발송하여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응답

자는 가장 먼저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라
는 1차 선별 질문문항에 노출되었고, 30~40  사이로 
연령조건 충족한 응답자만 본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

다. 이후 응답자는 친환경 제품 사용에 한 주관적 

규범 문항에 응답한 후, 8종류 설문지 중 하나에 무작

위로 할당되었다. 설문지에는 제품군을 달리한 4개 

자극물이 무작위 순으로 제시하였다. 자극물을 본 응

답자는 가장 먼저 조작점검을 위한 범주형 문항 3개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지 국가)
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극물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

인하였다. 즉, ‘앞의 제품들은 어디에서 생산되었습

니까?’, ‘앞의 제품들은 어떤 종류의 옷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위 제품들은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환경

인증마크인 에코라벨을 취득하였습니까?’라는 질문

에 조작된 자극물의 정확한 조건을 응답한 결과만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작점검 문항에 이어, 응답

자들은 각 자극물에 한 신체적 위험지각, 태도, 구
매의도 문항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적 특성과 평소 소비 행태에 한 질문에 응답하였

다. 수집된 자료를 조작된 조건별로 코딩한 후, IBM 
SPSS Statistics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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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Age
30s 253 049.8

40s 255 050.2

Gender
Men 256 050.4

Women 252 049.6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158 031.1

Currently married 340 066.9

Etc. 10 002.0

Number of children

0 69 013.6

1 97 019.1

2 162 031.9

More than 3 22 004.3

Missing value 158 031.1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No educational background 0 000.0

Elementary school 0 000.0

Middle school 2 000.4

High school 48 009.4

Bachelor's degree from a two-year university 84 016.5

Bachelor's degree from a four-year university 319 062.9

 Master's degree 48 009.4

Doctoral degree 7 001.4

Occupation

Student 2 000.4

Executive 37 007.3

Professional 62 012.2

Office work 274 053.9

Service 31 006.1

Sales 17 003.4

Agriculture/Fishing/Forestry 0 000.0

Functional 6 001.2

Production/Organization 7 001.4

Simple labor 4 000.8

Inoccupation 40 007.9

Etc. 28 005.5

Average monthly fashion product 
purchase cost 

(Unit: 10,000 won)

 Less than 5 55 010.8

More than 5-less than 10 103 020.3

More than 10-less than 15 123 024.2

More than 15-less than 20 100 019.7

More than 20-less than 25 44 008.7

More than 25-less than 30 47 009.3

More than 30 36 007.0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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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과

1. 측정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신체적 위험지각, 제품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구매의도 척도에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크론

바흐 알파값을 <Table 2>‒<Table 5>에 제시하였다. 
요인수를 하나로 고정하여 선행연구 결과가 재현되

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지

각을 측정한 5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된 단순 

요인구조를 도출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모

두 .50 이상으로 요인의 구성타당도에 문제가 없었

다. 제품에 한 태도, 주관적 규범, 구매의도 역시 단

순 요인구조를 이루는 것이 확인되어 척도의 구성타

당성이 입증되었다. 4개 척도에 한 크론바흐 알파

값도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에 문제

가 없다고 보았다. 척도의 타당도나 신뢰도 측면에

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각 문항의 평

균치를 요인의 푯값으로 설정하여 이후 가설 검정

에서 활용하였다.

2. 가설 검정

1)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지 국가

에 따른 신체적 위험지각의 차이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지 국

가에 따른 신체적 위험지각의 차이를 검정하고자(가
설 1-3),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에코라벨 인증

마크 부착 여부(에코라벨 인증마크 유무), 제품군(남
성/여성복, 유아동복, 내의류, 액세서리), 원산지 국가

(중국,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노르웨이)의 범주형 

변수 3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신체적 위험지각

의 연속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중 주

효과 검증 결과에 따르면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

부(F=641.10, p<.001), 제품군(F=15.46, p<.001), 원산

지 국가(F=54.68, p<.001)에 따른 신체적 위험지각수

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추가적으로, 에
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와 제품군 간 상호작용이 
신체적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F=4.05, p<.01). 이는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수입 의류 제품에 해 소비자가 신체적 위험지각을 
낮게 지각하는 효과는 제품군에 따라 약화 혹은 강화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에코라벨 인

증마크 부착 여부와 원산지 국가(F=2.11, p=.10), 제
품군과 원산지 국가(F=.29, p=.98), 그리고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와 제품군과 원산지 국가(F=.42, 
p=.92) 사이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위험지각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에 따른 신체적 위험

지각 평균을 비교해보면, 에코라벨 마크가 있을 때

(M=2.63)가 없을 때(M=3.92)보다 신체적 위험지각 

평균치가 낮다. 수입 의류 제품에 에코라벨 마크가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Less than 100 10 002.0

More than 100-less than 200 23 004.5

More than 200-less than 300 71 014.0

More than 300-less than 400 109 021.5

More than 400-less than 500 96 018.7

More than 500-less than 600 97 019.1

More than 600-less than 700 42 008.3

More than 700-less than 800 28 005.5

More than 800-less than 900 11 002.2

More than 900-less than 1,000 6 001.2

More than 1,000 15 003.0

Total 508 100.0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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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착용 시 예상할 수 있

는 신체적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가설 1을 지지할 수 있다.
제품군과 원산지 국가에 따른 신체적 위험지각의 

평균 비교를 위해 튜키의 사후검정(Tukey HSD test)
을 실시하였다(Table 7). 제품군에 따른 신체적 위험

지각 차이로, 남성/여성복(M=3.09)과 액세서리(M=
3.29)이 유아동복(M=3.49)과 내의류(M=3.43)보다 소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erceived
physical risk

Wearing these garments seems risky. .96

4.59 91.69 .98

Wearing these garments can lead to bad results. .96

Wearing these garments may have uncertain outcomes. .95

Wearing these garments makes me feel anxious. .96

Wearing these garments would cause me to worry. .96

Table 2. EFA results about perceived physical risk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Attitude
towards

a product

This is a good/bad product. .94

4.27 85.37 .97

I like/dislike the product .93

I feel positive/negative toward the product. .93

The product is nice/awful. .93

The product is pleasant/unpleasant. .92

The product is attractive/unattractive. .90

Table 3. EFA results about attitude towards a product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Subjective
norm

People around me think I should buy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89

2.81 70.26 .90

People around me want to buy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87

People around me affect the purcha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80

People around me think I will buy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80

Table 4. EFA results about subjective norm

Variabl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urchase
intention

I would like to buy this product. .96

2.59 86.22 .95I would want to buy this product by chance. .92

I would want to buy this product by chance. .90

Table 5. EFA results about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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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지각하는 신체적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수입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 유아동복과 

내의류는 상 적으로 신체적 위험에 해 더 많이 

염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2를 지지

할 수 있다.
이어서 원산지 국가별 신체적 위험지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소비자가 느끼는 신체적 위험지각은 중

국(M=3.77), 도미니카 공화국(M=3.37), 미국(M=3.11), 
노르웨이(M=2.9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다

른 집단으로 분류되어 유의차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낮은 원산지(중국, 도미니카 공화국)보다 경제수준

이 높은 원산지(미국, 노르웨이)일 때, 수입 의류 제품

에 해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을 덜 지각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을 지지할 수 있다.

2) 신체적 위험지각, 태도, 주관적 규범, 구매의도 간 관

계

신체적 위험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

고자(가설 4), 신체적 위험지각을 독립변수로 설정

하고 태도를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8>에서 볼 수 있듯이,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84.37, 
p<.001). 신체적 위험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역

시 유의하였다(t=‒32.93, p<.001).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나(β=‒.59),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신체적 위험을 낮게 지각할수록 제품에 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4를 지지할 수 있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Variabl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Main
effect

Ecolabel 00867.03 1 867.03 641.10***

Product categories 00062.73 3 020.91 015.46***

Country of origins 00221.86 3 073.96 054.68***

Interaction
effect

Ecolabel × Product categories 00016.42 3 005.47 004.05***

Ecolabel × Country of origins 00008.55 3 002.85 002.11***

Product categories × Country of origins 00003.47 9 000.39 000.29***

Ecolabel × Product categories × Country of origins 00005.14 9 000.57 000.42***

- Error 02704.82 2000 001.35

- Total 2575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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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Effects of ecolabel, product category, and country of origin on perceived physical risk

Variable Category Mean (S.D.)Group F

Product category

Men/Women wear 3.09 (1.28)B

15.46***
Children's wear 3.49 (1.46)A

Inner wear 3.43 (1.45)A

Accessory 3.29 (1.38)B

Country of origin

China 3.77 (1.47)A

54.68***
The United States 3.11 (1.22)C

Dominican Republic 3.37 (1.43)B

Norway 2.91 (1.26)D

***p<.001
The letters A, B, C, and D identify statistically different groups.

Table 7. Differences in perceived physical risk influenced by product category and country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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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하기 위해(가설 5~6),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고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처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940.05, 
p<.001).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t=42.18, p<.001).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양수로 나타나(β=.68), 수입 의류 제품에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

도가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이 구매의

도에 미치는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
=8.79, p<.001)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양수이므로

(β=.14), 친환경 제품 구매에 한 주관적 규범이 강

할수록 구매의도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5와 가설 6 모두 지지할 수 있다.

3) 신체적 위험지각과 구매의도 간 관계에서 태도의 매

개효과

신체적 위험지각이 태도를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Frazier et al.(2004)
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따른 일련의 선형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10). 1단계로 신체적 위험지각

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β=‒.52; t=‒27.50, p<.001; F=756.37, p<.001). 2단계

로 신체적 위험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8). 3단계로 태도

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도 확인하였다

(β=.68; t=41.68, p<.001; F=1737.46, p<.001). 4단계로 

신체적 위험지각과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정하는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949.21, p<.
001), 신체적 위험지각과(β=‒.19; t=‒9.34, p<.001) 태
도(β=.57; t=28.85, p<.001) 모두 구매의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회귀분석 결과

에서 신체적 위험지각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유의했으므로, 태도는 신체적 위험지각과 구

매의도 간 관계에 부분매개한다. 따라서 완전매개효

과를 기술한 가설 7은 기각되었다.

V. 논의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입 의류 제품의 친환경성과 안전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Attitude towards product Perceived physical risk ‒.59 ‒32.93*** .35 1084.37***

***p<.001

Table 8. Effect of perceived physical risk on attitude towards produc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Attitude towards product
Attitude towards product .68 42.18***

.48 940.05***
Subjective norm .14 08.79***

***p<.001

Table 9. Effects of attitude towards a product and subjective norm on purchase intention

Ste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1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physical risk ‒.52 ‒27.50*** .27 0756.37***

2 Attitude towards a product Perceived physical risk ‒.59 ‒32.93*** .35 1084.37***

3 Purchase intention Attitude towards a product ‒.68 ‒41.58*** .46 1737.46***

4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physical risk ‒.19 0‒9.34***

.48 0949.21***
Attitude towards a product ‒.57 ‒28.85***

***p<.001

Table 10.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s a produ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hysical risk 
and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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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소비자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 의류 

제품의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군, 원산

지 국가가 소비자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합리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이

러한 제품 특성(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 제품

군, 원산지 국가)과 신체적 위험지각, 제품에 한 태

도, 주관적 규범, 구매의도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

지각은 에코라벨 인증마크가 없을 때, 제품군이 유

아동복이나 내의류일 때, 원산지 국가의 경제발전수

준이 낮을 때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신체적 

위험지각이 낮을수록 제품에 한 태도가 호의적으

로 형성되며 이는 다시 강한 구매의도로 이어진다는 
일련의 관계도 확인하였다. 제품에 한 호의적 태

도와 더불어, 친환경 제품 구매에 한 주관적 규범 

역시 구매의도를 강화시킨다고 나타나, 합리적 행동

이론이 수입 의류 제품의 구매 의사결정 맥락에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 의류 제품 소비를 소비자의 지

각된 위험 감소 행동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으로 기여한다. 친환경 의류 제품 관련한 여러 연구

는 윤리적 소비 성향을 가진 소비자에 초점을 맞춰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Kim, 2010; Lee et al., 2012). 혹
은 불황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친환경 의류 제품 구

입을 망설이는 소비 양상을 보고함으로써(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친환경 의류 제품의 경제적 가

치를 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류 제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검증하길 요구하

는 케미포비아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Jung, 2017), 
본 연구의 결과도 수입 의류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신체적 위험을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비자가 친환경 의류 제품 구

매를 고려하는 이유로 윤리적 소비 성향, 제품의 경

제적 가치뿐 아니라 제품에 한 신체적 위험지각의 
감소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의류학 연구에서 신체적 위험지각의 중요성을 밝

혔다는 의의도 있다. 의류 제품에 한 위험지각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의 다른 하위 차원

에 비해 신체적 위험지각은 상 적으로 많이 다루어

지지 않았다(Cases, 2002; Lee & Moon, 2015; Swiegers, 
2018).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 수입 의류 제품 중 아

동용 제품이나 속옷을 구입할 때, 그리고 잘 모르는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그 제품이 신체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신체

적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지각될 때, 소비자들은 그 

제품에 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결과가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신체적 위험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조

건의 수입 의류 제품 구매 시에는 신체적 위험지각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연

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술적 시사점은 수입 의류 제품의 친환경

성을 고려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합리적 행

동이론을 기저 이론으로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외부

요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먼저, 수입 의류 제품에 

부착된 에코라벨 인증마크의 유무에 따라 소비자 반

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수입 의류 제품

의 제품군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안전성을 염려하는 
수준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유아동복과 내의류 제품

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역시 밝혔다. 이 결과는 
자녀가 입을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더 꼼꼼하게 

따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Han & Jeong, 2009) 다른 

제품군보다 유아용 제품군을 더 엄격하게 검증하는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의 기준(OEKO-TEX®, n.d.)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원산지 국가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산지 국가의 경

제발전수준이 낮으면 소비자가 제품 안전성을 의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결과는 선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발도상국 생산 제품보다 더 신뢰하

는 경향을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Lusk et 
al., 2006; Ruiz Garcia, 2015).

본 연구에서 합리적 행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

하면서 주관적 규범의 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러 준거집단의 친환

경 의류 제품 사용에 관한 주관적 규범이 수입 의류 

제품에 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러므로 수입 의류 제품의 친환경성을 고려한 구매행

동은 단지 개인 주관 근거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

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

도가 높은 구매의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는(Kim & Han, 2010) 개인의 태도 외에

도 사회의 주관적 규범이 구매의도를 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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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 수입 의류 제품에 

한 공신력 있는 에코라벨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

을 우선 꼽을 수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2015)는 
소비자가 에코라벨 인증 제품에 관심이 있지만 인증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이 
자체 기준에 따라 친환경 표시를 남발하여 오히려 친

환경 인증 제품에 한 소비자 신뢰가 감소하는 상

황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 수입 의

류 제품에 정부 인증 에코라벨이 부착되면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지각이 감소되는 관계와, 낮은 신체적 

위험지각이 제품에 한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부는 수

입 의류 제품을 상으로 공신력 있는 에코라벨제도

의 정착과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에코라벨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코라벨 인증 활성화를 저해하는 인증 비용 문제

와 관련하여(Han, 2015), 본 연구의 결과가 해결의 실

마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품군을 기준으로 유아동복과 내의류가, 원
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국가인 

경우가 소비자의 신체적 위험지각이 높게 나타났으

므로, 이러한 조건의 수입 의류 제품에 한정하여 에코

라벨 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전 제품에 

해 에코라벨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증의 효과가 확

실한 수입 의류 제품에 한정시켜 시행한다면 인증 비

용이 크게 줄이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입 의류 업체가 에코라벨 인

증을 받은 제품에 해 인증 사실을 마케팅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실용적으로 기여한

다. 수입 의류 제품에 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은 제품의 에코라벨 인증마크 부착 여부뿐 아니라 

친환경 제품 사용에 한 사회적 반응인 주관적 규

범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소비자가 수입 의류 제품의 제조 환경 및 방식에 

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수입 의류 업체는 제품에 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에코라벨 인증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해 논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수입 

의류 제품의 원산지 국가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진 

국가를 상으로 했다. 그러나 해외소싱이 만연한 

환경에서 생산 단계별로 서로 다른 국가가 관여하기 
쉽고, 특히 브랜드가 관리되는 상표 보유국이 생산

국과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생산국에 

한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는 상표 보유국에 한 긍

정적 태도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반면(Kim & Park, 
2010), 생산국과 상표 보유국이 상이해도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KOFOTI, 2018). 상반된 선행연구의 결

과가 수입 의류 제품의 친환경적 소비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산지 국가인 
생산국과 더불어 상표 보유국의 이미지가 소비자 반

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정부 인증 에

코라벨만 자극물로 활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 제3의 공

인 기관에서 인증하는 에코라벨을 포함하여, 수입 

의류 제품에 해 에코라벨 인증을 받을 때 어떤 인

증기관의 공신력이 가장 뛰어날지 밝힐 필요가 있

다. 여러 종류의 에코라벨 중 정부 기관이 인증하는 

에코라벨이 소비자 신뢰가 가장 높다는 선행연구 결

과가(Angulo & Gil, 2007) 수입 의류 제품의 맥락에서

도 여전히 유효한지 밝히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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