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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fashion consumers’ moral identity and empathy 
propensity on ethical consumption attitude and donation behavior, and the effect of 
ethical consumption attitude on donation behavior. The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s over the 20s who experienced the donation of fashion products, 384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the internality and 
symbolism of moral ident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thical consumption attitudes. 
The all factors of empathy propensity positively affected eco-friendly oriented con-
sumption, and cognitive empathy and social empathy positively affected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The cognitive empathy, social empathy and relational empathy 
positively affected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and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Furthermore, social empathy and relational empathy positively affected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The eco-friendly, boycott, community, and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positively affected temporal donation. The all factors of ethical con-
sumption attitude positively affected emotional donation, and eco-friendly, community, 
recycling, and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positively affected material donations. 
The internality and symbolism of moral identity positively affected temporal and 
emotional donation, and the symbolism except internality positively affected material 
donation. The cognitive empathy, social empathy and relational empathy positively 
affected the temporal donation and material donation. In addition, the all factors of 
empathy propensity positively affected emotional do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thical product strategy, market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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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서 소비윤리를 실천하고, 개
인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하는 윤리적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품의 구매와 소비, 처분을 하

는 과정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패션 기부 문화는 티셔츠 한 장, 신발 한 켤레로 

시작하여 나눔 상품과 매장, 기부 바자회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쇼핑이 기부로 이

어지는 나눔 쇼핑과 헌 옷을 기부할 수 있는 착한 매

장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기부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를 통해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Kim & Shim, 2017)하
고, 공유와 대여, 중고 거래 및 기부 등의 착한 소비와 

지속가능한 패션 트렌드가 강조되는 시점에는 패션상

품의 구입과 소비, 처분을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소비

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기부행동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기부자의 특성, 즉,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고, 
시간과 재능, 물질적 기부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비

영리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기부를 행하는가’에 중

점을 두었다(Kang, Kim, & Hur, 2012; Wang & 
Graddy, 2008). 기부가 소비행동으로 확산되면서 자

선적․물질적 기부와 기부의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으며(Huh, 2016; Park & Hong, 2018; Shang, Reed, 
& Croson, 2008), 소셜기부 소비자의 참여동기와 온

라인 기부 캠페인, 소비자 참여형 기부 및 윤리적 소

비행동에 대한 연구(Gao, Park, & Cho, 2016; Huh & 
Lee, 2019; Park & Lee, 2012)가 이뤄져 왔다. 패션분

야에서는 패션상품의 재활용방법으로서 기부를 다루

거나 사회적 처분행동의 하나로 기부행동을 파악하였

고(Lee & Lee, 2016; Suk & Lee, 2017), 기부문화 확

산을 위한 수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연구(Park, 2014)
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부행동이 재활

용 및 처분과정에서의 물질적 기부만이 아니라, 기부

를 위해 시간을 나누거나 기부활동 자체가 정서적 안

정과 행복에도 기여(Huh, 2016; Kang et al., 2012)하
므로 패션 소비자들이 어떤 기부행동을 하고, 어떠한 

요인이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윤리적 소비자의 기부와 나눔은 태도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Kang & Kim, 2003) 윤리적 소비태도는 기

부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윤리적 소비태

도는 비윤리적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공동체운동, 재
활용과 재사용, 환경 친화적 소비, 소비절제와 간소화

를 통한 실천적 소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Hong 
& Shin, 2011; Jayawardhena, Morrell, & Stride, 2016; 
Kim, 2020), 기존 연구(Jung & Yoon, 2016; Kim & 
Kim, 2020; Zollo, Yoon, Rialti, & Ciappei, 2018)에서

는 윤리적 소비동기와 성향, 윤리적 상품에 대한 소비

자 태도 및 행동에 중점을 두어 왔다. 패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치와 

의식, 태도 및 구매의도와 관련되어 연구되었고(Kim 
& Kim, 2018; Kim & Shim, 2017; Koh & Noh, 
2009), 윤리성의 정도와 기부형 제품의 선택에 관해서

도 연구(Lee & Cha, 2020)되었다. 또한, 패션상품의 

처분행동에 있어 지속가능한 윤리적 소비태도의 영향

력을 밝힌 연구(Kim, 2020; Suk & Lee, 2017)도 이뤄

지고 있는 상황에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부행동에 관

한 연구는 윤리적 소비와 실천적 행동에 관한 차별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윤리적 소비자들은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윤리적 소비

를 선택하며(Hong, Song, & Chun, 2011), 윤리적 책

임과 자아정체성, 공감성향 등은 윤리적 제품의 구매

와 태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Joo & Kim, 
2019; Yoh, 2018). 특히 도덕적 정체성, 공감성향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이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부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Chung & 
Lee, 2016; Huh, 2016; Wu & Yang, 2018)에서는 일

반 소비자나 불특정 다수를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기

업 및 공익연계 마케팅(Joo & Kim, 2019; Yun & 
Eum, 2014)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어 패션상품의 기

부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상품의 구입과 소비, 처분과

정에서 기부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이 윤리적 소비태도 및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 소비자의 윤

리적 소비 실천과 기부행동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산업의 윤

리적 상품 전략과 마케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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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Theoretical� Review� and� Hypothesis

1.�Moral� identity�

도덕적 정체성은 배려, 도덕성, 사회적 책임, 진심

어린 행동 등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자아인식의 

중요한 기반이며(Reed II, Aquino, & Levy, 2007), 개
인의 성격 내면에 통합되어 있어 도덕성에 대한 의무

와 책임을 향상시켜 도덕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다(Hardy & Carlo, 2005). Aquino 
and Reed II(2002)는 도덕적 정체성이 내면성과 상징

성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 자기인지 측면에서 내면적 

생각과 느낌을, 공공적 측면에서 타인에게 비춰지는 

상징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도덕

적 정체성은 내면성과 상징성의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자기(self)의 사적인 차원인 내면성은 도덕적 

스키마가 얼마나 쉽게 접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

적 특성을 의미하고, 공적 차원인 상징성은 도덕적 자

기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

는지를 나타낸다(Chung, 2018). 도덕적 정체성을 인

격적 관점과 사회․인지적 관점으로 나누어 이론적 

특징을 밝힌 연구(Jung, 2010)에 따르면, 인격적 관점

은 의지력, 통합성, 도덕적 욕구를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본질로 상정한 반면, 사회․인지적 관점

은 사회 인지, 기억, 정체성, 정보처리로부터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특질들이 조직화된 자아

개념으로서 윤리적 제품의 구매와 소비환경에서 도덕

적 자아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관련이 있으며

(Aquino & Reed II, 2002),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윤
리적 행동 등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Aquino, 
Freeman, Reed II, Lim, and Felps(2009)는 도덕적 정

체성이 높을수록 도덕적인 상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 도덕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Zollo et al.(2018)
은 윤리적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 도덕적 직관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Chung and Lee 
(2016)는 윤리적 소비성향이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도덕적 정체성의 차원 

중 내면성이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면성과 브랜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부심이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Hwang, Oh, and 
Park(2013)은 내면성이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내면성이 높은 소비자

들은 정의회복기대감을 매개로, 상징성이 높은 소비

자들은 사회적 강화를 매개로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uh and Kim 
(2012)은 윤리적 이슈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윤리적 소비행동을 잘 실천한다고 하였고, 
Yoh(2018)는 윤리적 자아정체성이 비건 패션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Wu and Yang 
(2018)은 도덕적 정체성이 녹색 제품을 선택하거나, 
녹색 소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하여 도덕적 정체성이 내면성과 상징성으로 구성

된 개념으로서 윤리적 소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일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은 윤리적 소비태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Empathy�propensity�

공감성향은 공감적 각성이나 정서적 각성상태, 지
각․추론․판단․이해 등의 인지적 공감, 공감을 하

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포함한 순환적 공감, 그리고 인

지․정서․의사소통요소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공감 

등의 관점에서 정의된다(Nam, 2010). 공감 척도로는 

Davis(1980)의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 Bryant(1982)의 정서공감척도(emotional 
empathy index: EEI), Barrett-Lennard(1981)의 순환공

감척도(BLRI), Lawrence, Shaw, Baker, Baron-Cohen, 
and David(2004)의 공감지수(EQ) 등이 사용되고 있

다. Davis(1980)의 공감 척도는 관점취하기, 상상척

도, 공감적 관심척도, 개인적 고통척도로 구성되며, 
Lawrence et al.(2004)은 공감이 다른 사람의 정신 상

태에 대한 지적, 상상적 이해를 통한 인지적 공감과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포함

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Barrett- 
Lennard(1981)의 순환공감척도는 공감, 존중수준, 일
치성, 존중의 무조건성, 개방성의 차원을 포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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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체험에 기반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공유라

는 점에서 공감적 이해, 공감적 각성, 공감적 소통으

로 분류될 수 있다(Nam, 2010). 또한, 공감은 정서적, 
인지적 공감을 기본으로 행동적, 사회적 및 관계적 공

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으며(Kim & Lee, 
2018; Ock, 2016),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

로 공감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scalas & Stern, 2003). 
공감은 윤리적 소비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되

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감이 이타적 행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Park, 2015). 예컨대, 윤리적 소비를 실현하

는 공익연계 마케팅에서 제품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고(Joo & 
Kim, 2019), 사회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서도 공감의 역할이 중요하다(Yun & Eum, 2014). 
Ock(2016)은 소비자의 공감적 반응의 핵심요소로 이

성적, 감성적, 사회적, 행위적, 관계적 공감을 제시하

였고,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가 지각하는 지적 호기심, 새로움, 품질적 요소, 자극

의 인지 등은 긍정적인 감정과 구매 및 참여와 같은 

실질적 성과에 있어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 있

다고 하였다. Park(2021)은 사회적 패션기업의 공헌활

동과 제품특성에 대한 인지적, 감성적 및 사회적 공감

이 구전의도와 구매의도의 영향요인이라고 하였고, 
Lee(2014)는 소비자의 문화성향이 공감능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 구매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Zerbini, 
Vergura, and Luceri(2019)는 공감 수준이 높은 소비

자가 낮은 수준의 소비자보다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의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Park and Byun(2017)은 소

비자 공감이 적극적 소비, 선택적 소비, 불매의 형태로 
작용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하여 공감성향을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등을 통한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및 관계적 공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공감이 윤리적 소비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패션 소비자의 공감성향은 윤리적 소비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Ethical� consumption�attitude�

윤리적 소비는 자신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

에 고려하여 도덕적 신념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

하는 소비행동으로서 상거래에서의 윤리적 소비와 동

시대 인류 혹은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로 구체

화할 수 있다(Hong & Song, 2010). 상거래에서의 윤

리적 소비는 비윤리적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나

타나고, 동시대 인류를 위한 윤리적 소비는 공정무역 

제품소비와 공동체운동, 로컬 소비 등이,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는 재활용과 재사용, 환경 친화적 소

비, 소비절제와 간소화를 통한 실천적 소비 등이 포함

된다(Hong & Shin, 2011). 또한, 윤리적 소비의 하위

영역은 공동체운동, 절제와 간소, 불매운동, 적극적 구

매, 환경 및 로컬소비 등으로 구분되며(Hong & Bok, 
2019; Huh & Kim, 2012; Jayawardhena et al., 2016), 
Kim(2020)은 윤리적 소비태도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

여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거나 친환경 및 재활용소비,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체소비로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태

도는 공동체, 친환경, 불매, 재활용 그리고 실천적 소

비에 대한 태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윤리적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윤

리적 소비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Lee & 
Cha, 2020), 윤리적 소비자의 태도는 윤리적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im and Kim(2018)은 

윤리적 소비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환경적 가치가 업

사이클링 패션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고, Koh and Noh(2009)는 윤리적 패

션 상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윤리적 상품 구

매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Jung 
and Yoon(2016)은 윤리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가 윤리적 구매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또한,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부행동과의 관련성

은 처분행동으로서 기부와 나눔을 연구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Kim(2020)은 패션상품을 기부하거

나 주변의 이웃에게 기증하는 이타적 처분에 대해 윤

리적 소비태도의 실천소비, 친환경소비가 긍정적 영

향을 주는 반면, 재활용소비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

인이라고 하였다. Lee and Cha(2020)는 친환경 제품

과 기부형 제품에 있어 소비자가 지각한 윤리성의 정

도가 높아야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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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Kim and Shim(2017)은 자원절약의식과 로컬

소비의식이 높을수록 의복의 구매와 사용 및 처분을 

포함한 소비행동을 긍정적으로 실행한다고 하였다. 
Lee and Lee(2014)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

하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보이콧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자선적 책임에 수용적인 태도를 갖

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하여 윤리적 소비태도를 친환경, 불매, 공동체, 재
활용 및 실천지향 소비태도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파

악하고, 윤리적 소비태도가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3. 패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태도는 기부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Donation�behavior

기부행동은 사회적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에 동참

하는 행위이자 보상에 대한 기대가 배제된 상태에서 

타인의 이익을 지향하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도움행

위로서 물질이나 시간, 노동을 나누는 형태로 나타난

다(Kang et al., 2012; Taute & McQuitty, 2004). 소비

윤리 측면에서 기부행동은 소비자가 동시대 인류를 

생각하여 자신의 자원을 나누는 것으로 최고의 윤리

적 소비를 실천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기부에 대한 소

비활동 자체가 삶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Huh, 2016). Jung, Cho, Kang, Yi, and Byun(2020)은 

기부행동을 소비자의 재능과 시간, 물질 등을 기부하

고자 하는 의도 및 행위로 보았고, Jung and Kim 
(2014)은 기부행동을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실제 행동, 기부를 현재보다 더 늘릴 계획 정도로 

보았으며, Li and Kim(2016)은 기부 참여의 형태에 

따라 기부 유형을 분류하여 시간적 기부와 물질적 기

부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부행동이 기부에 대한 참여

와 노력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

(Park, Kim, & Kim, 2017)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기부

행동은 기부 및 나눔 상품의 구매와 처분과정에서의 

물질적 기부, 기부캠페인 및 바자회 참여 등을 통한 

시간적 기부 혹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기부 등을 포

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부동기와 

태도(Gao et al., 2016; Ryu, 2015), 도덕적 정체성

(Kim, 2016; Park & Hong, 2018; Park & Park, 2013), 
자아성향 및 공감성향(Chowdhury & Fernando, 2014; 
Huh, 2016; Shang et al., 2008)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

거나 윤리적 소비행동의 하나로 기부와 나눔을 파악

하여 왔다. Shang et al.(2008)은 자기관점의 자아성향

보다 타인관점의 자아성향이 기부행동에 더 호의적이

라고 하였고, Park and Hong(2018)은 도덕적 정체성

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별적 경로 메

커니즘을 제시하였으며, Park and Park(2013)은 소비

자의 자아해석 성향과 도덕적 정체성 수준에 따라 기

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16)은 도

덕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기부의

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Winterich, Mittal, and Aquino 
(2013)는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기부행동이 높아

진다고 주장하였다. Chowdhury and Fernando(2014)
는 소비자의 공감과 도덕적 정체성이 친 사회적 행동

인 선행/재활용 차원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Huh(2016)는 소비자의 공감성향 요인

인 관점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행동이 높

아진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Pyo(2019)는 기업의 CSR 
활동에 감정을 이입하여 기부의도를 가지는 과정에서 

CSR 활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공감과 연결된다고 

하였으며, Jung et al.(2020)은 개인의 도덕적 고양과 

사회적 책임감이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한편, 패션 소비자의 기부와 관련된 연구는 중고 

상품의 처분행동의 하나로 다뤄져 온 것이 일반적이

다. Ha-Brookshire and Hodges(2009)는 중고 의류 기

부 환경에서 소비자 폐기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헌 

옷 기부의 주요 동기와 기부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 

요인을 도출하였고, Lee and Lee(2016)는 기부 등의 

패션상품의 재활용 방법에 관해 소비자들의 동기인식

이 높을 뿐 아니라 호의적인 태도와 의도를 지닌다고 

하였다. Song, Kim, and Chun(2017)은 사회적 배제 

집단에게 기부의 상징적 보상물을 추가로 제공할 경

우 이타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Suk 
and Lee(2017)는 패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태도

로서 재활용태도가 기부를 통한 사회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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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하여 기부행동을 패션상품의 구매와 소비, 처분과

정에서 시간적, 정서적 및 물질적 기부를 하는 행동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이 기

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은 기부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패션 소비자의 공감성향은 기부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Methods

1.�Measurement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

성과 공감성향, 윤리적 소비태도 및 기부행동에 관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부경험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은 Aquino and Reed II 
(2002)가 제시한 개념을 근거로 하여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 자아인식 및 정체성으로 정

의하고, Chung and Lee(2016), Hwang et al.(2013), 
Winterich et al.(2013), Wu and Yang(2018) 등의 연

구를 참조하여 사적 차원인 내면성과 공적 차원인 상

징성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공감성

향은 Lawrence et al.(2004)의 공감지수(EQ)를 토대

로 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인지적, 감
성적으로 공감하거나, 타인과의 관계, 소통을 이루면

서 사회적, 관계적으로 공감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Chowdhury and Fernando(2014), Huh(2016), Joo and 
Kim(2019), Ock(2016)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및 관계적 공감에 관한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윤리적 소비태도는 Hong and 
Song (2010)의 윤리적 소비에 관한 개념을 토대로 하

여 상거래에서의 윤리적 소비와 동시대 및 미래 세대

를 위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Hong 
and Shin(2011), Huh and Kim(2012), Kim and Shim 
(2017), Jayawardhena et al.(2016) 등의 연구를 참고

하여 친환경, 불매, 공동체, 재활용 및 실천지향 소비

태도에 관한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3). 기부행

동은 패션상품의 구매와 소비, 처분과정에서 소비자

들이 시간을 나누거나, 물질적, 정서적 기부를 하는 행

동으로 정의하고, Huh(2016), Kang et al.(2012), Park 
and Hong(2018), Shang et al.(2008), Suk and Lee 
(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물질적, 시간적 및 정서적 

기부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4). 이들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5문항과 기부경험에 관한 

1문항은 명목 및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2.� Sampling�and�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패션상품(의류, 가방, 신발 등)의 구

매와 소비, 처분과정에서 기부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전

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남성이 189명

(49.2%), 여성이 195명(50.8%)이었고, 연령은 20~29
세 77명(20.1%), 30~39세 83명(21.6%), 40~49세 78
명(20.3%), 50~59세 77명(20.1%), 60세 이상 69명

(17.9%)이었다. 거주지역은 특별시(서울) 148명(38.6%),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6명

(19.8%), 수도권 도시(경기도) 100명(26.0%), 지방도

시 및 기타 60명(15.6%)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76.0%)에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80.2%였다. 이들의 기부경험은 착한 매장, 재
활용 매장 등에 패션상품을 기부한 경험(27.7%), 자선

단체나 바자회 등에 패션상품을 기부한 경험(19.7%), 
구매하면 일정 금액이나 제품이 자동적으로 기부되는 

패션상품을 구매한 경험(19.6%), 나눔 쇼핑이나 벼룩

시장 등에 패션상품을 기부한 경험(16.7%), 기타 다양

한 방식으로 패션상품의 기부에 참여한 경험(6.6%), 
SNS에서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기부한 경험(4.9%), 
패션 브랜드의 기부행위에 동참하고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4.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진행하였고, 예

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편의표집방식에 의해 

2019년 4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약 두 달 간 설문

지를 이용한 직접 조사와 리서치 전문회사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직접 조사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패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였고, 설문 시작 부분에 패션상품의 기부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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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기부경험이 없을 경우 조사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리서치 전문회사를 활용한 온라

인 조사에서는 전자 설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

으며, 응답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패션상품 기부경험자에게서 응답을 받았

다.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비중을 고려하여 400부

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결측값이 있거나 무성의한 응

답을 제외한 3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WIN(Ver.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

variables

본 연구는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 공감성향, 
윤리적 소비태도 및 기부행동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식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치가 1.0 이상이면서 요인적

재량이 .5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였는데, 이 값이 .70 이상일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평

가하였다. 

1)�Moral� identity

도덕적 정체성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Table 1>과 

같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은 62.562%
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도덕적 성향에 대한 자기인지 

측면과 관련되어 ‘내면성’이라 하였고, 요인 2는 도덕

적 성향을 드러내는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공공적 측

면과 관련되어 ‘상징성’이라 하였다. 이는 도덕적 정

체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류와 일관된 결과였으며, 
Cronbach’s α계수는 내면성 .880, 상징성 .782로서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2)� Empathy�propensity

공감성향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Table 2>와 같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은 65.678%였다. 
요인 1은 다른 사람의 의도와 행동을 쉽게 알아차리

<Table� 1>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moral identity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Internality

Being a moral person makes me happy. .828

3.846 34.959 .880

Becoming a person with a moral orientation makes me 
feel good. .825

Being a moral person is important as part of me. .800

It is good for me to be a person with a moral orientation. .800

Being a person with a moral orientation makes me proud. .768

Being a moral person is what I desperately want. .659

Symbolism

I tend to let others know that I have a moral orientation. .833

3.036 62.562 .782

I am active in online and offline communication activities 
so that my moral orientation is transmitted to others. .800

I enjoy the way I speak, look, and dress that show my 
moral orientation. .760

I do a lot of outside activities that show my moral 
orientation. .717

I tend to show my moral disposition through leisure 
activities or hobbies.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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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관련되

어 ‘인지적 공감’이라 하였고, 요인 2는 사회적 약자

나 소외계층을 돕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관련되어 ‘사회적 공감’이라 하였다. 요인 3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이입하는 공감

과 관련되어 ‘감성적 공감’이라 하였으며, 요인 4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공

감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관계적 공감’이라 

하였다. 신뢰도 분석에 따른 Cronbach’s α계수는 인

지적 공감 .880, 사회적 공감 .822, 감성적 공감 .810, 
관계적 공감 .760으로서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3)� Ethical� consumption� attitude

윤리적 소비태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Table 
3>과 같이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은 

67.414%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환경 또는 친환경 라

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소비하거나 배출될 쓰레기량

을 고려한 소비, 환경 친화적인 소비 등을 지향하는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empathy propensity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Cognitive 
empathy

I can easily understand the intentions and actions of 
others. .855

3.572 21.014 .880

I can quickly find out what others are saying and what 
they really mean. .809

I can grasp the situation from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714

I can predict how others will feel. .710

I can understand what others think. .703

Social 
empathy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815

2.954 38.389 .822

I think society should help the socially weak. .806

I think people who are being discriminated add stress to 
the discrimination. .738

I think I have to help others even if I don't have personal 
gain. .675

I take it for granted to help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or races. .532

Emotional 
empathy

I tend to be emotionally agitated by other people. .805

2.687 54.195 .810
I am strongly influenced by the moods of the people 
around me. .796

I am emotionally transferred to other people’s problems. .782

I feel upset when I see someone cry. .714

Relational 
empathy

I can see the feelings of those around me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feelings of those around me. .763

1.952 65.678 .761I try to be that person’s position before blaming someone. .654

I can explain my feelings by empathizing with the people 
around me.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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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태도와 관련되어 ‘친환경지향 소비’라 하였고, 요
인 2는 환경 혹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기업 등에 대

한 불매를 지향하는 소비태도와 관련되어 ‘불매지향 

소비’라 하였다. 요인 3은 다른 기업과 공생하여 성장

하거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제품 소비,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비 등을 지향하는 소비태

도와 관련되어 ‘공동체지향 소비’라 하였고, 요인 4는 

재활용제품의 구매를 선호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 등을 지향하는 소비태도와 관

<Table� 3>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ethical consumption attitud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Eco-friendly 
oriented 

consumption

I consume products that are certified as environmental or 
eco-friendly labels. .747

3.249 16.247 .873

I consume the amount of waste that will be discharged. .744

I am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677

I conside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consumption 
process. .666

I consume eco-friendly products rather than general ones. .652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I don't buy products of companies that cause 
environmental or social problems. .826

2.995 31.224 .841
I don't buy products of companies that exploit labor. .809

I don't buy products of companies that disregard to 
consumer rights. .782

I don't buy products of companies that impose excessive 
marketing costs on the product price. .687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I consume products of companies that grow in symbiosis 
with other companies. .789

2.571 44.077 .837
I consume products of companies that help our society. .722

I consume in consideration of living with our society. .694

I do consumption tha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573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I prefer to buy recycled products over regular products. .747

2.490 56.529 .779
I consume recyclable products rather than non-recyclable 
products. .723

I am interested in economically saving recycled products. .632

I am very interested in recycling unused items. .626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I practice smart consumption that reduces unnecessary 
consumption. .786

2.177 67.414 .770I do consumption that does not threaten the dignity and 
happiness of others. .735

I practice consumption behavior that does not harm others.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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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재활용지향 소비’라 하였다. 요인 5는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타인의 존

엄성과 행복을 위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

해를 주지 않는 소비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태

도와 관련되어 ‘실천지향 소비’라 명하였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태도는 친환경, 불매, 공동체, 재활용 및 

실천을 지향하는 소비태도로 구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Cronbach’s α계수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변

수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4)�Donation�behavior

기부행동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Table 4>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누적분산은 76.951%로 나

타났다. 요인 1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패션상품의 기

부활동과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자선바자회, 벼룩시

장, 기부 및 나눔 상품의 구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

는 시간적 측면에서의 기부행동과 관련되어 ‘시간적 

기부’라 하였고, 요인 2는 패션상품의 기부로 인한 마

음의 편안함, 기분 좋음, 행복, 정서적 안정 등의 정서

적 측면에서의 기부행동과 관련되어 ‘정서적 기부’라 

하였다. 요인 3은 재활용센터, 자선단체 및 바자회 등

에 패션상품을 기부하거나 중고제품을 재사용하는 착

한 매장에 기부하는 등의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기부

행동과 관련되어 ‘물질적 기부’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 소비자의 기부행동은 시간적, 정서적 및 물

질적 기부로 구성된 개념이었으며, Cronbach’s α계수

는 시간적 기부 .915, 정서적 기부 .901, 물질적 기부 

.801로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2.�Correlation�analysis� of�measure� variables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도덕적 정체성의 내면성과 상징성은 윤리적 소

비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 즉, 친환경지향, 불매

지향, 공동체지향, 재활용지향 및 실천지향 소비와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부행동의 정서적, 
물질적 기부와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성향의 인지적, 사회적, 감성적 및 관계적 공감은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부행동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윤리적 소비태도

의 친환경지향, 공동체지향, 재활용지향 및 실천지향 

소비는 시간적, 정서적 및 물질적 기부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매지향 소비는 정서적, 

<Table� 4>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donation behavior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Temporal 
donation

I take the time to participate in the donation activity of 
fashion products. .891

3.157 28.701 .915
I spend a lot of time at charity bazaars, flea markets, etc. .850

I take the time to participate in the donation campaign of 
a fashion company. .833

I spend a lot of time buying donations and sharing products. .792

Emotional 
donation

I feel at ease with the donation of fashion products. .851

3.098 56.861 .901
I feel good by donating fashion products. .848

I am happy with the donation of fashion products. .835

I am emotionally stabilized by the donation of fashion 
products. .835

Material 
donation

I donate fashion products to the recycling center. .844

2.210 76.951 .801I donate fashion products to charities and bazaars. .776

I donate fashion products to a good store (Beautiful store, 
Otcan, etc.) that reuses used products.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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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기부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처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80 보다 낮게 나타나 측정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

제는 없는 것(Lee & Lee, 2021)으로 확인되었다. 

3.�Hypothesis� verification

본 연구는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

향, 윤리적 소비태도 및 기부행동에 관한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도덕적 정체성이 윤리적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H1), 공감성향이 윤리적 소비태도에 미

치는 영향(H2), 윤리적 소비태도가 기부행동에 미치

는 영향(H3), 도덕적 정체성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

향(H4), 공감성향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H5)이
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The� effect� of�moral� identity� on� ethical� con-

sumption� attitude�of� fashion� consumers

본 연구는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이 윤리적 

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덕적 정

체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윤리적 소비태도를 종속변

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도덕적 정체성의 내면성과 상징

성이 윤리적 소비태도를 구성하는 친환경지향, 불매

지향, 공동체지향, 재활용지향 및 실천지향 소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지

향, 공동체지향, 재활용지향 소비에는 내면성보다 상

징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매지향, 실천

지향 소비에는 상징성보다 내면성이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기부경험이 있는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태도가 높아짐

을 알 수 있었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0.1%, 

<Table� 5>�Correlation analysis of measure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Internality 1

2. Symbolism .316*** 1

3. Cognitive empathy .395*** .378*** 1

4. Social empathy .611*** .133** .455*** 1

5. Emotional empathy .301*** .297*** .371*** .304*** 1

6. Relational empathy .503*** .311*** .699*** .596*** .377*** 1

7. Eco-friendly oriented 
consumption .413*** .362*** .448*** .497*** .282*** .475*** 1

8.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339*** .087 .321*** .461*** .109* .299*** .469*** 1

9.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412*** .358*** .474*** .536*** .249*** .538*** .687*** .449*** 1

10.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449*** .362*** .383*** .487*** .231*** .414*** .658*** .424*** .581*** 1

11.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485*** .305*** .483*** .465*** .217*** .532*** .578*** .444*** .573*** .523*** 1

12. Temporal donation .088 .514*** .279*** .104* .166** .227*** .434*** .077 .346*** .345*** .235*** 1

13. Emotional donation .483*** .390*** .423*** .491*** .314*** .470*** .526*** .307*** .514*** .439*** .513*** .446*** 1

14. Material donation .185*** .349*** .301*** .242*** .158** .282*** .508*** .237*** .426*** .371*** .382*** .551*** .454***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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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8.3%, 12.5%, 14.3%이었다. 이 결과는 윤리적 

소비의 의사 결정에 있어 도덕적 정체성의 영향력을 

밝힌 선행연구(Yoh, 2018; Zollo et al., 2018)와 유사

하였으며, 윤리적 소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도덕

적 정체성, 즉, 자기인지 측면에서의 내면성과 공공적 

측면에서의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The� effect� of� empathy� propensity� on� ethical�

consumption�attitude�of� fashion�consumers

패션 소비자의 공감성향이 윤리적 소비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감성향을 독립변수로 

하고, 윤리적 소비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공
감성향의 요인이 윤리적 소비태도의 친환경지향, 불

매지향, 공동체지향, 재활용지향 및 실천지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친환경지향 소비에는 공감성향의 모든 요인이 정(+)
의 영향을 주었으나, 불매지향 소비에는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이, 재활용지향 소비에는 사회적 공감, 관
계적 공감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동체지

향 소비와 실천지향 소비에는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

감, 관계적 공감이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1.2%, 12.3%, 13.4%, 7.0%, 
15.8%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공감은 친환경지향, 불매지향, 공동체

지향, 실천지향 소비의 영향요인이었고, 사회적 공감

은 윤리적 소비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감성적 공감은 친환경지향 

소비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관계적 공감은 친환경지

향, 공동체지향, 재활용지향, 실천지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감성적 공감과 

관계적 공감은 불매지향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 정서적 혹은 관계적 

공감성향이 높을지라도 환경 및 사회문제가 있는 기

업에 대한 불매를 지향하는 소비태도가 높아지지 않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적 공감의 경우, 재활

용지향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재

활용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를 지향하는 소비태도를 

높이는 공감요인이 아니었으며, 감성적 공감은 실천

지향 소비의 영향요인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감성적 공감성향은 불필요한 소

비를 줄이거나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

태도에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윤리적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있

어 공감의 영향력을 밝힌 선행연구(Joo & Kim, 2019; 
Lee, 2014)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나, 선행연구가 

공익연계 마케팅과 친환경 제품 구매의 관점에서 분

석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부경험이 있는 패션 

소비자의 공감성향과 윤리적 소비태도를 다뤘다는 점

에서 차별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윤리적 소비태도에 

<Table� 6>�The effect of moral identity on ethical consumption attitud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F R2

Eco-friendly oriented 
consumption

Internality .193 3.922***

16.801*** .101
Symbolism .210 4.269***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Internality .218 4.383***

11.776*** .078
Symbolism .104 2.084*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Internality .165 3.324**

12.745*** .083
Symbolism .188 3.800***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Internality .228 4.702***

22.408*** .125
Symbolism .231 4.765***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Internality .332 6.928***

26.799*** .143
Symbolism .114 2.36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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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감성향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소비자 공감이 

이타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Park, 201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3)�The�effect�of�ethical�consumption�attitude�on�

donation�behavior� of� fashion� consumers

패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태도가 기부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태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기부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윤
리적 소비태도가 시간적, 정서적 및 물질적 기부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기부에는 친환경지향 소비, 불매지향 소비, 공동체지

향 소비, 재활용지향 소비가 정(+)의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기부에는 윤리적 소비태도의 모든 요인이 정

(+)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물질적 기부에는 친환경지

향 소비, 공동체지향 소비, 재활용지향 소비, 실천지

향 소비가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1.4%, 27.6%, 13.7%이었다.
특히 윤리적 소비태도의 친환경지향, 공동체지향 

및 재활용지향 소비가 기부행동을 구성하는 요인 모

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재활용을 지향하는 소비태도를 지님과 동시에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체 소비태도를 지닐수록 시간

적, 정서적 및 물질적 기부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

었다. 실천지향 소비는 정서적, 물질적 기부의 영향요

<Table� 7> The effect of empathy propensity on ethical consumption attitud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F R2

Eco-friendly oriented 
consumption

Cognitive empathy .159 3.293**

11.939*** .112
Social empathy .151 3.129**

Emotional empathy .120 2.485*

Relational empathy .222 4.577***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Cognitive empathy .132 2.744**

11.753*** .123
Social empathy .323 6.719***

Emotional empathy .022  .467

Relational empathy .018  .372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Cognitive empathy .171 3.576***

14.687*** .134
Social empathy .217 4.547***

Emotional empathy .074 1.539

Relational empathy .229 4.787***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Cognitive empathy .092 1.866

7.151*** .070
Social empathy .208 4.190***

Emotional empathy .081 1.638

Relational empathy .109 2.209*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Cognitive empathy .240 5.084***

17.799*** .158
Social empathy .160 3.398**

Emotional empathy .037  .791

Relational empathy .271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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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 －



14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이 윤리적 소비태도 및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일수록 정서적, 물질적 측면

에서의 기부행동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시간적 기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천지향 소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절제하고 

현명한 소비를 실천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

지 않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다고 해서 패션상품의 기부활동과 캠페인, 바자회 등

에 시간을 들여 참여하거나 기부 및 나눔 상품의 구매

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는 것이다. 불매지향 소

비의 경우 물질적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는데, 이는 환경이나 사회문제,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

는 기업에 대한 불매를 지향하는 소비태도가 패션상

품을 물질적으로 기부하는 행동을 촉진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윤리적 소비태도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

한 소비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가 기부

행동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윤리적 소비태도의 차원인 실천소비, 친환경소비가 

사용하지 않는 패션상품을 기부하는 이타적 처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Kim, 2020)와 유사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기부행동을 처분행동의 하

나로 보지 않고 패션상품의 구매, 소비 및 처분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정서 및 물질적 기부행동으

로 접근하여 윤리적 소비태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차별된다. 또한, Kim(2020)의 연구에서는 

재활용소비가 패션상품을 기부하거나 주변 이웃에 기

증하는 이타적 처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본 

연구에서 재활용지향 소비는 물질적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재활용지향 소비태도가 높을

수록 패션상품을 물질적으로 기부하는 행동이 높아지

고 있었으므로 재활용지향 소비와 패션상품의 기부행

동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요구된다.

4)� The� effect� of� moral� identity� on� donation�

behavior� of� fashion� consumers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이 기부행동에 미치

<Table� 8>�The effect of ethical consumption attitude on donation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F R2

Temporal donation

Eco-friendly oriented consumption .247 5.110***

 9.715*** .114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117 2.408*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115 2.382*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159 3.283**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022  .456

Emotional donation

Eco-friendly oriented consumption .219 5.002***

28.783*** .276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148 3.391**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268 6.119***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149 3.403**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334 7.640***

Material donation

Eco-friendly oriented consumption .278 5.825***

12.011*** .137

Boycott oriented consumption .092 1.922

Community oriented consumption .144 3.009**

Recycling oriented consumption .107 2.231*

Practice oriented consumption .138 2.89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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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시간적 

기부와 정서적 기부에는 내면성, 상징성이 정(+)의 영

향을 주었고, 물질적 기부에는 내면성을 제외한 상징

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각각 24.4%, 27.0%, 5.3%이었으며, 패션 소비자

의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기부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내면성은 시간적, 정서적 기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도덕적 성향에 대한 내면적 

생각과 느낌이 패션상품의 기부활동 및 기부캠페인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기

부행동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기부에는 내면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는데, 이는 자기인지 측면에서의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지라도 재활용센터, 자선단체 및 바자회, 착한 매

장 등에 패션상품을 기부하는 행동이 높아지지는 않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징성의 경우, 기부행동

의 모든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덕적 

성향을 드러내는 외부활동을 많이 하거나 타인에게 

비춰지는 공공적인 측면을 중시할수록 시간적, 정서

적 및 물질적 기부행동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도덕적 정체성과 기부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Park & Hong, 2018; Winterich et al., 2013)와 일

관되었으며, 패션 소비자의 기부행동에 있어서는 개

인의 도덕적 정체성이 중요하므로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5)�The�effect�of�empathy�propensity�on�donation�

behavior� of� fashion� consumers

패션 소비자의 공감성향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시간적 기부

에는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관계적 공감이 정(+)
의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정서적 기부에는 공감성향의 

모든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질적 

기부에는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관계적 공감이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7.9%, 30.6%, 5.4%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행동

을 구성하는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친 공감성향은 인

지적, 사회적 및 관계적 공감으로서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감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공감성향이 높

을수록 시간적, 정서적 및 물질적 기부행동이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감성적 공감은 시간적, 물질적 기부

를 제외한 정서적 기부에만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
는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동요하거나 다른 사람

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공감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측면에서의 기부행동이 높아지는 반면, 기부

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거나 물질적으로 패

션상품을 기부하는 행동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성향이 자선적 기

부행동의 선행요인이라고 밝힌 연구(Huh, 2016)와 유

사한 맥락에서 이해되며, 패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측면에서 기부행동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공감성향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이 윤리적 소

비태도 및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소비태

<Table� 9>�The effect of moral identity on donation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F R2

Temporal donation
Internality .134  3.018**

61.499*** .244
Symbolism .475 10.672***

Emotional donation
Internality .481 10.985***

70.341*** .270
Symbolism .196  4.474***

Material donation
Internality .091  1.799

 6.473** .053
Symbolism .157  3.116**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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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패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실천과 행동에 관한 함의를 도

출하고, 패션 산업의 윤리적 상품 전략과 마케팅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패션상품의 기부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패션 

소비자의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이 윤리적 소비태

도와 기부행동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

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 및 학문적, 실무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과 같이 패션 기부문화가 중요해지고 윤

리적 소비 측면에서 패션상품의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부행동을 연관시켜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소비측면에서 패션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일

반 소비자, 자선단체 및 광고 등의 물질적․시간적 기

부에 중점을 두거나, 이타적․사회적 처분행동으로서 

패션상품의 처분방법의 하나로 다뤄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패션상품의 구매와 소비, 처분과정에

서의 기부행동을 시간적, 정서적 및 물질적 기부의 차

원으로 접근하고, 심리적 변인과 태도의 영향력을 분

석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의 실천행동인 기부행동에 관

한 연구 분야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

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정체성의 내면성, 

상징성은 윤리적 소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패션 소비자들의 윤

리적 소비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패션산업에서 

소비자의 도덕적 성향 및 가치관에 대한 자기인식과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자아정체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

사하며, 환경과 사회, 나 아닌 다른 사람, 공동체 등을 

중시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및 다양

한 장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패션기업에서 환경을 고

려한 재활용 제품과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 동
물을 착취하지 않는 대체 소재를 이용한 비건(vegan) 
패딩 및 인조 모피 제품 등을 개발하거나 SNS의 해시

태그 기능을 활용한 마케팅 및 유통 전략을 펼친다면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덕적 정체성의 내면성과 상징성이 시간적, 

정서적 기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

데, 이는 기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서적인 안

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부행동에 있어 개인의 도덕

<Table� 10>�The effect of empathy propensity on donation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F R2

Temporal donation

Cognitive empathy .148 2.995**

 8.152*** .079
Social empathy .153 3.106**

Emotional empathy .071 1.439

Relational empathy .170 3.452**

Emotional donation

Cognitive empathy .200 4.676***

41.776*** .306
Social empathy .375 8.775***

Emotional empathy .200 4.683***

Relational empathy .291 6.806***

Material donation

Cognitive empathy .148 2.944**

 4.409** .054
Social empathy .101 2.010*

Emotional empathy .018  .367

Relational empathy .110 2.19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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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 물질적 기부의 경우 상징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말투나 외모, 옷차림, 취미 및 여가생활 등으로 도덕

적 성향을 표현하는 소비자들이 패션상품을 물질적으

로 기부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사회적,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물론 외부활동을 통

한 소비자의 노력과 자발적인 행동은 패션 기부문화

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패션

기업에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프로

젝트를 개최하거나 기부 메시지가 담긴 슬로건 패션

(slogan fashion) 상품을 이용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

써 소비자와 함께 하는 패션 기부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패션 소비자의 공감성향이 윤리적 소비태도

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

감성향의 차별적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약자

의 권리나 소외계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과 이해

가 바탕이 되는 사회적 공감이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

부행동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패

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부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이끌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개인적 공

간이자 사회적 커뮤니티활동이 활발한 SNS를 활용하

여 패션상품의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소비윤리 교육을 통해 윤리적 소비자의 역할을 제

고한다면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활동

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

적을 초월하여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

부 및 나눔 상품의 판매는 소비자의 사회적 공감을 불

러일으켜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일

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패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태도는 기부행

동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친환경지향, 공동체지향 및 

재활용지향 소비가 기부행동의 구성요인, 즉, 시간적, 
정서적 및 물질적 기부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및 재활용 제품, 다른 기업

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 환경에 기여하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패션상품의 기부에 동참하는 실

천적 행동력을 지닌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윤

리적 상품의 적극적인 구매와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

는 상품의 불매운동, 그리고 SNS를 통해 도덕적 신념

을 공유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의 등장은 기업

이나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넘어 윤리경영의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기업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과 기대에 따른 책임활

동과 함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부 및 봉사활동을 

고려한 윤리경영을 펼쳐야 하며, 윤리적 소비와 기부

행동에 관한 소비자의 심리적 메커니즘(mechanism)
의 이해를 토대로 기업 윤리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 윤리적 소비

태도 및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패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와 기부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분

석하고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패션 소비자의 윤리

적 소비태도와 기부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양

적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심층적인 개념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적 소비태도와 기부행

동의 영향요인으로서 도덕적 정체성과 공감성향 외에

도 소비성향, 기부동기, 긍정적 감정 및 반응 등의 영

향력을 분석하거나 기부 캠페인의 효과를 밝히는 후

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윤리적 소비의 실천적 행동

에 관한 포괄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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