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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ual constructs of ethical consumption beliefs and their impacts on the

consumer attitudes toward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goods. The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con-

sumer effectiveness and apparel environmental knowledge were examined in this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on female consumers between the ages of 20 and 50; subsequently, 300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s: 1)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test on ethical

consumption beliefs clearly showed factorial structures that include Social Responsibility, Eco-friendly

Consumption, Animal Welfare, and Individual Enhancement. 2) The results of the mean scores of ethical

consumption beliefs showed that respondents tended to consider Social Responsibility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three factors. Ethical consumption beliefs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

attitudes toward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in addition, Social Responsibility had the highest

effect on product attitudes among the four factors of ethical consumption beliefs. 3) The perceived consu-

mer effectiveness and environmental knowledge of apparel had important medicating roles in the relation-

ship between ethical consumption beliefs and attitudes towards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This study highlighted a potential marketability of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and that ethi-

cal consumption beliefs,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and apparel environmental knowledge should

be promoted among consumers to increas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thes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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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오염,

아동노동착취, 동물실험, 불공정무역 등의 기업의 비윤

리적인 면을 지적하여 불매운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착한 소비’라는 개념으로

윤리적 소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리적 소비자는 인

간, 동물, 환경에 해가 되거나 착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념과 구매행동을 통해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행동지침을 갖고 있다(Szmigin & Carrigan, 2006).

이제 소비자들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 중심적

인 소비활동이 동물과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환경과 생

태계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와 같이 기업과 소비자의 윤리소비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윤리적 소

비의 개념 설명을 위한 이론적 고찰(Park & Kang, 2009;

Szmigin & Carrigan, 2006) 및 질적 연구(Hong & Song,

2010; Kim, 2009; Szmigin et al., 2009)의 탐색적 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실증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된 제

품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및 대체소재의 시장이 성

장하고 있다. 기존의 친환경 제품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식자재, 아토피 방지를 위한 오가닉 의류제품 위

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개

념이 확대되었다. 즉 친환경 제품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에 해가 되지 않는 유기농 면과 같은 자기중심적 혹은 개

인주의적 의미와 함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폐기

시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자연순환형 친환

경 소재와 동물보호를 위해 천연피혁제품의 대체상품 사

용과 같은 타인중심적 혹은 이타주의적 의미까지 포함하

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주의적 친환

경 제품 구매행동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좀 더 넓은

의미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친환경 소재 및 제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의류생산국가의 인권문제, 공정무역, 환경피해, 동물

학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비윤리적 산업으로 비판 받

았던 의류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런던, 파리, 밀라노 등 패션

대도시에서 이슈가 된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이 국

내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Koh, 2009). 의류소

재 생산 측면에서도 패션아이템으로서 환경에 무해하고

생태계 보존과 동물보호를 위해 천연피혁을 대체할 친

환경 인조피혁 소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으며 이는 국내 원단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상향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친

환경 인조피혁 의류제품이 개발되어 출시될 경우를 대

비하여 소비자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

아가 구매 및 사용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영향변인

들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친환경 인조

피혁 의류제품 태도에 미치는 중요 영향변인으로 윤리

소비신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윤리소비신념이 높다 하더라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특정 제품군인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제품을 구매 혹은

사용하려는 긍정적 태도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이에 기존의 윤리소비 및 친환경 소비자 행동 연구

에서 중요 영향변인으로 제시되었던 지각된 소비자 효율

(Huh, 2011)과 의류환경지식(Kim & Damhorst, 1998)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된 소비자 효율은

한 개인의 노력이 사회문제해결에 차이를 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Ellen et al., 1991)를 말하며, 의류환경지

식은 의류제품의 생산과 소비, 처분 및 폐기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갖

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Kim & Damhorst, 1998). 본 연

구의 결과는 국내 친환경 의류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친

환경 관련 상품 및 프로모션 전략 실행에 도움을 줄 것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윤리소비신념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Ethical Consumerism”, n.d.). Strong(1996)에 의하면,

윤리적 소비주의는 친환경적 소비주의의 모든 원리를

통합하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Cowe and Williams

(2000)는 윤리적 소비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환경적 또는 윤리적인 고려를 하는 소비라고 정의내렸

다.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인 예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유기농 음식섭취, 동물복지에 노력, 공정무역

과 노동인권 지지, 원자력 반대, 독재국가 제품 불매운

동, 로컬구매 등이 있다(Witkowski & Reddy, 2010). 이

와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윤리적 소비란 녹색소비,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과 같은 기존의 환경 및 사회

– 126 –



윤리소비신념이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소비자 효율 및 의류환경지식의 매개효과 3

적 이슈와 관련된 소비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써 다양

한 의미를 포함한다. Ethical Consumer(2003)에 의하면,

윤리적 소비자는 인간, 동물, 환경에 해가 되거나 착취

하는 것을 거부하는 구매행동을 통해 그들의 복지를 향

상시키고자 하는 행동지침을 갖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즉 윤리적이라는 용어는 최근 유기농 식품 등 친환경 제

품 구매증가 이면에 숨어있는 자기중심적인 건강에 대

한 관심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동물복지, 노동표준과 같

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의식문제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Kim(2009)은 실제 윤리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 13명

을 대상으로 FGI와 심층면접을 한 결과, 사회적 책임감,

인간관계중시, 사회적 자아이미지 추구, 박애주의 성향,

사회적 문제관심, 윤리적 소비에 대한 지식 등이 윤리적

구매행동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소

비자의 구매동기 분석을 통해 윤리적 소비행동을 조사

한 결과(Hong & Song, 2008), 초기 구매동기는 식품안전,

건강과 같은 이기적 동기였으나 현재는 환경과 농업, 지

역 공동체 발전 등의 이타적 동기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Huh(2011)는 교육수준, 월평

균 가계소득, 직업, 종교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윤리소비행동이 다름을 밝혔다. Kim(2010)의 연구에 의

하면,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거

나 아동착취가 없는 기업제품 선호, 윤리적 경영 기업에

투자, 사회적 책임수행 기업상품 구매 등의 윤리소비행

동이 다르게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헌조사를 통한

윤리소비의 개념 정의, 윤리소비의 동기 및 영향요인과

특성 및 실태 등의 사례조사(Hong & Song, 2008, 2010;

Jung, 2011; Kim, 2009; Koh, 2009; Park & Kang, 2009)

와 같은 탐색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최근 몇몇 연구

자들에 의해 양적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윤리소

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결과변인으로서 조사된 단

차원적인 윤리소비행동의 연구들(Huh, 2011; Kim, 2010)

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류소비자들의 친

환경 제품 구매행동에 미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영향변

인으로서 인간, 환경, 동물복지 등의 다양한 범위를 포함

하는 다차원적 윤리소비신념(Ethical consumption beliefs;

이하 ECB라고 함)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 ECB가 지각된 소비자 효율과 의류환

경지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친환경 인

조피혁 의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2.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제품 태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증

대되고 있으며 의류산업 역시 친환경 소재 및 제품 개

발과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국내 의류산

업 내 미래시장으로서 긍정적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섬유소재로 친환경 섬유소재가 주목 받고 있다(Han &

Jeong, 2009). Song(2008)에 의하면, 친환경 섬유소재는

섬유의 원료 특성과 섬유의 가공 제조과정이 환경에 유

해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농법이나 생분해가 가능한 섬

유를 의미한다. 즉, 친환경 의류(eco-friendly apparel)란 제

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이고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생산된 의류제품이다.

천연피혁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화려한 외관, 부드러

운 촉감, 뛰어난 보온성 등의 장점으로 의류와 신발용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급량이 한정되

고 물세탁의 어려움, 통기성, 염색 견뢰도, 방부성 등의

단점이 있으며(Ahn, 2003) 최근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문

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천연피혁의 태닝과

정에서 유발되는 공기, 수질오염문제로 인해 환경보호

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천연피혁을 얻기 위해 동물을

가혹하게 다루는 문제로 천연피혁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저렴하면서 고품질인 인조

피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천연피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조피혁이 개발되어 의류제품뿐만 아니

라 핸드폰과 태블릿PC 등의 케이스 액세서리, 자동차 내

장재 등에 사용되고 있어 시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

나 인조피혁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큰 문제점을 안

고 있어 이를 대체할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소재 개발과

사용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낮은 품질과 저가 소재라는 등의 인

조피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Choung, 2011)

으로 인해, 친환경 인조피혁 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제품

에 적용한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제품(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이하 eco-FLA)이 출시될 경우, 판매자

관점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eco-FLA에 대하여 실제 소비자

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구매할 의도가 있는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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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긍정

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려는 학습된 선유경

향으로 태도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Lim et al., 2010). 이에 eco-FLA

가 실제로 시장에 판매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관심, 호의도, 구매와 사용, 추천의사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 의류소재 및 제품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앞으로도 시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eco-FLA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Lim et al.(2010)에 의하면, 정보나 지식에 기

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신념은 대상에 대한 좋고 나

쁨, 선호도, 사용 및 구매의도를 보여주는 태도와 관련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소비에 대한 소비자

신념이 eco-FLA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3. 친환경 제품 구매에서의 지각된 소비자 효율과

의류환경지식

1) 지각된 소비자 효율

지각된 소비자 효율(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이하 PCE라고 함)은 한 개인의 노력이 환경문제와 같

은 어떤 특정 영역의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

거나 차이를 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Ellen

et al., 1991). 여러 연구자들은 PCE가 윤리적 소비자 혹

은 환경친화적 소비자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라 지적

하였다(Berger & Corbin, 1992; Carrigan & Attalla, 2001;

Carrigan et al., 2004; Ellen et al., 1991; Huh, 2011; Koh,

2009). PCE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환경을 고려한 제품의

구매의도(Roberts, 1996)와 윤리적 패션상품 태도(Koh

& Noh, 2009)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Kim(2009)은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

구를 통해, 소비자 자신의 구매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준

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 즉 PCE가 있을 때 소비자는 윤리

적 행동을 할 의사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Berger and

Corbin(1992)은 환경의식과 환경책임적 행동의도의 인

과관계에서 PCE의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환경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를 조사한 Ober-

miller(1995)는 소비자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중요성

을 인지하고 신념을 갖고 있다면, 소비자 행동에 대한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PCE를 높이

기 위한 프로모션 전략을 실행하여 PCE를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설명하면서 PCE의 매개적 역할을 지

적하였다. 또한 환경의식적 행동의 동기로서 PCE의 중

요성을 제시한 Ellen et al.(1991)은 실제 행동을 통해 환

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갖도록 소비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의 행동이 사회의 변화와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

와 같이 PCE는 한 개인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

고자 하는 노력이자 책임의식으로 친환경 의류제품 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기존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신념이 높은 소비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

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많이 믿고 가질수록 윤리적 제

품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2) 의류환경지식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들

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환경보존을 위하여 친환경 소비

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지식(envir-

onmental knowledge)이란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정보

와 함께 인간의 모든 행위가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실제 정보를 말한다

(Arcury & Johnson, 1987). 환경지식의 개념적 정의를 바

탕으로 의류환경지식(Environmental knowledge of ap-

parel; 이하 EKA라고 함)은 의류제품의 생산과 소비, 처

분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환경지식은 개인의 환경보호행동

에 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다(Frick et

al., 2004). Tilikidou(2007)는 환경지식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에 대한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음을 밝히고 인간의 행동의도에는 관련 지식이 중

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녹색소비자의 특성을 연구한 Noh

(1995)는 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환경

의식적인 소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환경문제

에 대한 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문제의 심각성과 해

결방안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호의적일 것이다.

Kim and Damhorst(1998)는 의류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환경을 고려한 의류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

향관계에서 EKA의 매개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일반적

인 환경의식이 특정 제품인 의류에 대한 환경지식을 매

개하여 친환경 의류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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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EKA의 매

개적 역할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EKA가 환경을

고려한 의류제품 소비에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밝혔다.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야 한

다는 ECB를 가진 소비자들은 ECB가 없는 소비자들보

다 의류제품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지식 또한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반적인 ECB

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특정 제품군인 의류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eco-FLA에 대한 관심과 구매

및 사용의사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소비자들

이 일반적인 범위의 ECB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PCE

가 높고 EKA가 더 많을수록 특정 제품군인 eco-FLA 태

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ECB와 eco-FLA 태도의 인과관계

에서 PCE와 EKA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의류소비자들의 ECB(Ethical consump-

tion belief; 윤리소비신념)가 eco-FLA(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제품) 구

매 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ECB와

eco-FLA 태도 간 관계에서 PCE(Perceived consumer ef-

fectiveness; 지각된 소비자 효율)와 EKA(Environmental

knowledge of apparel: 의류환경지식)와 같은 사회적, 환

경문제 관련 변인이 매개적 역할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ECB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

원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2. ECB가 eco-FLA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3. ECB와 eco-FLA 태도 간 관계에서 사회

및 환경문제 관련 영향변인의 매개효과

를 밝힌다.

3-1. ECB와 eco-FLA 태도 간 관계에서 PCE

의 매개효과를 밝힌다.

3-2. ECB와 eco-FLA 태도 간 관계에서 EKA

의 매개효과를 밝힌다.

2. 측정도구

윤리적 소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결과, 윤리

소비행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정성적인 방법(qualitative

research)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차원적인

ECB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ECB

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정성적 연구(Kim, 2009)와 Sz-

migin and Carrigan(2006)과 Butler and Francis(1997)의

정량적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eco-FLA 태도

는 Huh(2011)와 Ajzen and Fishbein(198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PCE와 EKA은 각각 Ellen et al.(1991)

과 Kim and Damhorst(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CB, eco-FLA 태도, PCE,

EKA에 대한 질문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시, 먼

저 일반적인 ECB와 PCE 및 EKA를 측정하고 나서 설

문응답자들에게 eco-FLA에 대한 설명문과 이미지로 구

성된 제시물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 eco-FLA 태도를

측정하였다. eco-FLA에 대한 설명은 Lee et al.(2009)과

동물보호를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의 홈페이지(http://www.

peta.org)에 게재된 천연 및 인조피혁의 사용으로 인한 동

물보호 문제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미지와 설명을 참

고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

집은 2012년 2월에 마케팅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해 온

라인 설문응답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300부가 최종분

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및 기

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

상의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각각 75명(25%)

씩 고르게 분포되었다. 결혼 여부로 기혼이 반 이상을 차

지하였으며(195명, 65%), 거주지에 대한 응답으로 서울

이 151명(50.3%), 경기지역이 149명(49.7%)이었다. 최

종학력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이 190명(63.3%)으로 표

– 129 –



6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2, 2013

본의 학력은 높은 편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400~

600만원(108명, 36%)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계층에 대

한 응답으로는 중하가 159명(53%), 중상이 78명(26%)으

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주부가 115명(38.3%)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 사무직(93명, 31%), 학생(29명, 9.7%), 전

문기술직(18명,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대한 응

답은 기독교(86명, 28.7%), 천주교(41명, 13.7%), 불교

(39명, 13%), 무교(133명, 44.3%)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을 평가하

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를 분석하였다.

1) ECB의 하위차원 

소비자들의 ECB 18문항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

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선택의 기준은 고유치 1로 선

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총 4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64.41%였으며 신뢰

도는 모두 일반적인 수요기준치인 0.70(Nunnally, 1978)

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요인 1은 기업의 사

회적 책임, 공정거래, 노동복지, 윤리경영, 재활용, 개인

의 사회환원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책임’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제품 구매 및 사용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환경에 무해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친환경 소비활동과 관련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친환경 소비’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동물실험에 반대, 동물

보호 단체활동 참여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동물복

지’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윤리소비로 인한 개인

의 이미지, 정서적 만족감, 정신적 가치 향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적 향상’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ECB의 세 차원, 즉 인간

과 환경을 위한 사회적 책임, 친환경 소비, 동물복지는

윤리소비의 개념을 환경, 사람, 동물을 위한 소비로 설

명한 기존 연구(“Ethical Consumer”, 2003)와 일치한다.

한편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대하여 조사한 Hong

et al.(2010)은 소비자들의 환경 관련 태도 및 행동에서

자기중심적, 사회이타적, 환경보존적 등의 환경가치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환경을 고려한 소비행동과 마찬가지

로 윤리적 소비 역시 공적 가치를 위한 차원 이면에 한

개인의 자기중심적 가치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친환경 소비, 동물복지와 같

은 사회이타적인 요소와 함께, 개인적 향상 요인이 ECB

의 한 차원으로서 제시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기존

의 연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eco-FLA 태도, PCE, EKA

eco-FLA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PCE, EKA의 요인분

석과 신뢰도 검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eco-FLA 태

도의 총 설명분산은 79.41%이며 신뢰도는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PCE와 EKA의 총 분산은 각각 66.86%,

58.65%였으며, 신뢰도는 각각 0.90, 0.88로 만족할 만 하

였다.

2.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

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한 평균값을 살펴보았으며,

변인들 간 관련성 및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3). 상관계수를 살펴

본 결과, p<.001 수준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B 네 개의 차원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 사회적 책

임(평균=5.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개인적

향상(평균=4.99), 동물복지(평균=4.83), 친환경 소비(평

균=4.76) 순으로 나타났다. PCE와 EKA의 평균값을 살

펴본 결과 모두 7점 척도의 평균인 4점보다 높게 나타

났다. eco-FLA에 대한 소비자 태도(평균=5.49) 또한 7점

척도의 평균값인 4점보다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eco-

FLA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으며 사용 및 구매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ECB가 eco-FLA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ECB의 하위차원들이 eco-FLA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네 요인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CB 네 차원의 표

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적 책임, 친

환경소비와 개인적 향상, 그 다음 동물복지 순으로 태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친환경 의류소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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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혁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

는 사회적 책임요인이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여

러 영향요인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Hong & Song, 2008,

2010; Jung, 2011; Kim, 2009)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다차원적인 ECB가 eco-FLA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

혔다.

4. PCE와 EKA의 매개효과 검증

변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

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Chae,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ron and Kenny(1986)의 회귀분

석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하고자 다음의 단계적 절차를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

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한 회귀

식에 모두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1단

계와 2단계에서는 입력법에 의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단계선택법에 의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분석결과, 매개변수가 있는 상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ethical consumption beliefs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Social

responsibility

I believe that firms that offer harmful products to consumers' health

should receive rigid penalties.
.82

8.16 42.93 .90

I think that we should buy fair trade goods. .74

I believe that the sale of products made by child labor should be for-

bidden.
.72

I think that products produced by socially responsible firms should

be marked with ethical labels so that consumers can know this.
.71

I believe that protecting employee rights should be government-regu-

lated.
.70

I think that schools and consumer groups should endeavor to educate

the public on recycling and conservation.
.64

I think that we should consume based on public interest. .53

Eco-friendly

consumption

I think that I have to purchase products in consideration of  environ-

mental consequences.
.77

1.95 10.26 .88

Considering environmental problems, I think we should cut back on

buying many clothes for one season.
.74

I think that we should buy an eco-friendly product even though it

costs a bit more.
.68

I think that purchasing eco-friendly products means fulfilling social

responsibility.
.61

Animal

welfare

I think that we should not buy products made from animals to res-

pect animal welfare.
.82

1.32 6.92 .82

I think we should oppose the production of animal testing because

animals are important within the ecological system.
.78

I feel guilty that some animal species have become extinct because

of human consumption.
.65

I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animal protection group activities when

I get the chance.
.64

Individual

enhancement

I believe that my personal image will improve if I consume ethically. .84

1.01 5.32 .77

I think that I can get more emotional satisfaction if I consume ethi-

cally.
.72

I think that my spiritual values will be enhanced if more when I

consume ethically.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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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for Attitudes, PCE, and EKA

Variables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Attitudes

I have an intention to buy this product. .92

5.56 79.41 .95

I have an interest in this product. .92

This product is favorable to me. .91

I have an intention to recommend this product to others. .91

I have an intention to use this product. .89

I would like to know about this product more. .86

This product is trustworthy to me. .83

PCE

It can helpful to solve this environmental problem if one person tells

others about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amages.
.84

4.01 66.86 .90

The behavioral effort of one person can change a society. .83

The buying behaviors of one person affects the whole of society. .83

It can be helpful to solve water pollution if even only one individual uses

eco-friendly detergent.
.82

It can be helpful to preserve our ecosystem if one person consumes in

consideration of animal welfare.
.81

The recyclable product use of one person can contribute to saving natio-

nal resources.
.77

EKA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ynthetic or manufactured fibers (such as

polyester) can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82

4.11 58.65 .88

Environmental pollution can occur because of trash or the harmful gases

generated by the discarding process of apparel products.
.82

Chemical detergents for washing can be a source of water pollution. .80

Air pollution can occur during some common dye processes used in the

production of textiles.
.77

Dyeing and finishing processes use a lot of water. .77

Special finishes on fabrics may generate recycling problems. .70

Some animal species are cruelly treated and will be extinct because of the

production of fur or leather apparel.
.67

Attitudes=Attitudes toward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PCE=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EKA=Environmental Knowledge of Apparel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eans of variables

Variables Means
Correlation coefficient

SR EFC AW IE PCE EKA Attitudes

SR 5.88
a

1

EFC 4.76 .56*** 1

AW 4.83 .52*** .62*** 1

IE 4.99 .58*** .53*** .46*** 1

PCE 5.43 .52*** .57*** .44*** .57*** 1

EKA 5.10 .48*** .45*** .40*** .32*** .39*** 1

Attitudes 5.49 .47*** .43*** .40*** .43*** .49*** .32*** 1

***p<.001
a
Mean scores (1=strongly disagreement, 7=strongly agreement)

SR=Social Responsibility, EFC=Eco-Friendly Consumption, AW=Animal Welfare, IE=Individual Enhancement, PCE=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EKA=Environmental Knowledge of Apparel, Attitudes=Attitudes toward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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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으면 매개변수의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판단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1단계에서 보

다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부분매개

(partial mediation) 효과로 판단한다(James et al., 2006).

1) ECB와 eco-FLA 태도 간 관계에서 PCE의 매개효

과 검증

앞서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단계에 따라 ECB 네 개의

차원별로 eco-FLA 태도 간 인과관계에서 PCE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5). 1단계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수인 ECB의 각 네 차원인 사회적 책임, 친환경 소비,

동물복지, 개인적 향상 모두 종속변수인 eco-FLA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2단계

에서는 독립변수인 ECB의 네 차원이 각각 PCE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ECB의 네 차원과 매개변수인 PCE를 함께 투입

하여 ECB의 네 차원별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두 eco-FLA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ECB의 네 차원 모두 1단계

에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PCE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the effect of ECB factors on Attitud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2 F-value

Attitudes

Social responsibility .26 3.96***

0.27 38.37***
Eco-friendly consumption .19 2.98**

Animal welfare .14 1.98*

Individual enhancement .1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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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Ethical Consumption Beliefs, Attitudes=Attitudes toward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the mediating effect of PCE

Ethical consumption

beliefs
Step

a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

2
F-value

Social

responsibility

1 Social responsibility Attitudes
b

.47 9.14*** .22 83.62***

2 Social responsibility PCE
c

.51 10.54*** .27 111.72***

3
Social responsibility

Attitudes
.29 5.17***

.30 63.82***
PCE .33 5.88***

Eco-friendly

consumption

1 Eco-friendly consumption Attitudes .43 8.20*** .18 67.20***

2 Eco-friendly consumption PCE .57 11.85*** .32 140.32***

3
Eco-friendly consumption

Attitudes
.23 3.75***

.27 55.54***
PCE .36 6.00***

Animal welfare

1 Animal welfare Attitudes .40 7.59*** .16 57.60***

2 Animal welfare PCE .44 8.51*** .19 72.33***

3
Animal welfare

Attitudes
.23 4.24***

.28 58.09***
PCE .39 7.02***

Individual

enhancement

1 Individual enhancement Attitudes .43 8.28*** .18 68.48***

2 Individual enhancement PCE .57 12.04*** .33 145.01***

3
Individual enhancement

Attitudes
.23 3.78***

.27 55.67***
PCE .36 5.92***

***p＜.001
a
1.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2. Independent variable → Mediating variable, 3. Independent/mediating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Attitudes toward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c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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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노력의 효율성 지각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환

경문제해결에 본인의 소비행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과

사용의도가 높다(Lee et al., 2000). 선행연구들(Carrigan

& Attalla, 2001; Carrigan et al., 2004; Papaoikonomou

et al., 2012)에서 PCE가 낮으면 이는 윤리적 행동을 취

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 친환경 소비, 동물복

지, 개인적 향상 등의 윤리소비에 대한 신념이 PCE와

함께 작용하여 eco-FLA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

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윤리적 신념 및 생각과 함께 자

신의 노력으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때, eco-FLA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거나 구매

라는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ECB와 eco-FLA 태도 간 관계에서 EKA의 매개효

과 검증

각 네 차원의 ECB별로 eco-FLA 태도 간 인과관계에

서 EKA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6). 1단계는 이

미 앞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각각의

독립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었으며, 다음 2단계 단순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인 ECB

의 네 차원이 각각 EKA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ECB

의 네 차원과 매개변수인 EKA을 함께 투입하여 ECB

의 네 차원별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두

eco-FLA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독립변수인 ECB의 네 차원 모두 1단계에서의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EKA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ECB가

높을수록 의류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와 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과 사회,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윤리소비를 해야 하고, 이러한 윤리소비

를 통해 자신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과 신념을 가진 소

비자들은 특정 제품군인 의류제품에 대한 환경지식이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ECB와 더불어 EKA

가 높을수록 eco-FLA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지식과 관련된 연구들(Frick

et al., 2004; Kim & Damhorst, 1998; Noh, 1995; Tiliki-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the mediating effect of EKA

Ethical consumption

beliefs
Step

a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

2
F-value

Social

responsibility

1 Social responsibility Attitudes
b

.47 9.14*** .22 83.62***

2 Social responsibility EKA
c

.48 9.36*** .26 87.62***

3
Social responsibility

Attitudes
.41 7.07***

.23 44.57***
EKA .12 2.13*

Eco-friendly

consumption

1 Eco-friendly consumption Attitudes .43 8.20*** .18 67.20***

2 Eco-friendly consumption EKA .45 8.59*** .20 73.81***

3
Eco-friendly consumption

Attitudes
.36 6.20***

.20 38.10***
EKA .16 2.75**

Animal welfare

1 Animal welfare Attitudes .40 7.59*** .16 57.60***

2 Animal welfare EKA .40 7.44*** .15 55.32***

3
Animal welfare

Attitudes
.33 5.77***

.19 35.28***
EKA .19 3.32**

Individual

enhancement

1 Individual enhancement Attitudes .43 8.28*** .18 68.48***

2 Individual enhancement EKA .32 5.88*** .10 35.54***

3
Individual enhancement

Attitudes
.37 6.81***

.22 45.53***
EKA .20 3.70***

*p<.05, **p<.01, ***p<.001
a
1.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2. Independent variable → Mediating variable, 3. Independent/mediating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
Attitudes toward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s, 

c
Environmental Knowledge of Appa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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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 2007)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PCE와 EKA 두 변인 모두

모든 ECB 차원과 eco-FLA 태도 간 인과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ECB의 네 차

원과 함께 PCE와 EKA가 eco-FLA에 대하여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두 매개변수들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1단계와 3단계에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차이를 각각 알

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EKA가 매개변수로 투입되었을

때보다 PCE가 매개변수로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EKA보다 PCE가 매개적 변인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제한된 자원의 고갈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환

경오염, 아동노동착취, 동물실험, 불공정무역 등 인간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의류소재 생산 측면

에서도 패션아이템으로서 환경에 무해하고 생태계 보존

과 동물보호를 위해 천연피혁을 대체할 친환경 인조피

혁 제품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국내 원단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상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ethical consump-

tion beliefs의 개념적 구조와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고

ethical consumption beliefs의 하위차원이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두 변인들의 관계에서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와 environmental knowledge of ap-

parel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해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thical consumption beliefs는 사회적 책임, 친환경 소

비, 동물복지, 개인적 향상의 네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윤리소비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의 탐색적 연구들에

서 제시한 윤리소비에 대한 여러 개념과 의미 및 차원

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thical con-

sumption beliefs에 대한 전체응답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네 차원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념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비

교적 높게 나타나 현재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조피혁 의

류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산업의 잠재적 시

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thical consumption beliefs의 네 차원, 즉 사회적 책

임, 친환경 소비, 동물복지, 개인적 향상이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차원 모두

친환경 인조피혁 의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

다. 즉 ethical consumption beliefs가 높을수록 eco-frie-

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가 더 호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 인조피혁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ethical consumption be-

liefs를 활용하여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전략을 구축해

야 할 것이다. 특히 ethical consumption beliefs의 네 차

원 중에서 사회적 책임요인이 친환경 인조피혁 제품 태

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의 ethical consumption beliefs은 친환경 의류소재

에 대한 관심과 구매의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므

로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의 상품 기획

및 촉진전략 수행 시,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관

련된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 친환경 인조피혁에 대한 소

비자들의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thical consumption beliefs와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 간 관계에서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와 environmental knowledge of

apparel의 부분적 매개효과를 밝혔다. Perceived consu-

mer effectiveness와 environmental knowledge of apparel

이 매개되었을 때 ethical consumption beliefs가 eco-fri-

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매개변인이 eco-frien-

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에 대한 소비자 구매 및

사용의사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 인조피혁 제품 판매 시, 소비자

들의 ethical consumption beliefs를 고취시킴과 함께 소

비자들에게 일반적인 피혁 의류제품이 지구환경 및 생

태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환

경피해에 대한 지식과 경각심을 갖게 하고 한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소비자에

게 인지시켜 긍정적인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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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한편 ethical consumption beliefs와 eco-

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 간 관계에서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가 environmental know-

ledge of apparel의 매개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즉 의류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

적인 정보와 지식제공도 중요하지만 의류소비자 개인

의 노력 즉 한 개인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사

회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광고 카피 및 제품 라벨링

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여 eco-frien-

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심과 호의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정성적 연구 중심으로 이

루어진 ethical consumption beliefs에 대하여 실증적, 정

량적으로 조사하고 ethical consumption beliefs와 함께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와 environmental know-

ledge of apparel와 같은 소비자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eco-

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심화하였다는데 학문

적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eco-friendly faux

leather apparel product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

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를 파악하여 시장성을 확인하고,

친환경 인조피혁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실무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몇 가

지 한계점 및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 및 경기지

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연령, 지

역, 성별 등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방

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변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

해 Baron and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3단계 매

개효과 검증절차를 거쳤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

과 함께 소벨테스트(Sobel test)나 붓스트랩핑(bootstrap-

ping) 등이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Lee

et al., 2009), 향후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통해 매

개관계를 밝힐 것을 제언한다. 친환경 의류제품 구매의

영향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 외에 소비자

들의 연령, 성별, 지역, 직업, 교육 및 소득수준 등과 같

은 인구통계적 변인과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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