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25 –

I.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구의 자정기능을 초과하

는 무절제한 소비와 생산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

태계 파괴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생존

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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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laundry practices among Korean households in 

comparison with European households. A total of 329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ana-

lyzed using SPSS. Detergent dosing, use of fabric softener, prewashing, rinsing, washing programs, and washing

temperatures of Korean households were not optimal for sustainability. Only 11.2% of respondents followed dos-

age instructions while the majority based on load size. Use of fabric enhancer, prewashing, and rinsing were 

frequent. Cotton 40°C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program (81.5%) while eco and cold wash programs were

among the least (1.5%). In terms of laundry sorting, load size, drying, and ironing, more sustainable actions were

reported. Laundry was often sorted by color, machines were commonly filled, and clothes tended to be air-dried

and not excessively ironed. Gender was the primary socio-demographic factor denoting sustainable habits, with

males being more attentive to instructions and care labels than females. European households, however, were 

more sustainable in all areas except for frequent ironing, and education level and employment status were sig-

nificant factors affecting sustainabl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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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전 산업과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의류제품은 섬유의 재

배부터 의복을 생산, 운송, 사용 및 폐기하는 전 생애주

기 동안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

라 21세기에 등장한 패스트 패션 산업은 의복 폐기물 

문제를 더욱 가중시킴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연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해체 및 재사용이 가능한 디자

인을 고안하는 생산자 단계의 노력에서 더 나아가 소

비자가 의류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 생

애주기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고 있다(Fletcher, 2008; Gwilt, 2014; Stahel, 1993).

실제로 의복의 전 생애주기 가운데 사용 단계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nklin 

Associates, LTD, 1993). 하나의 예로 자주 세탁되는 면 

티셔츠의 경우 세탁, 건조, 다림질에 의한 환경영향력

의 비중이 65%로 생애주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All-

wood et al., 2006). 이는 세탁과 다림질의 과정이 지속

적으로 반복되면서 물, 전기 등의 에너지 낭비와 수질

오염을 초래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옷감을 손상시켜 의복의 폐기를 가속화시키는 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Goynes & Rollins, 1971; Laitala et 

al., 2011). 건조기 사용과 다림질을 자제하고 저온세탁

을 실시할 경우 기후 변화에 대해 면 티셔츠가 갖는 영

향력을 50%까지 감소할 수 있고(Allwood et al., 2006), 

의복의 평균 수명이 9개월 정도 연장될 경우 물, 탄소의 

소비와 폐기물을 20~30%까지 낮출 수 있는 점이 보고

되었다(WRAP, 2012). 이러한 점에서 의복의 세탁은 지

속가능성과 밀접히 관련되며 세탁습관의 개선과 변화

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유럽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복의 관리 및 세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Alborzi et al., 2017; Bain 

et al., 2009; Bode et al., 2000; Kruschwitz et al., 2014; 

Laitala et al., 2011; Miilunpalo & Räisänen, 2019). 이들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에 주목하여 에

너지 절약, 수질 보호, 쓰레기 감소, 의복 수명 연장에 

유익한 세탁행동을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으로 보고 이

를 실천하기 위한 자연 건조, 저온세탁, 분류 세탁, 세제

의 표준사용, 최적 세탁분량, 다림질 자제 등의 실질적

인 수칙을 제언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세탁이나 의복 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최근 지속가능한 세탁

조건을 검증한 실험 연구가 등장하였지만(Yun et al., 

2018), 세탁행동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병행되어 지속가

능성 수준을 평가한 연구는 전무하고, 다수의 국내 세

탁 관련 연구는 세제 사용을 중심으로 한 세탁행동만 

조사되어(Choi & Kim, 1997; Kim, 2015; Kim & Shin, 

1998; Lee et al., 2004; Ryu & Lee, 1999), 건조와 다림질 

행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탁, 건조, 다림질의 과정을 포괄하여 국

내 소비자들의 세탁행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속가능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세탁행동은 사회문화적 행동

으로서 상대적이며, 의식적인 변화와 개선이 가능하므

로(Jack, 2013; Shove, 2003),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 지

역의 세탁문화는 개선을 위한 지향점이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유럽 지역의 세탁행동 실태와 국내의 세탁행동 

실태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

고, 이를 토대로 국내 세탁행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을 찾고자 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도 유럽의 선행연

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세탁을 실천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문화 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조사 및 

평가 항목은 유럽 쪽의 선행연구를 참고하고자 하나, 

유럽 쪽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정리가 부족하였던 지속

가능한 세탁행동의 정의,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본 연구

자가 별도의 다각적인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새롭게 수

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탁행동 평가 

연구 및 이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세탁행동

1) 정의, 범주, 조사 항목

세탁이란 물과 세제,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의복에 부착된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Kim et 

al., 2008). 한편 세탁행동은 소비자들이 세탁을 하는 데 

실제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세탁의 방법이나 습관을 말

하며, 세탁기 사용 여부, 세제 사용량의 결정, 세제 종류

의 선택, 삶기, 헹구기 등의 각종 행위 영역으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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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yu & Lee, 1999). 이러한 세탁의 목적은 의복의 위

생적 성능과 미적 성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의복을 반

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복 관리의 한 차원으로 실행

된다(Kim et al., 2008).

한편, 세탁과 세탁행동 사이에는 중요한 개념적 차

이가 있다. 세탁이 오구를 제거하는 과학적 원리를 의

미한다면, 세탁행동은 사회문화적 개념으로서 실제로 

한 개인이나 가정이 수행하는 세탁의 방법은 청결에 대

한 규범적 인식,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에서의 

학습 경험, 부모의 방식, 습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이

고 관습적인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Jack, 2013). 이와 

같이 세탁행동은 사회문화적 행동이기 때문에 문화마

다, 개인 혹은 가정마다 상대적이며, 개인의 지위나 사

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

로는 한 사회나 개인의 경제적, 도덕적, 문화적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청결에 대한 민감도와 세탁의 빈도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Shove, 2003). 최근 지속가능한 세

탁행동에 관한 유럽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배

경에 따라 지속가능한 세탁의 실천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았으

며,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Alborzi et al., 2017; Arild et al., 2003; Schmitz & 

Stamminger, 2014; Shove, 2003; Throne-Holst et al., 

2008). 이와 같은 세탁행동의 사회적 측면은 세탁습관

의 의식적인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 간 비교 연구의 타당성을 시

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세탁행동의 범주를 연구자마다 다

르게 정의하고 있다. 건조를 세탁과 별도의 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Choi & Kim, 1997; Lee et al., 2004; 

Ryu & Lee, 1999), 건조를 포함시켜 세탁과 건조로 구

분하기도 하며(Kim et al., 2008; Miilunpalo & Räisä-

nen, 2019; Uitdenbogerd, 2007), 친환경 세탁행동을 다

룬 Bain et al.(2009)과 Alborzi et al.(2017)은 다림질까

지 포함시켜 세탁, 건조, 다림질로 구분하는 등 다양하

다. 친환경 의복 관리 행동을 연구한 관점에서는 세탁, 

건조, 다림질, 보관을 개별적인 의복 관리 범주로 나누

고 있다(Bode et al., 2000; Vezzoli, 1998). 이처럼 세탁

의 영역 안에 건조나 다림질의 과정을 어디까지 포함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세

탁물 모으기 및 분류, 예비세탁, 헹굼, 탈수, 섬유유연

제 첨가 등 본 세탁 전후의 행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세탁행동 연구(Alborzi et al., 

2017; Bain et al., 2009; Bode et al., 2000; Vezzoli, 1998)

에 따라 세탁행동의 영역을 크게 세탁, 건조, 다림질로 

나누고, 세탁의 내용으로는 세제 사용, 섬유유연제 사

용, 예비세탁, 헹굼, 세탁빈도, 세탁온도 및 코스, 세탁

분량, 세탁물 분류, 취급주의 라벨 참고 행동을 다루었

다. 국내 세탁 연구에서 세제 사용 행동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였던 세탁온도, 세탁분량, 세탁코스에 관한 사

항을 보완하고, 건조와 다림질 행동에 대한 조사도 포

함하고자 함이다. 특히 세탁온도, 세탁분량, 세탁코스, 

건조 방식과 다림질의 양에 따라 전기 에너지 사용과 

옷감의 손상 및 수축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All-

wood et al., 2006; Bain et al., 2009; IKW, 2009; Jakobi 

& Löhr, 1987; Kim et al., 2015; Laitala et al., 2011; Oh 

& Yu, 1997; Yamaguchi et al., 2011), 세탁행동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들 행동들도 중요한 평가 항목

이 된다고 본다.

2) 국내 세탁행동 실태에 대한 요약

국내에서 세탁행동에 관한 연구는 세탁기 보급이 확

산된 1990년대부터 세제와 세탁기 사용 방법을 중심으

로 세탁행동 실태 조사(Bae et al., 2001; Choi & Kim, 

1997; Kang, 1995; Nam, 1988; Ryu & Lee, 1999) 및 세

탁습관에 따른 세탁효율 평가 연구나 국산 세탁기 성

능 향상을 위한 실험 연구(Cha & Lee, 1994; Oh & Yu, 

1997)가 이루어졌으며,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점차 친환경적인 의류 관리나 세탁에 관한 연구(Kim & 

Shin, 1998; Lee et al., 2004; Park & Suh, 1998; Shin & 

Yu, 2004)가 시행되었다. 또한 니트류와 같이 비교적 

취급이 까다로운 섬유 제품의 가정 세탁행동을 조사한 

연구(Ko et al., 2007)나 세탁기 형태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탁행동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Bae et al., 2001; 

Seong & Lee, 2010)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소형 가

구의 출현 현상을 반영하여 세대구성원 수에 따른 세탁

행동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가 등장했다(Kim, 2015).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국내 소비자들의 

세탁습관을 요약하면, 손세탁보다는 세탁기 사용이 일

반적이었고, 세탁기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4회로 조

사되었다(Choi & Kim, 1997). 세제량 결정 시에는 정확

한 계량보다는 눈대중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

았다(Kim, 1984; Lee et al., 2004; Lee & Choi,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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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1988; Seong & Lee, 2010). 그러나 최근의 Kim 

(2015)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첨부된 계량컵을 사용하

여 표준량을 지킨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과거에 비해 

세제 사용 습관이 개선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표

준량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세제를 과소 사용하기보다

는 과다 사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아, 수질오염, 물과 

에너지 낭비, 의복 변색, 화학 폐기물과 탄소 배출 증가 

등의 문제가 우려되었다. 

또한 다수 연구에서 세탁물 분류(Kim, 2015; Lee et 

al., 2004; Lee & Choi, 1983; Nam, 1988), 헹굼(Choi 

& Kim, 1997; Kim, 2015), 섬유유연제 사용(Choi & Kim, 

1997; Kim, 2015; Lee et al., 2004; Seong & Lee, 2010), 

예비세탁은 높은 비율로 실시되고 있었다(Choi & Kim, 

1997; Kim, 2015; Nam, 1988). 섬유유연제의 사용 목적

은 정전기 방지와 유연 효과였다(Choi & Kim, 1997; Ko 

et al., 2007). 세탁물의 분류는 주로 색상과 소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Kim, 2015; Lee et al., 2004). 세탁

물 분류나 예비세탁이 실시된 점은 세척효율을 향상시

켜 물, 전기, 세제 등의 자원 절약에 유익하지만, 높은 

섬유유연제 사용의 경우 물과 에너지 낭비, 쓰레기 증

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가중시키는 요

인으로 지적되었다.

헹굼이 빈번한 이유에 대하여는 세제의 과용에 따

른 잔류의 우려 때문으로 추측되었다(Kim, 2015; Oh 

& Yu, 1997). 특히 세대원 수가 증가할수록 세제량과 

헹굼 빈도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5). 

한편 높은 헹굼 효과를 위해서는 헹굼 시에 세탁온도보

다 수온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탁지식의 부족

으로 인하여 같게 하거나 오히려 낮추는 경우가 많았다

(Choi & Kim, 1997; Oh & Yu, 1997). 이 경우 세척 효과가 

떨어지고 계면활성제가 의복에 침투함으로써 옷감 손

상의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예비세탁의 경우 인구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세탁행동 연구에서는 

항상 혹은 오염 정도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1인 가구인 대학생들의 경우 실시 비율이 낮았다

(Lee et al., 2004).

친환경적인 세탁행동의 실천도는 성별, 세탁지식이

나 세탁경험, 환경오염 관심도와 관계가 있었다. 여성, 

고학력, 세탁 유경험 집단, 환경오염 관심도가 높은 집

단에서 환경을 고려한 세탁 실천도가 높았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세탁지식이 친환경적 세탁행동과 비례

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컨대 주부들의 경우 세탁지식

이 높을수록 친환경적 세탁행동을 실천하였지만(Choi 

& Kim, 1997; Ryu & Lee, 1999), 대학생들의 경우 세탁

지식은 높아도 실천도는 낮았다(Lee et al., 2004). 대학

생 집단의 경우에는 세탁지식 그 자체보다는 성별과 세

탁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여대생과 유경험 

집단에서 실천도가 높았다. 한편 환경오염 관심도는 

지역, 연령, 학력, 환경교육 경험, 직업, 주택 유형,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젊

고, 학력과 소득이 높고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환경오염 관심도가 높았으며, 이들의 친환경적인 세탁

행동의 실천도가 높았다(Ryu & Lee, 1999).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합리적인 의복 관리 행

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의류제품의 취급주의 라

벨 참고 행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전

반적으로 라벨에 대한 인식도, 확인도, 신뢰도, 세탁 실

천도는 낮은 편이었지만, 고학력 집단의 경우에는 라

벨을 참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Bae & Lee, 1994; 

Park, 1989). 라벨을 참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라벨에 표

시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준수하지 않아도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준수하여도 섬유 손상을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

림질에 관한 사항의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취급이 까다로운 니트류의 가정 세탁의 

경우 위의 일반적인 세탁행동과 다른 점이 보고되었다

(Ko et al., 2007; Seong & Lee, 2010). 손세탁 비율과 세

제액을 이용한 예비담금 실시 비율이 높았고, 세제의 

정량을 준수하는 편이었다. 세제의 사용에 대한 그 외 

응답에서도 정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비율이 정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일반적인 세탁행동 

실태와 동일한 점은 섬유유연제 사용이 높은 점이었

다. 응답자의 57.0%가 니트 세탁 시 섬유유연제를 항상 

추가한다고 하였고, 우선적인 사용 목적은 정전기 방

지와 유연 효과였다. 종합하면, 면 제품의 세탁에 비해

서는 옷감의 손상이나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

학 약제나 기계의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섬유

유연제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2.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의 평가

1) 지속가능한 세탁행동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경제발전에 대한 반성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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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양자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

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 

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이

는 현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유지하면

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의 자원 또한 적

절히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

발과 보전의 조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움직임이다(Agyeman, 2005). 

선행연구에서 세탁행동의 지속가능성은 환경보전

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가장 많은 연구에서 전기 

에너지 낭비가 고려되었고(Bain et al., 2009; Bode et 

al., 2000; Laitala et al., 2011; Uitdenbogerd, 2007; Ya-

maguchi et al., 2011; Yun et al., 2017), 전기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의 증가(Bain et al., 2009; Vezzoli, 1998; Ya-

maguchi et al., 2011; Yun et al., 2017) 및 그에 따른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에의 영향(Allwood et al., 

2006; Bain et al., 2009), 물 낭비(Bain et al., 2009; Bode 

et al., 2000; Laitala et al., 2011; Vezzoli, 1998), 세제류

의 화학 물질에 의한 수질오염(Bain et al., 2009; Bode 

et al., 2000; Vezzoli, 1998), 세제류의 폐용기, 폐의류에 

의한 토양오염과 대기오염(Bain et al., 2009; Vezzoli, 

1998), 고온세탁과 건조기 사용에 따른 옷감의 수축 문

제(Laitala & Eilertsen, 2009, as cited in Laitala et al., 

2011), 옷감 손상에 따른 의복 사용 수명 단축의 문제

(Bain et al., 2009; Laitala & Eilertsen, 2009, as cited in 

Laitala et al., 2011)가 고려되었다.

전기 발전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그에 따른 대기오

염,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의 문제의 경우, 근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결과이므로 ‘에너지 절약’으로 범

주화할 수 있고, 세제류의 폐용기나 폐의류로 인한 토

양 및 대기오염의 문제의 경우 쓰레기 증가에 따른 결

과이므로 ‘쓰레기 감소’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세탁 및 

관리의 미숙에 따른 옷감 손상과 폐의류 증가의 문제의 

경우 ‘의복 수명 보호’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세탁행동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에

너지 절약, 물 절약, 수질 보호, 쓰레기 절감, 의복 수명 

보호의 다섯 가지의 측면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환경의 지속성과 미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수질 보호, 쓰레기 절감, 의복 수명 보호

의 다섯 측면을 고려한 세탁행동을 지속가능한 세탁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의 평가 항목과 기준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의 평가의 타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의 평가 항목과 기준을 수립하였다. 평가 항

목의 경우 유럽 쪽 자료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 Alborzi et al.(2017) 연구의 조사 항목을 그대로 사용

하였으나, 각 항목 하의 실천 기준은 본 연구자가 지속

가능한 세탁조건에 관한 선행 실험 연구들을 조사하

여 새롭게 수립하였다(Allwood et al., 2006; Arild et 

al., 2003; Bain et al., 2009; Kim et al., 2008; Laitala et 

al., 2011; Oh & Yu, 1997; Uitdenbogerd, 2007; Vezzoli, 

1998).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의 정

의 및 평가 근거,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을 정리한 내용

은 <Table 1>과 같다.

(1) 세제, 섬유유연제, 헹굼

세제와 섬유유연제는 화학 약제로서 물에 용해되어 

하천에 방류될 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헹구는 과

정에서 물과 전기가 낭비되며, 용기의 폐기로 인한 쓰

레기와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의 문제가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권장된다(Bain 

et al., 2009; Kim et al., 2008; Vezzoli, 1998).

세제의 경우 일정 농도 이상부터는 세척성 향상 효과

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용할 필요는 없으나, 부족할 경

우에는 세척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적정 농도가 지켜

져야 한다(Kim et al., 2008; Oh & Yu, 1997). 세제의 표

준사용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제품에 표기된 권장량

을 준수하거나 세탁기의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을 사용하

는 방법이 제안된다(Laitala et al., 2011; Vezzoli, 1998). 

한편 세제량 절감에 따른 세척성 감소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

르면, 세탁물의 오염도가 아주 심하거나 세탁물의 양

이 세탁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경우, 세제를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의 2/3만 사용하여

도 세척성은 충분하였다(Laitala et al., 2011).

섬유유연제의 경우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의복의 엉

킴이나 구김을 완화함으로써 다림질의 필요성을 줄이

는 장점이 있다(A.I.S.E., 2013; Alborzi et al., 2017; Bain 

et al., 2009). 그러나, 그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보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3, 2021

– 530 –

Laundry 

process
Evaluation aspects Criteria

Sustainability criteria

Saving 

water

Saving 

energy

Keeping 

water 

clean

Reduc-

ing 

waste

Protect-

ing 

clothes

Washing Detergent dosing - Correct dosage based on product/machine 

instructions

- Use automatic dosing

◯ ◯ ◯ ◯ ◯

Fabric softener - Less ◯ ◯ ◯ ◯

Prewashing - Less

- If done, keep main washing in low 

temperature

◯ ◯

Washing 

temperature/program

- Low (Below 40°C)

- Use eco program

◯ ◯

Rinsing - Less

- Use warmer temperature than main wash

◯ ◯

Sorting - Sort by color, material, dirt levels

- Separate wash only when strongly 

needed

◯ ◯ ◯

Loading - Fill to capacity without overloading (e.g., 

3/4 or more)

◯ ◯ ◯

Drying Place and method of 

drying

- Air-drying ◯ ◯ ◯

Ironing Quantity of items ironed - Fewer ◯ ◯

Table 1. Criteria for sustainable laundry behavior judgment

는 하천의 부영양화 및 폐용기의 매립에 따라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폐해가 더 크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더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Bain et al., 2009).

헹굼의 경우 물과 전기가 추가적으로 사용되므로 자

원 낭비를 동반하지만 세제가 잔류할 경우 피부 장해나 

의복 변색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원 절약과 헹굼 성능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 헹굼 횟수가 지켜져야 한다(Kim et 

al., 2008; Oh & Yu, 1997). Yun(2018)은 헹굼 자제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2회의 헹굼으로 충분한 헹굼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헹굼 시에는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 헹굼 효과

는 수온이 높을수록 향상되므로 세탁온도보다 수온을 

상향 조절해야 한다. 헹굼 온도가 낮을 경우 헹굼의 효

과는 적고 섬유에 오염이 재부착되거나 계면활성제가 

섬유 내부로 확산되어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Kim et al., 2008; Oh & Yu, 1997).

(2) 예비세탁

예비세탁은 세탁 전에 물이나 세액으로 짧은 시간 

세탁하는 것으로, 섬유의 종류에 따라 세척 효과의 차

이가 있다. 면과 같은 친수성 섬유의 경우 세척 효과가 

있으나 폴리에스테르 등의 소수성 섬유는 물에서 재오

염이 쉽게 일어나므로 아주 짧은 시간만 예비세탁해야 

한다(Kim et al., 2008).

그러나 예비세탁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

가가 있다. 오구 제거율을 높이고 본 세탁온도를 낮추

는 장점이 있지만, 물, 전기, 세제 등의 자원이 이중으로 

사용되므로 자원 낭비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Al-

borzi et al., 2017; Miilunpalo & Räisänen, 2019). 국내에

서는 예비세탁을 효과적인 세탁방법으로 장려해 온 

편이었지만, 유럽에서는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로 그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추세다(Alborzi et al., 

2017). 이를 종합하여 예비세탁은 본 세탁 시의 저온세

탁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세탁온도, 세탁코스

일반적으로 세탁온도가 높아질수록 세척성이 향상

되지만 전기 사용량과 옷감 손상이 증가하므로 지속가

능한 수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향들에 대한 종

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가급적 저온세탁을 하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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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성을 보상하고 옷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저온세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다수의 실험 연구에

서 확인되었다(Bain et al., 2009; Kim et al., 2015; Lai-

tala et al., 2011). 세탁온도가 30°C인 경우에 전기 사용

량이 표준세탁의 기준 온도인 40°C인 경우보다 약 30% 

감소했고, 60°C인 경우보다는 약 60% 줄어들었다

(Laitala et al., 2011). 이에 반해 세탁온도 30°C의 세척

성과 세탁온도 40°C의 세척성의 차이는 1.9%에 불과

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세제의 종류(Arild et al., 2003; 

Laitala et al., 2011)나 세탁시간의 연장(Bartels, 2011; 

Hauthal, 2012; Yun et al., 2018)을 통해 보상 가능하

였다.

또한 저온세탁은 고온세탁보다 옷감 보호에도 효과

적이었다(Laitala et al., 2011; Yamaguchi et al., 2011). 

세탁온도 30°C, 40°C, 60°C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저

온일수록 모든 섬유조건에서 변색과 이염의 정도가 감

소했고, 면,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테르의 경우 수축의 

정도가 크게 감소했다. 에너지 절약과 옷감의 보호를 

위해서는 표준수온인 40°C보다 낮은 저온세탁을 실

시하되 세척성의 보완을 위해 저온 활성화에 유리한 

세제를 사용하거나, 세탁시간을 연장한 알뜰(eco) 코

스를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Uitdenbogerd, 2007; Vezzoli, 

1998).

(4) 세탁물 분류, 세탁분량

의류의 소재와 오구의 종류에 따라 세탁온도, 시간, 

세제를 조절할 시, 세척성 향상, 자원 절약, 옷감 손상 

방지에 효과적이었고(Yun et al., 2018), 염색 여부에 따

라 세탁온도나 세제의 종류를 분류할 경우에도 세척성 

향상 효과가 있었다(Arild et al., 2003; Laitala et al., 

2011). 따라서 소재, 오염도, 염색 여부에 따른 세탁물의 

분류는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탁물을 분류하다 보면 의류제품의 취급주의 라벨

이나 색상에 따라 단독세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지나친 단독세탁은 세탁기의 과소 가동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분류 세탁과 세탁분량 사이에

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세탁분량은 세탁물의 양이 세탁기의 최대 용량의 얼

마큼 채워졌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세탁분량에 따라 

세척성, 물과 에너지 사용량, 옷감 손상도가 달라졌다

(Laitala et al., 2011; Oh & Yu, 1997). 과소 가동할 경우 

세척성과 옷감 보호 효과는 증가했지만 물과 에너지 낭

비가 심했고, 세탁물량을 세탁기의 최대 용량까지 채

운 경우에는 세척성이 미세하게 저하되었고 옷감 손상

이 발생했다(Laitala et al., 2011; Oh & Yu, 1997). 보다 

구체적으로 세탁물량에 따른 물과 에너지 사용량의 차

이를 살펴보면, 절반만 채운 경우에도 최대 용량을 채

운 경우의 물 사용량의 74%가 소비되었고, 전기 에너

지의 경우 94%가 소비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세탁물

을 절반으로 줄인다 하여 물과 전기 사용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경우 26%만이, 전기 에너

지의 경우 단 6%만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단독세탁의 

경우와 최대 용량을 채운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는, 물 

사용량은 5배,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7배의 차이가 나, 

세탁물량에 따른 자원 소비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따라서 세척성, 옷감 보호, 물과 전기 에너지의 효율

적 사용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기준점이 최적 세탁분량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으나 위 

실험 연구들을 종합하였을 때 세탁물을 모으되 세탁기

의 최대 용량보다 적은 양이 적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세탁기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탁

물을 최대한 모아야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5) 건조, 다림질

의복 건조의 방법으로는 공기 중에 널어 건조하는 자

연 건조와 건조기 사용을 통한 기계 건조가 있다. 건조

기 사용 시, 건조시간이 빠르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세

탁에 의한 구김과 보풀을 완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옷감의 마모나 수축을 유발하고(Laitala et al., 2011) 전

기 사용량이 매우 커 환경부담이 크다(Kim et al., 2008; 

Yamaguchi et al., 2011).

다림질은 열, 수분, 압력을 이용하여 구김을 없애고 

의복의 형태를 정비하는 방법을 말하며, 섬유의 내열

성, 다리미의 무게와 압력, 접촉시간, 속도, 수분의 양, 

직물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가해

야 한다. 섬유의 종류나 가공방법에 따라 고온에서 변

질, 착색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변의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림질 역시 건

조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올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실시할 시 의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환경부담으로 작용한다(Kim et al., 2008).

실제로 세탁, 건조, 다림질의 전 과정에서 건조기 사

용에 의한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Bain et al., 2009), 면 제품의 경우 건조기 사용과 다림

질을 줄이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50%까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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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Allwood et al., 2006). 따

라서 에너지와 의복의 물리적 성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는 건조기 사용과 다림질은 자제하는 것이 권장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에서 고찰된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의 정의 및 평

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세탁행

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유럽 

소비자 세탁행동에 대한 자료를 비교의 준거로 삼아 상

대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화 간 비

교를 위해서는 개별 유럽 국가보다는 여러 유럽 국가들

의 평균적인 세탁경향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 11개 유럽 국가의 세탁행동을 조사하여 패널 

인구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치를 제시한 Alborzi et al. 

(2017)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국내 소비자들의 세탁행동의 지속가능성을 평

가하고, 이를 유럽의 경우와 비교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을 실천함에 있어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유럽의 경우와 비교한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 업체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을 통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 수집된 총 389개의 응답 가운

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329개

의 응답(응답률 84.6%)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자료분석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 의류학 전공 

박사와 교수로 구성된 연구자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3. 측정 도구

유럽과의 비교를 위하여 유럽 내 11개국의 세탁행

동을 조사한 Alborzi et al.(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가급적 문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세탁기 코스명 등의 

경우 국내 출시 제품에 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국내 실

태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헹굼 빈도, 헹

굼 온도 설정방법, 취급주의 라벨 참고 행동 등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세탁행동은 세탁, 건조, 다림질의 과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탁과정에서는 세제량 결정, 섬유유연제 

사용, 예비세탁, 본 세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본 세탁에 대해서는 세탁빈도, 세탁코스, 세탁분량, 세

탁물 분류, 세탁온도 설정에 관한 행동이 포함되었다. 

건조과정은 계절을 나누어 여름철과 겨울철의 건조의 

장소 및 방법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다림질에 관하여

는 세탁 후 다림질하는 세탁물의 양을 조사하였다. 세

탁빈도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3~9점의 명목척도로 측

정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거주 지역, 주택 형태, 가구 규모, 소득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측정된 문항을 요약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4. 분석방법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정

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세탁행동 실태를 알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속가능한 세탁행동을 실

천함에 있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거

주 지역, 주택 형태, 가구 규모, 소득 수준에 따른 카이

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럽 지역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Alborzi et al.(2017)

의 연구결과가 유효숫자가 일의 자리인 정수 비율로만 

제시되어 있고 각 세분 집단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제

시되어 있지 않아 카이스퀘어 검정은 실시하지 않았

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구결과 부

분에서 보고된 내용을 근거로 질적으로 비교하였다.

5.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 면에서는 여성이 많았고(67.8%), 연령대는 

20대(37.7%)와 30대(35.0%)가 가장 많아 전체 인구에 

비하여 젊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수도권 및 

각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83.8%), 주택 유형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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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easure type 

(# Response options)

Washing

- Detergent dosing: How do you decide how much detergent to use? Categories (8)

- Fabric softener: How often do you use fabric enhancer? Categories (4)

- Prewashing: How often do you prewash? Categories (5)

- Main washing:

Washing frequency: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wash? Open-ended

Washing program: Which one of the below programs do you use the most? Categories (9)

Loading: How full do you fill the machine with laundry? Categories (5)

Sorting: How do you sort your laundry?a Categories (9)

Washing temperature: How do you set washing temperature?a Categories (3)

Rinsing temperature: How do you set rinsing temperature?a Categories (3)

Checking care labels: Do you check care labels for choosing washing program?a Categories (5)

Rinsing: Do you rinse after main washing?a Categories (5)

Drying

- During summer: How do you dry your laundry in summer? Categories (5)

- During winter: How do you dry your laundry in winter? Categories (5)

Ironing

- Quantity of laundry items ironed: How many laundry items do you usually iron? Categories (5)

Demographic variables:

- Gender, age, occupation, marital status, region, residential types, household size, income Categories

Table 2. Questions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a: Measured in Korea only.

Variable Value n (%) Variable Value n (%)

Gender Male

Female

106 (  32.2)

223 (  67.8)

Occupation Housewife

Fulltime employed

Unemployed

Student

33 (  10.0)

224 (  68.1)

20 (    6.1)

41 (  12.5)

Age 20-29

30-39

40-49

50-59

124 (  37.7)

115 (  35.0)

60 (  18.2)

30 (    9.1)

Residential 

type

Apartments

Stand-alone house

Townhouse

Studio

196 (  59.6)

38 (  11.6)

64 (  19.5)

25 (    7.6)

Region Seoul & vicinity

Metropolitan cities

Other

185 (  56.2)

91 (  27.6)

53 (  15.8)

Education Highschool diploma

Bachelor's degree

Graduate degree

41 (  12.5)

245 (  74.5)

42 (  12.8)

Household 

size 

Single

Two

Three

4 or over

55 (  16.7)

51 (  15.5)

87 (  26.4)

136 (  41.3)

Monthly 

household 

income 

(KRW)

Less than 2 million

2-4 million

4-6 million

6-8 million

8 million or over

35 (  10.6)

104 (  31.6)

91 (  27.7)

51 (  15.5)

47 (  14.3)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202 (  61.4)

127 (  38.6)

Table 3. Demographic information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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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59.6%)와 연립주택(19.5%)과 같은 공동주택 비율

이 높아(79.1%), 도시 지역의 주거 형태에 편중되어 있

었다. 직업 면에서는 직장인이 가장 많고(68.1%), 기혼

자보다는 미혼자(61.4%)가 많았으며, 가구 규모는 4인 

이상(41.3%)과 3인(26.4%)의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의 응답자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보유해 학력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소

득 수준은 2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인 집단에 분포

하여 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Alborzi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

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각 나라의 인구 비율에 맞춰 대

규모의 층화표집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으므로 설문 조사 업체 패널 특성의 영향으로 인하

여 전반적으로 표본의 특성이 우리나라 평균에 비하여 

젊고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다. 연구결과

의 해석 및 일반화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세탁행동 실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세탁

세탁행동 실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중 세탁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국내의 

경우 ‘세탁물의 양에 따라 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탁기의 세제통에 넣는

다’(21.0%), ‘세탁기의 설명서에 따른다’(11.2%), ‘세

탁물의 오염도에 따라 결정한다’(9.7%), ‘세탁기의 자

동 세제 투입 기능을 사용한다’(4.0%)의 순으로 나타

났다. 즉, 세탁물의 양에 따라 심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

우가 많고 그에 반해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자동 투입량

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유럽의 경우 ‘세제통의 설명서에 따른다’가 31.0%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험에 의존한다’

가 27.0%, ‘세탁물의 양에 따라 결정한다’가 25.0%, ‘세

탁물의 오염도에 따라 결정한다’와 ‘항상 같은 양을 

사용한다’가 각각 21.0%로 나타났다. 국내보다 설명

서 참고 비율은 높지만, 경험에 의존하는 비율과 항상 

같은 양을 사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한편 세제 계량을 

위해 설명서를 참고할 시에 참고하는 설명서 유형에 있

어서는 국내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 간에 차이가 있었

다. 국내 소비자들은 세탁기 설명서를 따르는 편인 반

면, 유럽 소비자들 세제통 설명서를 따르는 편이었다. 

Choi and Kim(1997)의 연구에서는 세제 투입 순서에 

대한 세탁기 설명서와 세제통 설명서 내용이 서로 달라 

소비자가 어느 쪽을 참고하는지에 따라 세제 투입 순서

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세제와 세탁기 업체 측의 지침 내용에 따라 소비자의 

세제량 결정 행동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섬유유연제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은 30.4%가 ‘모든 

세탁물에 사용한다’, 45.9%가 ‘거의 모든 세탁물에 사

용한다’, 18.2%가 ‘조금의 세탁물에 사용한다’, 5.5%

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섬유유연제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용 목적은 주로 방향(60.8%)와 

정전기 방지(19.5%)였다. 이와 달리 유럽 소비자들의 

경우 섬유유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2.0%, ‘조금의 세탁물에 사용한다’가 23.0%, 

‘거의 모든 세탁물에 사용한다’가 24.0%, ‘모든 세탁물

에 사용한다’가 31.0%로 나타나 섬유유연제의 사용도

가 국내보다 낮아 지속가능성 수준이 더 높았다.

예비세탁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은 예비세탁을 ‘경

우에 따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로 가장 높고, 

‘자주 하는 편이다’도 13.4%로 나타나 예비세탁 실시 

경향이 적지 않았다. 반면 유럽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

다’가 39.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끔 한다’가 

29.0%여서 예비세탁 실시 경향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세탁에서 손세탁과 세탁기 사용 빈도에 관한 질문

에서 국내의 경우 66.6%가 ‘세탁기를 많이 이용한다’, 

21.3%가 ‘전부 세탁기를 이용한다’고 답해 가정 세탁 

시 일반적으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빈도는 일주일에 세탁기를 돌리는 횟수로 측정하

여 평균 2.9회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4.4회로 나타나 

세탁빈도가 국내보다 높은 편이었다. 손세탁의 경우에

는 대다수가 ‘일주일에 1회 미만’ 및 ‘아예 실시하지 않

는다’고 답하였고(71.4%), 그 외 ‘필요에 따라 실시’하

는 경우의 예로는 속옷 및 취급이 까다로운 의류나 오

염이 심한 경우가 있었다(3.0%).

국내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세탁코스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1.5%가 표준세탁 (cotton 40°C)을 선택하였

고, 세탁온도를 낮춘 대신 세탁시간을 연장한 알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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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ue
Korea

n (%)

Europe 

(%)a Variableb Value
Korea

n (%)

Detergent dosing Sorting

Use automatic dosing 13 (    4.0) (   5.0) Sort by washing temperature 8 (    2.4)

Fill up the dispenser 69 (  21.0) (    8.0) Wash woolens separately 22 (    6.7)

Follow the machine instructions 37 (  11.2) (    9.0) Sort by fiber content 14 (    4.3)

Always use the same amount 20 (    6.1) (  21.0) Wash separately if labelled so on 

care labels

29(    8.8)

Base on dirt levels 32 (    9.7) (  21.0)

Base on laundry load 115 (  35.0) (  25.0) Resort garments labelled with 

‘wash separately’ by color
25 (    7.6)

Eye guess/use experience 25 (    7.6) (  27.0)

Follow the instructions on detergent 

packaging
18 (    5.5) (  31.0)

Sort by like colors 124 (  37.7)

Wash underwear separately 44 (  13.4)

Total 329 (100.0) (100.0) Sort by dirt levels 29 (    8.8)

No sorting, all clothes are washed 

together
29 (    8.8)

Fabric softener Other (Sort by top/bottom, sort by 

towel/clothes/socks, wash 

functional clothes separately) 

5 (    1.5)Not at all 18 (    5.5) (  22.0)

Yes, in some loads 60 (  18.2) (  23.0)

Yes, in most of the loads 151 (  45.9) (  24.0) Total 329 (100.0)

Yes, in all loads 100 (  30.4) (  31.0)

Total 329 (100.0) (100.0)

Washing temperature

Use automatic control 145 (  44.2)

Prewashing Set temperature manually 88 (  26.5)

Never 65 (  19.8) (  39.0) Always use cold water 95 (  29.3)

Rarely 63 (  19.1) (  29.0) Total 329 (100.0)

Sometimes 145 (  44.1) (  20.0)

Often 44 (  13.4) (    7.0)

Always 12 (    3.6) (    4.0) Rinsing temperature

Total 329 (100.0) (100.0) Same temperature as wash 273 (  83.0)

Rinse in colder water 49 (  14.9)

Rinse in warmer water 7 (    2.1)

Washing frequencyc 2.9 4.4 Total 329 (100.0)

Washing program Checking care label

Cotton 40°C 268 (  81.5) (  15.0) Not at all 36 (  10.9)

Quick 15°C 16 (    4.9) (  13.0) Rarely 56 (  17.0)

Cotton 60°C 7 (    2.1) (  11.0) Sometimes 144 (  43.8)

Synthetics 30-40°C 1 (    0.3) (  11.0) Often 73 (  22.2)

Cotton 30°C 2 (    0.6) (  10.0) Always 20 (    6.1)

Mixed/all fabrics 30-40°C 1 (    0.3) (    9.0) Total 329 (100.0)

Table 4. Responses to questions on washing behavior

a: European data presented for the variables in the first column of this table is adopted from Alborzi et al. (2017) for a comparison 

purpose. The frequency data is not provided in the original source.

b: The variables on the second column is measured only in Korea.

c: Average washing cycle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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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ue
Korea

n (%)

Europe 

(%)a Variableb Value
Korea

n (%)

Cotton 90°C 1 (    0.3) (    5.0)

Wool/delicates 30°C 7 (    2.1) (    4.0)

Eco/cold wash 20°C 5 (    1.5) (  21.0) Rinsing

Other (rinsing/spin-drying/

functional clothes)
21 (    6.4) (    4.0) Never 31 (    9.4)

Total 329 (100.0) (100.0) Rarely 38 (  11.6)

Sometimes 104 (  31.6)

Often 100 (  30.4)

Loading Always 56 (  17.0)

Underload (not care about the 

load size at all)
22 (    6.7) (    3.0)

Total 329 (100.0)

Underload (with relatively 

small load)
68 (  20.7) (    2.0)

Do not usually fill the machine 

completely (e.g., 1/2 to 2/3)
102 (  31.0) (  21.0)

Wash in full capacity without 

overloading (e.g., 3/4)
134 (  40.7) (  66.0)

Overload the machine 3 (    0.9) (    8.0)

Total 329 (100.0) (100.0)

Table 4. Continued

a: European data presented for the variables in the first column of this table is adopted from Alborzi et al. (2017) for a comparison 

purpose. The frequency data is not provided in the original source.

b: The variables on the second column is measured only in Korea.

c: Average washing cycle per week 

스의 사용 비율은 겨우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달

리 유럽의 경우 각 코스별로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였

고, 알뜰 코스에 대한 응답 비율도 21.0%로 높게 나타

났다.

세탁분량은 국내의 경우 응답자의 40.7%가 ‘세탁기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채워 돌린다(e.g., 

3/4가량 이상)’고 하였고, 유럽의 경우 66.0%가 ‘세탁

기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채워 돌린다

(e.g., 3/4가량 이상)’고 하여 두 문화권 모두 전반적으

로 세탁물은 모아서 가동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국내

의 경우 세탁물을 적게 채우거나 세탁물의 양을 고려하

지 않는 경향도 다소 높았다(27.1%).

국내의 경우만 조사한 항목들 중 세탁물 분류방법의 

경우 색상에 따른 분류(37.7%), 속옷 별도 세탁(13.4%), 

취급주의 라벨 상의 “별도 세탁” 권장 제품의 경우 단

독세탁(8.8%), 오염 정도에 따른 분류(8.8%), 분류하지 

않고 모든 세탁물을 한꺼번에 세탁(8.8%)의 순서로 나

타났다. 상대적으로 소재에 따른 분류는 적게 보고되

었다. 세탁온도의 설정방법은 세탁 시와 헹굼 시로 나

누어 조사하였는데, 세탁 시에는 44.1%가 ‘세탁기의 

자동 온도 조절 기능에 의존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

은 ‘항상 찬물 세탁한다’(28.9%), ‘세탁물의 종류에 따

라 임의 조절한다’(26.4%) 순이었다. 헹굼 시에는 대다

수인 82.7%가 세탁온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불과 

2.1%만이 헹굼 시 수온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세탁코

스 선정을 위해 의류제품의 취급주의 라벨을 참고하는

지와 평소 세탁 시 헹굼을 추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대

다수의 응답자가 세탁코스를 선정하기 전에 취급주의 

라벨을 확인하는 편이고(경우에 따라 한다 43.8%; 자

주 한다 22.2%; 항상 한다 5.1%), 헹굼을 추가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우에 따라 한다 31.6%; 자주 한다 

30.4%; 항상 한다 17.0%).

위와 같은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와 과거의 

세탁행동을 비교해보면, 심리적인 세제 계량(Kim, 

1984; Lee et al., 2004; Lee & Choi, 1983; Nam; 1988; 

Seong & Lee, 2010), 섬유유연제 사용(Choi & Kim, 

1997; Kim, 2015; Lee et al., 2004; Seong, & Lee, 2010), 

예비세탁(Choi & Kim, 1997; Kim, 2015; Nam,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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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굼(Choi & Kim, 1997; Kim, 2015), 헹굼 시 수온 미조

절(Choi & Kim, 1997; Oh & Yu, 1997) 경향은 과거와 

동일하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세탁물 분류의 경우

에는 과거에는 주로 색상과 소재에 따라 세탁물이 분류

되었지만(Kim, 2015; Lee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색상에 따른 분류와 속옷의 별도 세탁 경향이 높게 나

타나 과거에 비해 소재에 따른 분류가 부족한 점이 차

이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과거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세탁행동의 지속가능성 수

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섬유유연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용도

가 높았지만, 사용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과거

에는 섬유유연제가 주로 직접적인 유연 효과를 위해 사

용되었지만(Choi & Kim, 1997; Ko et al., 2007), 본 연구

에서는 탈취 및 향기 부여, 정전기 방지와 같은 보조적 

사용 목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세탁기 

성능이나 소재 기술의 발달의 영향으로 별도의 첨가제 

사용을 통한 섬유 유연화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

으로 유추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섬유유연제는 세탁

에 꼭 필요하기 때문보다는 세탁 시의 주관적인 만족도

를 위해서나 기분 및 습관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으로는 Bae and Lee(1994)

와 Park(1989)과 달리 세탁 시 제품의 취급주의 라벨에 

대한 확인도가 높아진 점이 있다.

2) 건조

세탁행동 실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중 건조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건조의 

장소와 방법은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조사하였는

데, 국내와 유럽의 경우 모두 양 계절에서 자연 건조 비

율이 건조기 사용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국내의 경

우 여름철은 자연 건조 비율이 86.9%로 나타났고(실내

39.5%; 실외 47.4%), 건조기 사용 비율은 9.1%에 지나

지 않았다. 겨울철의 경우 자연 건조 비율이 86.6%(실

내 66.2%; 실외 20.4%), 건조기 사용 비율이 10.0%였다.

유럽의 경우 여름철 자연 건조 비율이 87.0%(실내 

37.0%; 실외 50.0%), 건조기 사용 비율이 11.0%였다. 

겨울철의 경우 자연 건조 비율이 78.0%(실내 59.0%; 

실외 19.0%), 건조기 사용이 19.0%였다.

3) 다림질

세탁행동 실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중 다림질에 대

한 응답의 내용은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림

질은 ‘세탁물 중 몇 개만 한다’는 응답이 67.5%, ‘다림

 

Variable Value
Korea

n (%)

Europe

(%)a 

Drying in 

summer

Unheated indoor 112 (  34.1) (   21.0)

Heated indoor 18 (   5.5) (  16.0)

Outdoor clothesline 157 (  47.7) (  50.0)

Drying cabinet (e.g., LG Styler) 6 (    1.8) (    2.0)

Tumble-dryer 30 (    9.1) (  11.0)

Other (Use dehumidifier) 6 (    1.8) (    0.0)

Total 329 (100.0) (100.0)

Drying in 

winter

Unheated indoor 56 (  17.1) (  18.0)

Heated indoor 162 (  49.2) (  41.0)

Outdoor clothesline 68 (  20.7) (  19.0)

Drying cabinet (e.g., LG Styler) 6 (    1.8)  (    2.0)

Tumble-dryer 33 (  10.0) (  19.0)

Other (Use dehumidifier, use laundromat, use both indoor 

and outdoor)
4 (    1.2) (    0.0)

Total 329 (100.0) (100.0)

Table 5. Responses to questions on drying behavior

a: European data presented for the variables in this table is adopted from Alborzi et al. (2017) for a comparison purpose. The fre-

quency data is not provided in the origin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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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Value
Korea

n (%)

Europe

(%)a

Ironing

Do not know 22 (    6.7) (    1.0)

Never 74 (  22.5) (  13.0)

Few of them 222 (  67.5) (  34.0)

Half of them 9 (    2.7) (  23.0)

Most of them 2 (    0.6) (  29.0)

Total 329 (100.0) (100.0)

Table 6. Responses to questions on ironing behavior

a: European data presented for the variables in this table is 

adopted from Alborzi et al. (2017) for a comparison purpose. 

The frequency data is not provided in the original source. 

질하지 않는다’가 22.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럽

에서는 ‘모든 세탁물을 다림질한다’는 비율이 29.0%, 

‘반 정도 다림질한다’가 23.0%로 나타나 한국보다 다

림질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국내에서는 세제량 결정방법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χ2=21.796, df=7, p<.01). 남성의 경우

(21.7%) 여성보다(6.3%) 세탁기 설명서를 참고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여성의 경우(40.0%) 남성보다

(26.4%) 세탁물의 양에 따라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럽의 경우에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어, 고학력 집

단이 설명서를 참고하는 비율이 높았고, 저학력 집단

이 눈대중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섬유

유연제의 사용은 국내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차이가 없었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학력, 취업 여

부,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고학력, 직장인, 고

령 및 은퇴 집단,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섬유유연제 사

용 경향이 낮았다. 예비세탁은 국내의 경우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어, 여성의 경우에 실시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본 세탁과 관련하여, 세탁빈도는 국내의 경우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유럽의 경우 성별, 

학력,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 전

업주부 집단의 세탁빈도가 높았고, 고령자 및 은퇴 집

단의 세탁빈도가 낮았다. 세탁물의 분류방법은 국내

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χ2=21.131, df=8, 

p<.01). 여성은 색상(42.5%), 울 소재(8.7%), 속옷 여부

(16.0%)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남성의 경우보다(색

상 29.5%; 울 소재 2.9%; 속옷 여부 8.6%) 높고, 남성

은 취급주의 라벨 참고 후 색상에 따라 재분류(15.2%)

하거나 오염도(13.3%)에 따라 분류하거나 분류 없이 

모든 세탁물을 한꺼번에 세탁하는 경향(12.4%)이 여

성의 경우보다(취급주의 라벨 참고 후 색상에 따른 재

분류 4.1%; 오염도 6.8%; 모든 세탁물 한꺼번에 세탁 

7.3%) 높았다. 유럽의 경우 세탁물 분류방법에 대한 인

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조사되지 않았다. 세탁

분량은 국내의 경우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유럽의 경우 직업에 따른 차이가 보

고되어 전업주부나 취업 집단의 경우 초과 가동하는 

비율이 높았고, 은퇴나 무직 집단의 경우 과소 가동하

는 비율이 높았다. 세탁온도 및 코스에 있어서도 국내

의 경우에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유럽의 경우에만 학력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저학력 집단과 고령 집단의 경우 고온세탁하는 경향

이 높았다. 세탁온도 설정방법은 국내의 경우만 조사

되었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χ2=16.197, 

df=4, p<.01).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36.4%) 연령이 

낮은 집단(15.3%)에 비해 사용자가 수온을 임의 조절

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55.6%) 

연령이 높은 집단(34.1%)에 비해 세탁기의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헹굼 실시 빈도

의 경우에는 가구 규모에 따라 증가했다(χ2=23.561, 

df=8, p<.01).

건조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인구통계적 특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유럽의 경우에만 성별, 연령, 

학력, 가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 젊은 연령

층, 저학력 집단에서 건조기 사용 비율이 높았고, 여성, 

고령자, 고학력, 그리고 세대원 수가 많은 집단에서 빨

래를 직접 널어 자연 건조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다림질의 경우 국내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다림질의 양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유럽에서는 학력과 연령,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학력과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적었고, 전업주부나 무

직 및 은퇴 집단에서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

한 내용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세탁행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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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dry process

- Sustainable practices
Category

Country

Korea Europe

Washing :

Detergent dosing

- Follow instructions

- Use automatic dosing

Descriptive profile - Low in following instructions

- Low use of automatic dosing

- Following instructions

- Considerable rate of eye guessing and 

of habitual dosing

- Low use of automatic dosing

Demographic 

factors

- Males tended to follow 

instructions, females tended to 

eye guess

- The more educated tended to follow 

instructions, the less educated eye 

guess

Sustainability 

level

- Low - Low

Fabric softener 

- Use less

Descriptive profile - Very high usage (Helps fewer 

ironings)

- Low usage (Imposes more ironings)

Demographic 

factors

- No difference - Less among high degree earners, 

full-time employees, the elderly, and 

the retired

- More among females, low degree 

earners, and the unemployed

Sustainability 

level

- Low - High

Prewashing 

- Less 

- Cold main washing

Descriptive profile - High (Helps fewer weekly 

washing cycles)

- Main wash temperature 

remained high

- Low

Demographic 

factors

- High among females - High among males and high degree 

earners

Sustainability 

level

- Low - High

Washing temperature

/program

- Low (below 40°C)

- Eco program

Descriptive profile - The majority used cotton 40°C 

the most

- Minimal use of eco/cold 

programs

- Program choice was evenly spread out

- Fairly high use of eco/cold programs

Demographic 

factors

- The older tended to set the 

temperature manually while the 

younger tended to use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 The less educated and the elderly 

tended to use hot water

Sustainability 

level

- Low - High

Rinsing

- Less

- Warmer than main 

washing temperature

Descriptive profile - High frequency

- Keep main wash temperature

- No information collected

Demographic 

factors

- Higher among large households

Sustainability 

level

- Low

Table 7. Sustainable profile of laundry behaviors of domestic and European consumers

a: Finland data (Miilunpalo & Räisänen, 2019, p. 158).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3, 2021

– 540 –

Laundry process 

- Sustainable practices
Category

Country

Korea Europe

Sorting

- Sort by color, fiber 

content, dirt levels

Descriptive 

profile

- High

- High rate of sorting by color and 

washing underwear separately

- Lacked in sorting by fiber content

- Higha

- Sort by color, washing temperature, 

and fiber contenta

Demographic 

factors

- Males tended to sort by dirt levels, 

care labels, or skip sorting

- Females tended to wash woolens 

and underwear separately

- No information collected

Sustainability 

level

- High - High

Loading

- Fill to capacity 

without 

overloading 

(e.g., 3/4 or more)

Descriptive 

profile

- High in optimal filling (40.7%)

- Not low in underloading (27.4%)

- Very high in optimal filling (66.0%)

- Very low in underloading (5.0%)

Demographic 

factors

- No difference - The full-time employed and 

housewives tended to overload

- The unemployed and the retired 

tended to overload

Sustainability 

level

- Moderate - High

Drying :

Place and method

- Air-drying

Descriptive 

profile

- Air-drying both in summer and 

winter

- Air-drying both in summer and winter

Demographic 

factors

- No difference - Males, the less educated, young 

people tended to tumble-dry

- Females, high degree earners, the 

elderly, large households tended to 

air-dry

Sustainability 

level

- High - High

Ironing :

Quantities of 

laundry items 

ironed

- Fewer

Descriptive 

profile

- Fewer

- Fabric softener helped

- More

Demographic 

factors

- No difference - Fewer among low degree earners and 

young people

- More among housewives, the retired 

and the unemployed

Sustainability 

level

- High - Low

Table 7. Continued

a: Finland data (Miilunpalo & Räisänen, 2019, p. 158). 

능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세탁행동

은 문화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인 점에서 문화 간 비교의 

결과가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실증적인 준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 유럽 지

역의 세탁행동과의 질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세탁행동의 실태 면에서 국내와 유럽의 지속

가능성 수준을 비교하였고, 다음으로는 유럽의 선행연

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통계적 집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세탁을 실천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

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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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건조와 다림질 행동을 포함하고, 세제 사용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였던 세탁온도 및 코스, 세탁분량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였다.

조사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대 미

만의 성인 3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

하였으며, 유럽의 세탁행동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Al-

borzi et al.(2017)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비교의 용

이성을 위해 조사 항목은 Alborzi et al.(2017)에 따라 설

정하였으나, 평가 근거와 기준은 본 연구자가 지속가

능한 세탁조건에 관한 실험 연구들을 검토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며,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국내와 유럽의 

세탁행동의 상대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탁의 전반적인 실태 면에서는 국내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 많았으며, 대체로 유럽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더 높았다. 유럽의 경우에는 섬유유연제 자제, 

예비세탁 자제, 저온세탁, 세탁물 분류, 최적 세탁분량, 

자연 건조 면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세탁이 

실천되고 있었고, 비교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세제

량 결정과 다림질 행동이었다. 그러나 다림질 양이 많

은 점은 섬유유연제 사용을 자제한 영향으로 유추되어 

다소 불가피한 점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세탁물 분류, 자연 건조와 다림질 자제 면에서는 비교

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세제량 결정, 섬유유연제 

사용, 예비세탁, 세탁온도 및 코스, 세탁분량에 있어서

는 개선이 필요하였다.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자동 세

제 투입 기능을 사용하기 보다 세탁물의 양에 따라 세

제량을 심리적으로 결정하는 편이며, 섬유유연제 투

입, 예비세탁, 헹굼 경향이 매우 높고, 특히 헹굼 시에는 

수온 조절을 하지 않으며, 예비세탁을 실시함에도 본 

세탁 시 수온을 낮추지 않고 표준수온인 40°C를 그대

로 사용하는 편이며, 저온이나 알뜰 코스 사용 비율이 

매우 낮고, 세탁분량의 경우에도 대체로 세탁기를 채

워 돌리는 편이긴 했으나(40.7%), 과소 가동 비율도 적

지 않았기 때문이다(27.4%).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대

체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세탁관행들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심리적이고 관습적인 세탁의 경향은 성별

과 연령에 따른 세탁행동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세제량 결정, 세탁물 분류, 예비세탁에 있어서는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세탁온도 조절에 있어서 연

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세제량 결정의 경우 여성은 

세탁물의 양에 따라 심리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남성은 

설명서에 따라 계량하는 편이었고, 세탁물 분류의 경

우에도 여성은 울 소재나 속옷 여부에 따라 스스로 분

류한 반면 남성은 제품의 취급주의 라벨을 참고하는 경

향이 높았고 그 외의 분류 기준으로는 오염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분류 없이 모든 세탁물을 한꺼번에 세탁하

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예비세탁의 경우도 여성 집단

의 실시율이 높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가사

에 대한 관여도, 세탁지식이나 세탁경험의 보유 여부

가 남녀 간에 다른 영향으로 추측되었다. 여성의 경우 

대체로 가사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세탁지식이나 경험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인 판단이 용이했던 

반면,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취급

주의 라벨이나 설명서와 같은 객관적 기준을 참고해야 

했을 것이며, 이외에는 직관적으로 오염도에 따라 분

류하거나 아예 분류를 생략하는 경향이 높았을 것으로 

유추되었다. 예비세탁의 경우에도 남성 집단의 경우 

인지도가 낮아 실시율이 낮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탁온도 조절 방식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자신

이 직접 임의 조절하는 하는 편이었고, 연령이 낮은 집

단은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을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연

령에 따라 기술 수용도가 다른 영향도 있겠으나,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세탁경험이 누적됨

에 따라 심리적 판단과 관습적 행동 경향이 증가한 영

향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성별이 세탁행동의 주요

한 변수로 나타난 점은 학력과 취업 여부가 주요한 변

수로 보고되었던 유럽의 경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으로서, 국내의 경우에는 세탁행동을 형성하는 데 교

육이나 지식보다는 문화적 관습의 영향이 큰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과거 국내 세탁행동과 비교했을 시에도 심리적

인 세제 계량(Kim, 1984; Lee et al., 2004; Lee & Choi, 

1983; Nam; 1988; Seong & Lee, 2010), 섬유유연제 사용

(Choi & Kim, 1997; Kim, 2015; Lee et al., 2004; Seong, 

& Lee, 2010), 예비세탁(Choi & Kim, 1997; Kim, 2015; 

Nam, 1988), 헹굼(Choi & Kim, 1997; Kim, 2015), 헹굼 

시 수온 미조절(Choi & Kim, 1997; Oh & Yu, 1997) 경향

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세탁관행

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이는 세탁행동은 과학적

인 지식보다는 가정 내 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세탁 시 

의류제품의 취급주의 라벨에 대한 확인도가 증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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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세탁에 취급주의 

라벨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신뢰도나 만족

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적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면에서 과거의 세탁

행동 연구 결과와 비교하자면, 과거에는 여성, 고학력, 

고소득 집단에서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세탁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남성 집단이 

과학적 계량 습관 및 라벨 참고 경향이 높게 나타나 세

탁 시 환경부담을 일으킬 소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외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세탁행동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세탁행동

의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세제 계량의 습관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산업 측의 동참도 

요구된다. 세제 계량 기구에 표시된 계량 눈금의 가시

성을 높이는 등의 세제 제조업체 측의 제품 개발 노력

도 중요하겠고, 세제 설명서와 세탁기 설명서의 권장

량이 불일치하여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검토 및 경우에 따라 적절한 표준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탁기의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은 

세제의 표준사용을 위한 매우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임

에도 불구하고 사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그 존재와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세제 과용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동 투입량으로 충분한 세척 효

과가 있다는 사실의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섬유유연제, 예비세탁, 헹굼은 자제하고 헹굼 

시에는 수온을 높이며, 저온세탁을 습관화하고 최적 

세탁분량을 채우는 데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제기

되었다. 섬유유연제의 경우 필요한 목적에 따라 식초

나 구연산, 베이킹 소다 등의 비화학적 대체품을 사용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섬유유연제 

사용을 줄인 결과 다림질의 필요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

했을 때, 본 세탁 시 섬유유연제 대신 구김 완화를 위해 

세탁망이나 세탁볼의 사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저온세탁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

요하겠고, 특히 예비세탁 실시 시에는 본 세탁 시 수온

을 낮춤으로써 자원 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소재에 따라 효과적인 세제의 선택이나 최적 세탁온도

가 달라지므로(Yun et al., 2018) 세탁물 분류 시에는 소

재에 대한 고려가 보완될 필요가 있겠고, 무분별한 단

독세탁은 지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의류 제조회

사에서는 의복 관리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평을 예방

하기 위해 제품의 취급주의 라벨 제작 시 색상이나 소

재와 무관하게 단독세탁을 권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

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침을 

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과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세탁 시 

심리적인 기준과 관습적인 방법에 따르는 경향이 있

어 환경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는데, 이는 사전에 

보유한 세탁지식이나 경험 또는 주부로서 갖는 위생

에 대한 책임의식과 문화적 관습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탁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할 경우 외적 

정보 탐색을 생략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해 세탁의 방법을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권 안팎의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올바르고 친환

경적인 세탁지식을 보급하고 문화적 관습을 바꿔 나

가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평가의 틀을 토대로 국내와 유

럽의 세탁행동의 지속가능성 수준 및 인구통계적 집단 

간의 편차를 다각적인 항목에서 비교 평가한 뒤, 이러

한 분석을 근거로 지속가능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표본의 수집 방법 및 표본 특성에 따라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표본의 크기가 5,000가구 이상

으로 매우 컸으며 층화표집을 이용하였던 유럽의 자료

에 비하여, 본 연구의 경우 온라인 설문 조사 기관을 통

한 편의표집으로 표본이 선정되었으며 표본의 크기도 

현저히 작았다. 유럽의 경우보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적게 나타난 것은 표본 크기의 차이로 인

한 효과 크기 차이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표본의 특성 

또한 해석상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본 연구의 표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젊고, 여성과 도시 지역의 거주 형태

에 편중되어 있으며, 직장인이며, 학력이나 소득 수준

이 높은 편이었다. 유럽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속가

능한 세탁행동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표본

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소

비자들의 세탁행동에 대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확률표집을 이용하여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수집

하여 추후 세탁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세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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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체계

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세탁행

동의 문화적인 상대성과 상대적인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 간 

차이는 세탁행동의 변화의 가능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국내 세탁행동을 파악

하고 지속가능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기

초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추후 의복의 세탁 및 관리의 

지속가능성 방안에 관한 의류학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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