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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비거니즘 의생활에서의 실천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비건들의 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태도와 동기를 밝히고자 하
였다. 현재 패션 분야에서 비거니즘에 관한 논의는 지속가능 패션의 성
장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생활 영역
과 패션 시장에서 비거니즘을 전파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해 비건들은 어떤
태도와 실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밝힌다. 둘째,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은
어떻게 실천되는지 밝힌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선택이 연구의 진행
과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해 양
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을 함께 활용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했다. 먼
저 양적 연구 단계에서 비거니즘 의생활을 1년 이상 실천한 연구 참여자
를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한 태도와 실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로 얻어
진 양적 자료는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참여자의 선정에 사용되었다. 다
음으로, 질적 연구 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 구입 및 착용, 손질 및
세탁, 처분 및 폐기의 단계로 구분한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이 실천되는
양상을 파악하고 실천 동기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비건들
의 태도와, 비거니즘 실천 동기, 그리고 비거니즘 의생활 실천 양상에 대
한 실증적 고찰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건들이 본인의 의생활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윤리적인 삶 추
구,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 친환경적인 삶 추구, 건강한 삶 추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비거니즘 실천 기간이 길수록 다른 영역보다
윤리적인 삶의 추구가 크게 작용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비거니즘
을 시작한 계기가 윤리적 이유가 아닌 동물보호적, 친환경적, 건강적 계
기이더라도 비거니즘을 실천할수록 윤리의 추구가 더 주요로 작용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거니즘이 단순히 식습관이 아닌
윤리적인 삶의 철학이라고 해석한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
한, 비건들이 주로 가지는 태도의 감정적인 작용에 있어, 비거니즘 실천
을 오래 지속한 이들일수록 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비거니즘 실천 동기에 있어서는 동물보호적 실천 동기, 건강적
실천 동기, 친환경적 실천 동기가 드러났으며, 각 동기들은 윤리적 동기
가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비건들은 의생활의 구입 및 착용, 손질 및 세탁, 처분 및 폐기의
단계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었다. 먼저 구입 단계에 있어, 비거니즘
실천 이후 의류 구입의 빈도수와 총량이 줄어들었음이 나타났다. 비건들
은 주로 의복의 구입에 있어 소재와 윤리적인 생산과정을 고려하고 있었
으며, 중고 동물성 의류 제품의 구입에 있어 상반되는 의견이 나타났다.
착용 행동에 있어, 비건들은 본인의 의복 착용이 올바른 비거니즘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의 손질에 있어, 비건들은 비거니즘 실천 이후 더욱 의복을 아끼고 손질
에 신경 쓰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동물성 의복의 처리 이후
의복의 손질이 편리해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세탁에 있어 비건들은
비건 세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세탁제 제품의 성분과 제조과정에서 동
물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유기농 제품, 식
물성 계면활성제와 세제 대체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의복의 처분에 있어,
비건들은 의복을 기부, 나눔, 중고거래 등 재활용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수단으로 폐기하고 있었다. 이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폐기물을 줄이려
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폐기에 있어서는, 비거니즘
실천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동물성 의류제품의 폐기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는 죄책감과 불쾌감으로 동물성 제품을 폐기한 것으로 드
러났지만, 의류 폐기물에 대한 염려로 보관하고 있거나 여전히 착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떠오르는

비거니즘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비건들의 의생활 실천 양상
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태도와 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비거니즘
실천을 의생활의 영역에서 살핌으로써 비건의 구체적인 생활양식과 동기
를 알리고, 비건의 실천 양상을 토대로 비건 패션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
야 할 방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비거니즘, 의생활, 비건, 실천 동기, 비건 패션
학 번: 2018-2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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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인의 삶의 질은 높아졌으며
물건의 생산과 폐기가 편리해져 소비문화가 빠르게 발달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이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과 인간의 노동력
을 착취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다.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토지, 물, 에너지 자원, 음식을 요한다(Premac
k, 2016).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농작물의 재배는 매우 비효율적인 토
지 사용으로, 곡물을 식용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대 인
류의 기근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식용 가축의 빠른 대량생산을 위
해 동물에게 각종 호르몬제와 살충제 등을 투여하며, 이는 곧 육류를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동물성 제품을 생산하
고 소비하는 것의 비윤리성과 이들이 야기하는 각종 환경 문제와 낭
비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사회 구축을 추구
하는 비거니즘(veganism)이 주목 받고 있다.
비거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비거니즘을 통해 현
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
난다. 이는 패션 산업 구조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패션 산업은 물이
많이 소비되며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의 배출량 또한 많은 산
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션산업의 생태 환경적 폐해는 사회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 없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이번 세기에 급속도로 증가한 패스트 패션 산업구조의 변화가 요
구되지만, 패션을 소비하는 개인이 친환경, 윤리적 의식을 가지는 것
또한 강조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과 상
통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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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니즘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동물성 제품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동물을 생명이 아닌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한
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을 비건(vegan)이라고 하며, 이들은 동
물성 제품의 섭취, 구매, 사용을 기피한다(Mann, 2014). 이는 단순히
식습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의생활과 주생활을 포함한 생활 전
영역에서 실천된다. 구체적으로, 비건은 가죽과 상아를 사용한 가구나
의류 제품 또한 구입하지 않는다. 위생 용품과 미용 제품에 있어서도
비건은 동물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며, 동물성 성분이
결여되었더라도 동물실험을 한 것 또한 기피한다.
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현재 연구된 논문
들뿐만 아니라 비거니즘에 대한 사회적 경향은 식습관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더불어, 비거니즘이 동물성을 기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
정 제품의 구입과 소비의 영역만이 강조되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에
동물성 제품의 기피와 비건 제품의 구입 이후, 비거니즘 실천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식습관이 아닌 의복
행동과 의생활에서 비거니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비거니
즘이 단순히 다이어트 트렌드가 아닌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라이프스
타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의생활의 영역에서 실천되는 비거니즘의
양상과 동기, 그리고 이에 대한 비건들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비거니즘 실천이 식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식품의 구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듯 의생활에 있어서도 복합적으로 실천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복의 구입부터 손질, 처분까지의
과정에서 비거니즘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고자하며, 비거니즘 의생활
에 대한 태도와 실천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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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논-비건(non-vegan)에서 비건으로의 이행과정은 기존 생활양식에 대
한 문제 인식과 태도의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는 비건을 대상으로, 고차원적 비거니즘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의생
활의 영역에서 비거니즘 실천 양상과 실천 동기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고차원적 비거니즘 행동이라 함은, 식생활만 비거니즘을 따르고
다른 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제품을 사용할 경우를 비건으로 취
급하지 않으며 플랜트 베이스드(plant based)라고 구분하여 명칭 하는
등, 비거니즘 실천에 있어 의생활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이 단순 식생활
의 실천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행동으로 평가됨과 관련이 있다(Dyette
외, 2013).
본 연구가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연구하려는 것은 보다 심층적인 영
역에서 비거니즘 실천을 살핌으로서 고차원적 비거니즘 영역의 실천 동
기를 이해하는 것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동기는 개인이 취하는 행동의 내면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며,
이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한다. 이는 동일하게 비거니즘을 실천하
더라도, 비건 개인에 따라 비거니즘 실천에 작용한 계기와 이에 따른 행
동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건들이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실
천 동기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거니즘 시작
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는 요소와 비건 생활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비거니즘 실천이 의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며, 비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거니즘과
비건 패션에 대한 고찰을 시행하고, 의생활의 단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비거니즘 실천 동기와 비거니즘 의생활 실천
양상과 더불어, 비건들이 본인의 의생활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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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니즘 의생활에서의 실천 양상을 토대로 비거니즘 실천 동기를 파
악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 사회 현상인 비거니즘을 이해하는 측면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아직은 탐구되지 않은 영역인 의생활에서
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전 세계적 주요 트렌드 중의 하
나인 비거니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와 동기를 밝히는 것
은 효과적인 비거니즘 전파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해 비건들은 어떤 태도와 실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비거니즘에 관한 연구를 혼합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의류학에서 연구 분야의 확장성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의 선행 연구에서는 비거니즘 식생활에 대한 측면에 집중하거나, 비거니
즘 소비에 대한 행동을 주로 다루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현
대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생활방식으로 거론되는 비거니즘을 의생활
의 영역에 집중하여 이에 대한 실천 동기와 양상, 구체적인 생활방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비거니즘 실천의 새로운 측면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또한, 연구를 통해 비거니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건 인구를 겨냥한 패션 기업
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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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비거니즘에 대한 일반적 고찰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거니즘
개념과 생활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
용한다. 본 연구는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비
거니즘 실천 동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비거니즘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식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의 실천
동기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에 의생활 영역
의 파악에 있어 분석에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작용할 것이며, 식생활과
의생활에서 실천 동기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비거니즘 개념
비거니즘은 베지테리어니즘(vegetarianism, 채식주의)에서 그 기초를
둔다. 채식주의는 고대부터 다른 식품을 구할 수 있을 때에도 영적, 종교
적 이유로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 관습으로 시작되었다(Dwyer & Loew,
1994). 단순 채식주의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으며 만들어진 식품을 섭취
하지 않지만 우유, 알 등 동물의 부산물은 섭취한다.
비거니즘은 동물성 제품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 동물을 생명이 아닌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veganism, n.
d.). 비건은 식생활에 있어, 동물의 생명을 빼앗거나 고통을 야기하며 얻
어진 음식, 혹은 동물의 강제적인 노동력이 요해진 음식을 먹는 것에 반
대한다(Cherry. 2003). 이들은 육류와 어패류를 먹지 않고 식물만 섭취한
다. 또한, 직접적으로 동물성 식품이 아니더라도 유제품, 알, 꿀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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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얻어진 식품을 먹지 않으며, 치즈, 요구르트
등 가공된 유제품이나, 젤라틴과 같이 가공된 형태의 동물성 성분이 포
함된 식품 또한 섭취하지 않는다.
현재 비거니즘은 단순히 식생활을 넘어 실천적 라이프스타일로 간주된
다(Mann, 2014). 동물성 식품이 제외 된 채식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더
라도 비거니즘 실천이 식생활 영역에만 한정되는 이들은 엄격히 구분된
다. 일부 비건들은 단순 채식주의 생활의 모순을 비난한다. 동물을 먹는
것이 잘못된 관행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달걀과 유제품을 먹는 것과 다
른 생활양식에서도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공장식 축산업의 체계
적인 착취에 기여하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건들은 단지 동물의 살생에 기여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 착취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실질적인 처방을 받아들임으로써 채식주의자들과 구별된다.
1944년 설립된 비건 자선단체 비건소사이어티에서는 비건의 생활에 대
해, 동물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얻어진 제품
을 소비하는 것이 비거니즘에 어긋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Why go vega
n?, n.d.). Mann(2014)은 비거니즘을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
과 죽음에 반대하는 생활양식으로 설명하며 비거니즘은 단순히 선택에
의한 식습관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윤리적인 가치관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식습관이나 소비 습관과 같은 생활양식은 종종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현대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의 일부를 형성한다. 한
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과 환경, 본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더라도 자신
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윤리적 생산에 관여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동물과 인간을 해치는 것에 대한 합
리화를 지지하도록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이에 비건들은 본인들의 생활
에 있어 행동이 기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실천을 유지한다(Chignell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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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거니즘에 대한 태도와 실천 동기
비거니즘은 단순 채식주의보다 복합적인 생활 방식이며 개인에 따라
실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동물의 산업적 이용이 중심적인 현
대 사회는 비거니즘의 현실적인 실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대부분에 존재하는 비거니즘에 대한 무지와 부정적인 선입견은 실천을
더 어렵게 한다.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거니즘 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실천을 유지하는 비건들의 실천 동기에 대해 의문
을 가질 수 있다. 본 소절에서는 선행 연구와 서적을 통해 비거니즘에
대한 태도와 실천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Leenaert(2017)는 비거니즘 실천이 최대로 확장된 사회를 구축하기 위
해 비건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실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비거니즘
을 실천해야하는 이유로 인류의 건강, 지구상의 고통 받는 동물을 줄이
는 동물해방, 오염과 온난화 현상, 기후 변화 등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기 위함을 들었다. 또한, 위 연구는 비건들이 취하는 동물권리
운동의 전략, 목표, 의사소통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모든 사회가 동물을
이용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비거니즘의 확장을 위해서는 매
우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건 사회를 만
들기 위해 사회 활동가, 지도자들, 기업가들을 위해 통찰력을 제공하였는
데, 먼저 소수의 사람들이 100%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동물 제품의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
다고 하였다. 또한, 비거니즘의 실천에 윤리성이 큰 축을 이루는 것은 사
실이지만, 메시지 전달에 있어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적, 건
강적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동
물 착취에 대한 법적 변화를 만들고 동물 제품 교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영리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등 비건으로서의 전향이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완전히 비건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비건 커뮤니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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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Cherry(2015)는 비거니즘 실천의 윤리적 소비 행동과 윤리적 생활 습
관, 사회 운동적 측면에 주목하여 비거니즘을 저항문화의 한 형태로 분
석하였다. 위 연구는 비거니즘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인터뷰하
였다. 그 결과, 비건들은 비거니즘 실천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동물성
을 기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윤리적,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함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위 연구는 비거니즘 실천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분리하였으며 그 결과 비거니즘 실천 초기에는 비거니즘에 대한
학습, 개인의 생활에 대한 성찰과 정체성의 탐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거니즘 실천을 유지하는 동기로는 친구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
와 능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기술,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제공하
는 문화적인 도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Foer(2010)는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 복지, 환경, 경제적 관점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가 식용으로 동물을 기르는 방법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으며, 음식에 대한 이야기
는 인간의 역사와 가치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항상 동물
을 먹어왔던 인류의 역사에 따라 현대인이 동물을 먹는 것에 관련해 발
달시킨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본질적으로 그는 공장식 축산업의
해로움은 동물을 먹는 미각적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비거니즘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Marcus(2000)는 그의 저서에서 심장 전문의, 영양학자, 인구 분석 전
문가, 농장 보호구역 설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육식과
채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동물을 먹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환
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공유하는 동물들의 존재에 미치는 해로움에
대한 정보와 연구들을 종합하였으며,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지구 환경의
생존을 위해서 비거니즘을 실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비건
생활은 개인에게 있어, 본인과 본인 주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실천 동
- 8 -

기의 중심이 된다고 하였으며,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삶은 건강한 식습관
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며 지능적인 생활이라고 설명하였다.
Rozin P. 외(1997)는 개인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육류 섭취에
대한 실천 동기와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인식과 감정의 작용에 대한 9단
계 척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그림 1).

<그림 1>
Rozin, P 외(1997)의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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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는 개인이 육류 섭취를 포기하고 채식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
을 탐구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동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을 하는 이유나 동기로 건강상의 이유를 드는
한편, 일부는 도덕성과 윤리적인 이유로 육류를 피한다고 하였다. 연구자
들은 이를 건강적 채식주의자와 윤리적 채식주의자로 구분하여 비교하였
다. 건강적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옳은 일”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적고,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소비하는 것에 덜 불
편함을 느끼며, 아마도 더 자주 고기를 소비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
했다. 또한, 연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육류를 기피하는 채식주의자를 ‘불
만족스러운 채식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은 육류를 기피함으로써 건강
상의 이익을 얻는다고 믿지만 항상 육류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과 싸우
고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이 부류는 강한 굶주림이나 생활상의 문제 등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류 섭취에 대한 욕구에 굴복하기 쉬우
며, 육류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추정하는 정보를 찾고 있는지도 모
른다고 한다. 한편, 윤리적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피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일”, 혹은 “옳은 일”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고기에 대한 유혹
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불어 채식주의자가 실천 동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강한 감정적
경험과 인지적인 경험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경험이라 함은 동물들이 잔인하게 도살되는 장면을 보는 것 등으로 인해
강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연구는 이를 교화의
작용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인지적인 경험이란 동물 권리에 대한 책을
읽거나 육류의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나타내는 수치를 살피는
것 등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단순히 육류
섭취에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고 기피하는 것은 점차 다른 동물성
식품(가금류, 어패류, 유제품, 알)의 섭취를 피하는 것으로 진행됨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생활에 전념하려는 동기 또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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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연구는 이렇게 확립된 동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명백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비건들이 비거니즘 실천을 시작하고 지속적
으로 유지하게 하는 주요 동기들은 크게 건강한 삶 추구,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 친환경적인 삶 추구, 윤리적인 삶 추구로 종합된다.
첫째, 비거니즘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채식 위
주의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련한다. 비건 식생활은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신속한 생산을 위해 호르몬과 항생제가 주사된
가축을 포함하지 않는다. 비건 식단은 1형, 2형 당뇨병을 완치 할 수 있
으며(Craig, 2009; Jenkins 외, 2003), 적절한 식단을 유지하였을 때 비건
식생활을 하는 임산부의 경우에도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무해하며 충분
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Philips, 2005).
비건 식단과 질병들의 연관성에 대해, Venderley & Campbell(2006)은
육류, 유제품의 섭취가 심장병, 당뇨병,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과 같은
질병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육류, 생선, 달걀, 그리고
모든 동물성 식품이 없는 식단을 먹는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의 발달을
피하거나 줄이거나 심지어 회복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2014
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하루 중 한 식사에 붉은 고
기를 포함한 식단은 폐경 전 유방암의 발병 확률이 22% 높아지며, 성인
기에 동일한 붉은 육류를 섭취할 시에도 유방암의 확률이 13%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결론지었다(Rezaianzadeh 외, 2018).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800여 건의 의학 연구를 평가하여
육류 섭취의 발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공육과
소, 양, 돼지 등 붉은 고기의 섭취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지었으며, 육류 섭취와 대장암 사이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가공육 섭취와
위암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모든 종류의 동물 섭취가 야기하는 발암
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Bouvard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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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식단은 단순히 육류의 결여뿐만 아니라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건강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다. 육류섭취자는 채식주의자보다 3배, 비건보
다 9배 더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적으로 비건은 고기를 먹는 사
람들보다 약 4kg에서 9kg가량 몸무게가 적게 나갔으며, 채식주의 식단
을 유지하는 이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 신진대사율이 약 16%
더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Montalcini 외, 2015; Fraser, G., & Haddad,
E., 2012). 더불어 ‘고기가 세계 평균의 3배 이상 소비되는 곳’인 미국은
건강관리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지만 미국인
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빨리 죽고 더 많은 질병을 앓고 있다고 분
석 된 바 있다(Alvaro, C., 2017). 이에, 비건 식생활은 동물성 식품을 섭
취하지 않는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육류가 야기하는 건강적 위험성으로
부터 자유로우며, 이는 비거니즘 실천 동기로 작용한다.
둘째, 비거니즘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동물 생명을 보호하는 삶
을 살 수 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 고통 받고 생명을 잃는 동물
들에 관련한다. 비건들은 동물의 종차별에 반대하며 반려동물에게 갖는
유대적 감정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확장시킬 것을 강조한다(Katz & McP
herson, 2020).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암컷 동물의 강제적 교배가 지
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비인도적인 환경에서의 사육과 잔혹한 도살
과정이 대량적으로 행해진다. 식품뿐만 아니라, 의류제작의 목적으로 연
간 5,000만 마리의 동물이 도살되고 있으며, 여우 퍼 코트 한 벌을 만들
기 위해 약 11마리에서 45마리의 여우가 살생되며, 밍크 코트를 위해서
최대 200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는다(배정원, 2016), 비거니즘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을 해치는 산업에 반대하여 동물의 고통과 목숨을 댓
가로 만들어진 제품의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동물의 희생에 직, 간접적으
로 기여하지 않고, 공장식 축산업의 성장과 유지에 기여 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태어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 비거니즘 실천은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는 공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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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구조가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반대함에 관련하다. 식품으로 만들
기 위해 동물을 생산하는 것은 많은 자원을 요구한다. 가축에게 먹일 작
물을 재배하고, 공장 농장에서의 오염을 청소하며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소고기 113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750L의 물이 필요하다(Mekonnen & Hoekstra, 2012). 더불어, 가축에게
먹이는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U.N.의 사막화 투쟁협약에 의하면 미국의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은 약
680kg에 이르는데, 이 중 136kg만이 빵, 시리얼 등 직접적으로 섭취되며
나머지 곡물은 개인이 섭취하는 육류의 생산에 사용된다(National Comp
liance Initiative: Preventing Animal Waste from Contaminating Surfac
e and Ground Water, n.d.). 한편, 비건에게 소모되는 농작물은 가축을
먹이는 데 이용되는 대신 사람에게 직접 소비되기 때문에 육류 섭취자
에 비해 거의 20배의 땅이 덜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는 엄청난 양의 오염
을 유발한다(Premack, 2016). 공장식 축산업은 다른 모든 산업 자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내는데, 축산업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화학 물질, 비료, 호르몬, 항생제는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인간
의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Mekonnen & Hoekstra, 2010). 축산업과 낙농
업을 위한 가축뿐만 아니라, 어업에서 야기하는 폐그물에 의한 오염과
멸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는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
킨다(Rossi 외, 2017).
비거니즘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
과 어업의 수요를 줄이고, 이러한 산업들의 이윤추구에 기여하지 않고자
한다. 동물권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는 자본
주의 소비사회에서, UN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세계를 구하
기 위해서는 비건 식단을 향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선언하며,
비거니즘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
한 바 있다(Hertwi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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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비거니즘을 실천함으로써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동기와 생태환경 보존의 동기는 주로 윤리적 실천 동기
와 연관된다. Fox & Ward(2008)는 18명의 채식주의자들을 상대로 그들
의 채식 생활에 대한 동기를 탐구했다. 응답자들은 주로 동물의 윤리적
인 대우와 본인의 건강을 위해 채식 생활을 시작하였고 유지한다고 하였
다. 더불어, 위 연구는 채식주의자가 됨에 있어 환경적인 가치가 주된 동
기가 되기는 했지만 채식주의자 개인들의 구체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행
동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위 연구는 이에 대해 채식주의자들이
그들의 식단과 생활을 유지함에 따라, 처음 채식을 시작한 계기와 지속
적으로 그 생활을 유지하는 동기가 확장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비건이 중요시 여기는 믿음과 실천 동기에 관련한 선행 연구로, Lars
son 외(2003)의 연구 또한 건강, 동물, 환경과 윤리적 동기가 모두 작용
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비거니즘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스웨덴의 청
소년을 상대로 실천동기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비건을 상
대로 진행한 심층 면접을 분석하여 잡식주의 식단에서 비거니즘을 실천
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단계로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거니즘 실천 동기는 윤리, 건강, 육류에 대한 혐오감, 채식주의 음식에
대한 선호 등 비건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가족, 학교, 언론, 음악이 이에 영향을 주었다.
유사하게, Moreira & Acevedo(2015)는 비거니즘 동기와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건들은 윤리와 정의에 대한
추구와 동물생명의 존중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도 비거니즘에
동참하기를 장려함을 발견했다. 더불어, 비건들은 비합리적이며 과소비를
조장하려는 언론들이 동물, 환경, 인권을 고려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이라
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동물성 제품의 소비는 퇴행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기적인 행동이라
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비건들은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위
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건들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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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가족들의 압력, 또래 집단에서의 압박감, 농담, 장난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 고립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생
활방식에 적합한 제품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비
건들은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소비자 문화를
부정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거니즘 실천
동기는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비거니즘 실천 동기
실천 동기
건강한 삶 추구

내용
Ÿ

비거니즘 채식 위주 식단은 건강에 해로운 동물성 식품의
섭취로부터 자유롭다.

Ÿ

비거니즘은 생활 모든 영역에서 동물성 제품 사용을 기피
함으로써,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동물의 죽음에 기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Ÿ

비거니즘은 공장식 축산업과 낙농업, 어업에 따른 생태환
경의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Ÿ

비거니즘 실천을 통해 동물과 인간을 착취하지 않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등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

친환경적인 삶 추구
윤리적인 삶 추구

제 2 절 비건 패션에 대한 일반적 고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패션
과 섬유제품에서도 건강 및 기능성 소재 뿐 아니라 다양한 비건 제품들
이 생산 보급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이 주요 사회 쟁점으로 떠오름
과 맞물려 섬유 산업과 패션 업체들은 의류 제품 생산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더욱 고려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써 비건 패션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비거니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환경, 인류, 윤리, 동물과
더불어 방대하고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어느 범주까
지를 비거니즘 실천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
고 있다. 더불어, 비건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 패션의 영역들 간의
명확한 구분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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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재정의 되고 있다(Cervellon 외, 2010). 비거니즘을 패션분야와 관
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비건 패션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비건 의
복과 비건 의생활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표적인 비건 단체들이 비건 패션으로
소개하는 브랜드와 제품들을 살피어 비건 패션을 실증적인 고찰을 추가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비건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
다. 구체적으로, 패션 산업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비건 패션의 범주와
영역들을 보고자 한다.

1. 비건 패션의 개념
비건 패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주요 비건 단체들이 마련한 비
건 패션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PETA’, ‘생추어리 농장’과 같은 비
건 단체들은 긴 역사를 가지며, 창립 이래 끊임없이 각종 환경운동과 환
경 관련 법안 마련에 기여하는 등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들이며
(PETA’s Milestones for Animals, n.d.), 비거니즘 가치관과 더불어 라이
프스타일을 전파하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비건 생활에 대
한 정확 정보를 제공하고자 비건 패션 브랜드 제품의 소재, 생산 과정,
공정거래 등의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브랜드나 디자이너들의 비건
여부와 브랜드 정체성들을 살피어 비건 패션 브랜드의 리스트를 마련하
였다. 이에 비건 단체들의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는 검증된 신뢰도를 갖
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정의하는 비건 패션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고찰로 사료된다.
비건 단체 ‘생추어리 농장’은 공장식 축산업 농장과 도살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들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비거니즘 일상의 유용한 정보로써
다양한 비건 패션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Vegan Fashion
Shopping List 페이지를 마련하여 의류부터 액세서리 브랜드까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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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비건 패션 브랜드들을 인증하고 각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생추어리 농장’은 비건 패션을 동물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 된 옷과 액세서리로 구분한다(FAQ, n.d.). 동물에서 유래한
재료로는 털, 울, 가죽, 실크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면, 린넨, 삼베와
같은 식물성 소재를 동물 친화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폴리
에스테르와 레이온과 같은 합성 물질도 가죽, 양모, 실크에 대한 비건 대
체재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올바른 비건 패션의 소비를 위해 많은 인
기 있는 브랜드들이 비건 옷, 신발,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쇼핑할 때 태그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친환경 동물보호 단체 ‘PETA’는 비건 패션의 분류에 있어 비
건 인증마크를 마련하여 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증을 통과한 패션
브랜드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연구 진행 기준 1000개가 넘
는 브랜드가 비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PETA’는 의생
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삶을 동물로 만들어진 것을 소비하거나, 입
거나,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How
to wear vegan’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에 대
한 정보를 ‘무엇을 입는가’, ‘어디서 사는가’, ‘무엇을 피해야하는가’의 단
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다(그림 2).

<그림 2>
"How to wear vegan in 3 steps" by ‘P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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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비건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비건 패션을 식품
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비거니즘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생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에 비건 패션은 비거니즘을 실천하
며 만들어진 의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건 패션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동물을 해치지
않으며,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의류제품으로 정의되
고 있다. 또한 비건 의생활이란 의복과 관련한 생활의 모든 양상에서 동
물을 해치지 않으며, 친환경적 의식을 가지는 생활로 정의되고 있다.

2. 비건 패션에 대한 논의
최근의 사회 풍토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함께 위생적이며 안전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패션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키워드가 메가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섬유와 패션 디자인에서 생산, 판매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의 요소가 기대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패션 산업
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 섬유 개발과 생산, 제품 기획 단계
에서 윤리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대
중들은 Vogue, Elle, Vanity Fair와 같은 주요 패션 잡지에서 ‘친환경 스
타일’에 관한 수많은 기사와 커버들을 접한 바 있다. 2018년 Vogue
Australia는 비건 패션디자이너 Stella McCartney의 디자인을 입은 유명
배우이자 사회운동가 Emma Watson를 3월 호 커버에 실었으며, 친환경
패션에 대해 그녀와 인터뷰한 기사를 수록했다(그림 3). 이러한 메시지는
친환경 패션이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상업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Green Chic: At last, Top Celebrities Wake up to
the Plight of the Plane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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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ogue Australia, March 2018 Issue

비거니즘을 패션분야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비건 의복과 의
생활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최미화 & 여은아(2013)는 비건
패션 시장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들은 국내외를 대상으로
비건 패션 제품과 미용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건 패션 브랜드들은 친환경과 재활용 등 소재, 성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비건 패션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더불어, 미용 제품
에 있어, 비건 제품들은 비건 공인 인증마크를 패키지에 제시하는 추세
가 나타났다. 더불어, 비건 미용 제품들은 천연성 재료의 사용 뿐만 아니
라, 제작과정에 있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프리(cruelty-free)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김남희 &
박선희(2018)는 재진행 되고 있는 비건 패션 브랜드의 현황과 그 전략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동물의 생명 존중뿐만 아니라 사
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성을 가지는 윤리적 패션으로써의 비건 패션
을 강조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던 동물성 소재에 대해 현재 다양한 대
안 비건 소재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안 소
재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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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니즘 행동의 동기는 패션 분야에 있어 비건 패션 제품의 구매 의
도와 소비에 대한 연구의 방향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여은아(2018)는 비
건 패션 제품의 구매 의도에 대한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고, 434명의 대학생들의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류와 가방, 신
발은 비건 패션 상품 범주로 가장 많이 구매되고 있었으며. 비건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은 태도, 주관적 규범, 윤리적 책임, 소비자의 윤
리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위 연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이 더 높은 주관적 규범과 보다 강한 윤
리적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비건 패션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더 강한 윤
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건 패션 제품의 구매의도가 더 크게 나
타남을 밝혔다.
유사한 연구로, 최서연(2019)은 비건 패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건 패션 소비를 하는 이유와 이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요인들을 알고
자 하였다. 그 결과 비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은 비거니즘을 트렌
드로 인식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소수자로서의 집단의식,
윤리적 소비의식, 패션 관여도를 도출하였으며 비건 패션을 소비하는 신
념을 강화하고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비건 패션 제품 소비를 통해 이들은
개인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낌을 밝혔다.

제 3 절 의생활의 단계
오늘날 의복의 사용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더위나
추위로부터의 신체보호 등 의복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고 내구성을 중
시하였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의복은 생산기술과 경제수준의 향상, 소비
가치관의 변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따라 구입 빈도와 이유, 사용 기
간, 사용 가치와 처분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Creekmore(1971)는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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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가치관 및 욕구와 관련하였는데, 개인의 의생활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선택 및 착용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신분 등을 반영한다. 이에 비건의 의생활에는 비거니즘 실천 동기
가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의생활의 영역을 구입 및 착용, 손질 및 세탁, 처분 및 폐
기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보는 것
은 의복의 수명주기를 전부 아우르는 범위에서 비거니즘 실천 사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의복 구입, 손질뿐만 아니
라 비건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구입한 의복의 처분에 대한 행동을 모
두 포함할 수 있다.

1. 구입 및 착용
의복의 구입 시 고려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의복에 대한 의사결정 중
가장 먼저 일어난다. 의복 구입은 신체의 보호나 안락함, 사회적 상황에
맞는 의복의 마련이나 자신을 표현하거나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전시하
기 위해서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의복의 구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임숙자(1992)는 구매행동
이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 사용, 처분하는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행동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의복구매행
동이란 의복구매에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임경
복(1991)은 의복구매행동을 의복구매에 있어 가시적인 신체적 행동과 정
신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금실(1992)은 의복구매행
동이란 소비자가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 등의 구매 동
기를 가지며, 필요로 하는 의류제품을 지각하고 제품을 평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매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의복을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의생활과 의복
사용주기의 시작점이 된다. 또한 의복은 날마다 사용되기 때문에 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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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제품이라 할 수 있어, 구입에 앞서 선택과 결정을 위한 정보탐
색에 에너지와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한다. 올바른 의복의 선
택은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의복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의복구
매는 그 사용빈도와 활용도가 높아 가치와 기간도 늘릴 수 있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고려하지 않은 의복 선택이나 충동구매 등 비합
리적인 의복구매는 그 활용도와 사용기한을 줄이게 된다. 의복의 구입
행동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의복을
이해하게 하여 새로운 의복을 구매할 때 고려하게 된다. 더불어, 이미 소
유하고 있는 의복 중에서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알게 되며 의복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의 의복을 쉽게 구
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기 위한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손쉽게 되었고, 대중매체의 발달과 그에 따른 정보전달에
의해 소비경향이 강조되면서 의복의 과다구매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강조
되며 의복의 합리적인 선택과 구입은 의생활의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2. 손질 및 세탁
의복의 손질 및 세탁은 의복위생과 의복정리 등에 대한 생활양상을 가
리킨다. 의복정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며 바람직
한 자기관리의 기초가 된다. 의복의 손질과 세탁은 의복구입 이후에 나
타나는 단계이며 의복의 선택과 착용에 더해서 사용에 있어 의복을 오랜
기간 착용함으로서 의복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 횟수를 높여 보유
의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이다(정미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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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손질과 관리에 의해 의복의 수명은 길어질 수 있으며, 의복의
수명연장은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이로움이 있다. 생활 속 구체적
인 의복 손질에 있어, 의복의 색이나 소재 종류에 따른 세탁 방법, 떨어
진 단추나 뜯어진 단 등을 간단한 바느질을 통해 수선하고 옷을 잘 정리
하여 보관하기 등을 실천할 수 있다.
세탁은 옷에 묻어 있는 오염을 제거하여 옷을 청결히 하고, 섬유를 손
상시키는 때를 제거함으로써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수명을 길게 해
준다. 의복에 불순물이 남아 있으면 해충의 영양분이 되고 섬유가 변질
되는 원인이 되므로 깨끗하게 세탁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배정숙
외, 2001). 의복을 세탁하기 전 먼저 의복의 소재나 색상에 따라 세탁물
을 분류할 수 있으며 세탁 전에 미리 뜯어진 곳을 수선하여 세탁 시 더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조영옥 외, 2011). 의복 소재와 형태, 오염 정
도에 따라 세탁방법과 온도 및 세제종류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전대
근 & 박선미, 2011).
세탁 세제는 분말, 액체, 표백제, 섬유유연제, 비누, 등 그 종류가 다양
한데, 세제가 세척작용을 하는 주요 성분인 계면활성제와 이외의 보조성
분들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탁시에는 친환경 마크
가 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한성희, 2009) 세탁물의
품질표시의 세탁방법에 따라 세탁기와 손빨래, 드라이클리닝 등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량도 서로 다르므로, 의복의 품질표시란과 세제의 포장 용
기에 기입된 사용방법에 따라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세
제의 양을 늘리면 세척성이 향상되지만, 일정 농도 수준을 넘으면 세척
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헹구는 과정에서 물과 전기를 낭비하게 되
므로 비경제적이며 환경부하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세제의 표준사용
량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Choi &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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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및 폐기
처분과 폐기 행동은 제품 사용 후 처리하는 행동이나 제품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의 이후 처리하는 단계와 관련이 있다. 의복의 처
분은 의류제품의 구입, 착용, 손질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 단
계이며 실제로 착용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쓰레기 등으로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성수광, 1997). 의복은 다양한 이유로 수명이 다하게 되는데, 의복
의 수명주기는 근본적으로 의복 자체의 내구성이나 의복의 제조자가 아
닌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 된다(김인혜, 2018). 특히 현대사회는 생활수준
이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사장되는 옷과 액세서리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의류제품은 개인이 보
이고 싶은 특정 이미지나 개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과시의 도구로
쓰이면서(Lee 외, 2013),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사용으로 수명이 다해
내구성이나 기능성의 문제로 처분되기보다는 착용자가 싫증이 나거나 본
인의 생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차가영 & 김문
영, 2014).
의류제품의 처분은 다른 생활쓰레기에 비해 비교적 쉽다. 의복은 헌
옷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의복 처분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Birtwistle
& Moore, 2007). 따라서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
소한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지 않는 의복과 폐
기될 의복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처분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중
요하다. 제품의 사용수명을 연장하여 폐기 전까지 제품의 최대 가치와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수리하거나 재
사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환경영향을 개선할 수 있다
(Norris, 2012).
Veverka(1974)는 의복의 처분을 소비자들이 의복의 소유를 포기할 때
영구적으로 폐기된다고 정의하였으며 폐기의 방법으로 버림, 양도, 교환,
판매 등을 제시하였다. Jacoby 외 (1977)는 의복 처분 행동을 일시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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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방법과 영구적 처분 방법, 재활용 처분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일시적
처분 방법은 대여나 임대 등을 통한 방법이며, 영구적 처분 방법은 폐기,
나눔, 교환, 판매를 통한 방법이다. 또한, 재활용 처분 방법은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
보전 효과가 있다.
한편, Harrell & McConocha(1992)는 처분행동을 이타주의적, 경제적,
비이타주의적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이타주의적 처분행동이란 제품을 기
부하거나 남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처분행동은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비이
타주의적 처분행동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지만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이들은 비이타주의적인 처분행동은 개인적인 차
원에서 시간과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쓰레기를 증가
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는 처분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연구는 처분을 행동으로 정의하여 단순폐기와 재활용으로 분류한 다
른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처분행동에 경제적, 이타주의적 가치관을 접목
하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생활 모든 영역에서 윤리성과 친환경성, 동물
보호성을 고려하는 비거니즘 실천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처분
시 의복의 재활용 및 재사용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며, 비건 본인의 생활 속 소
유한 물질과의 관계성까지 확장시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라
할 수 있다.

- 25 -

제 3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구체적
인 연구 방법과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선택
이 연구의 진행과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참여자를 선
정하기 위해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을 함께 활용하는 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s research)을 사용한다.

제 1 절.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1. 연구 설계 및 흐름
본 연구에 혼합연구방법이 적합다고 판단한 것은, 비거니즘 생활 방식
에 관한 유사 선행 연구들의 연구 방법에서 비롯하였다. 먼저, Larsson
외(2003)는 스웨덴의 청소년 비건들을 대상으로 비거니즘 실천 동기와
비건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향 과정을 연구하였다. 위 연구는 비거니즘을
6개월 이상 실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는 30명의
비건을 상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나
는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의 질적연구방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비
거니즘과 저항적 소비의 관계를 가치관, 동기, 감정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를 진행한 Moreira & Acevedo(2015)는 브라질의 지역 비건 행사에
서 현장연구를 실시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여성 6명, 남성 4명의 총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반개방형 질문지
를 통해 심층 면접법을 활용하여 2차에 걸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에 앞서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지속적
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선정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먼저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목적적 표집방법과 판단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참
여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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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태로 객관적인 검사 단계를 거침으로써 연구문
제에 대한 깊고 풍부한 이해를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는 참 또는 거짓 문항이나 리커트 척도 등 제한된 선택 사항
으로 구성된 객관적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다(박승민, 2012). 이러
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구조화하는 것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시험자의
주관적 편견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 객관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에 있어 유용하다. 본 연구에 있어,
연구목적과 주제에 가장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질적 연구 심층 면접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가장 합리적
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양적 연구 단계에서 비거니즘에 대한 태
도와 실천동기로 작용하는 영역들을 측정하여 질적 연구 참여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의 활동, 생활, 경험 등을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현
상에 대해 빈도와 수치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양적 연구
와 달리, 질적 연구는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의미 있는 상징
의 발견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Mayer, 2
015). 질적 연구 자료수집의 한 방법인 심층 면접은 흔히 인터뷰로 알려
져 있으며 목적을 가진 연구자와 대상자의 대화를 의미한다. 면접의 질
문은 참여자들로부터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유형의 질
문을 사용해야한다. 면접 질문은 도입 질문, 후속 질문, 엄밀한 조사 질
문, 상술 질문, 직간접적 질문, 구조적 질문, 해석적 질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연하게 면접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Kvale, 1983). 심층 면접의 종류로는 면접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이 있다. 구조화 면접법은 연구자가
할 질문 내용과 형식, 개수가 정해져 있기에, 면접보다는 설문 조사에 가
깝다. 이에 따라 결론을 일반화 하기는 쉬우나 질적 연구로서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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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비구조화 면접법은 질문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아 탐색적인 연구에 적합하다. 한편, 비구조화 면접법은 인터뷰 진행자
의 재량에 따라 자료의 질이 결정됨으로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반구
조화 면접은 질문의 형식이 틀로서 정해져 있고 후속 질문은 응답자의
관점, 의견, 태도와 같은 사적인 내용을 면접의 흐름에 따라 연구자의 재
량에 맡기는 면접을 의미한다. 이는 비교적 개방적인 질문의 지침 형식
에 따라 응답자의 자유로운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Flick, 201
8).
심층 면접법은 의생활의 구입, 손질, 처분 단계에 있어 비거니즘이 실
천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생활
환경과 의복행동을 가진 비건 개개인이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데 적
합한 연구 방법으로 사료된다. 위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한 전체적인 연
구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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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모집
현상학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은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에 부합하
는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자료 수집 대상은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판단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에 기반 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이들을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세계의 비건들이 모
여 집단을 형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이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국적에 관계없이 비거니즘 의생활을 1년 이상 실천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연구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자
발적으로 서명한 사람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현재는 실천하
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1년 이상 실천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포함하였
다. 비거니즘 실천의 다양한 영역 중 의생활과 더불어 식생활, 주생활 등
에서도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은 포함하지만, 다른 영역은 실천
하되 의생활에서 비건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의생
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만을 살피고자 함에 있다. 또한, 최소 1년 이상
실천한 성인으로 제한함은, 비거니즘을 오래 지속하여 생활 습관이 고착
되었으며 본인만의 생활 속 지혜나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행동에서도 더
욱 큰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함에 있
다. 더불어, 참여자를 국적에 관계없이 구함은, 비거니즘이 현재 사회적
다수가 아닌 바, 한국만으로는 충분한 사례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건들만의 의생활을 알고자하는 것이 아니
며 다른 기후와 유행을 가진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비건들의 의생
활까지 종합하여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모집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온라인 설문
- 29 -

과 반구조화설문지에 따른 심층 면접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해외에 거주
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영어
로 번역하여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대상자 모집에 있어, 양적 연구 단계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완료한 이들 중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이들을 모집하였다. 이는
의생활에서 비거니즘 실천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선정
하기 위함이었다. 양적 연구 결과의 분석 후 평균 점수 이상을 보인 이
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그 중 자발적으로 심층 면접에 동
의를 표시한 15명을 모집하였다.

제 2 절. 양적연구 방법 및 절차
1. 양적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시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연
구를 수행하였다(승인번호 IRB No. 2004/002-006). 자료 수집 기간은 20
20년 3월에서 6월 까지였다. 모집 방법에 있어, 비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일부는 직접적인 연락을 취해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설명을 제공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첨부하
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하였고, 설문조사 참여 전에 연구자로부터 연구문제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으며 동의문항에 확인의사를 표시해야만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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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문항의 구성
설문조사의 문항은 비거니즘 실천 동기와 감정적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평균 점수를 분석하여 질적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의 질문지 구성은 Rozin P. 외(1997)가 채식주의자
들을 대상으로 육류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취하는 태도와 실천
동기의 작용을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참조하여 질문지가 현대 사회의 생활과 관점에 적합하
고 식생활이 아닌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은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질문지로 구성하였
다. 설문지는 문항에 앞서 예비 질문으로 간단한 인적 사항과 인구 통계
학적 정보를 물었고, 도입 질문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한 기간에 대해 질
문하였다. 설문조사의 주 질문들은 실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들
을 동물보호적인 삶의 추구, 윤리적인 삶의 추구, 건강한 삶의 추구, 친
환경적인 삶의 추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실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을 비건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선별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아니다’, 2점=‘대체로 아니다’, 3점=‘모르겠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그렇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비거니즘 의생활 실천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비거니즘 실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설문조사 질문지의 문항은 <표 2>,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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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온라인 설문조사 국문 문항의 구성
아
니
다

대
체
로
아
니
다

모
르
겠
다

대
체
로
그
렇
다

그
렇
다

1. 비거니즘은 동물이 고통 받는 것을 줄인다.

1

2

3

4

5

2. 비거니즘은 동물의 생명을 살린다.

1

2

3

4

5

3. 동물을 해치는 것은 내 믿음에 어긋난다.

1

2

3

4

5

4. 나는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5. 동물을 의류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1

2

3

4

5

6. 동물성 의류제품은 식물성 의류제품보다 피부에 나쁘다.

1

2

3

4

5

7. 동물성 의류제품은 피부에 해롭다.

1

2

3

4

5

8. 의류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1

2

3

4

5

9. 동물성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경에 해롭다.

1

2

3

4

5

10. 동물성 의류제품의 소비는 환경에 해롭다.

1

2

3

4

5

11. 나는 주변인들에게 비거니즘 생활을 권유하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비건으로 사는 것이 좋다.

1

2

3

4

5

질문 12문항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
윤리적인 삶
추구
건강한 삶
추구
친환경적인
삶 추구
비건 생활에
대한 만족감

<표 3> 온라인 설문조사 영문 문항의 구성
Disag
ree

Some
what
disag
ree

I
don't
know

Some
what
agree

Agre
e

1. Veganism reduces the suffering
of animals.
2. Veganism saves animal lives.
3. It is against my belief to hurt
animals.
4. I feel responsible for protecting
animals and the environment.
5. Treating animals as clothes and
apparel is unethical.
6. Wearing animal-derived clothing
is bad for your skin than
plant-derived clothing.
7. Wearing animal-derived clothing
is harmful to your skin.
8. Growing animals to make clothes
is a waste of resources.
9. Producing animal-derived
clothing products is harmful to
the environment.
10. Consumption of animal-derived
clothing products is harmful to
the environment.
11. I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ies to try being a vegan.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2. I enjoy being a vegan.

1

2

3

4

5

12 questions
Pursuing
protection
of animals

Pursuing
ethical life

Pursuing
healthy life

Pursuing
eco-friendly
life

Satisfaction
towards
vegan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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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적 연구참여자의 특성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자료로 50부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국적은 한국인 26명(52%), 미국인 22명(44%), 영국
인 1명(2%), 호주인 1명(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41명(82%), 남성 7명(14%), 논바이너리 2명(4%)으로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은 10대가 3명(6%), 20대가 41명(82%), 30대
가 6명(12%)으로 20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0명(20%), 대학교 졸업이 37명(74%)으로 가장 많았고, 대
학원 석사 졸업이 3명(6%)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은 학생이 19명(38.%)으
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3명(26%), 이어서 일반 전문직 12명(24%), 사
무직 6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비거니즘을 실천한 기간에 대해서는,
1-2년 21명(42%)와 3-5년 21명(42%)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6-10년이 6
명(12%), 11년 이상이 2명(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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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 분석결과
항목

국적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비거니즘
실천 기간

세부 범주

빈도(N)

백분율(%)

한국인

26

52

미국인

22

44

영국인

1

2

호주인

1

2

여성

41

82

남성

7

14

논바이너리

2

4

10대

3

6

20대

41

82

30대

6

12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

20

대학교 졸업

37

74

대학원 석사 졸업

3

6

학생

19

38

기타

13

26

전문직

12

24

사무직

6

12

1-2년

21

24

3-5년

21

24

6-10년

6

12

11년 이상

2

4

N=50

4. 양적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25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설문조사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속성들의 결합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Cronbach’s ɑ)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척
도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
석 내용은 질적 연구 참여자와 면접을 통한 양적 자료 결과와 함께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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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질적자료 연구 방법 및 절차
1. 질적자료 수집
질적자료 수집은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
다. 참여 대상자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평균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이들
중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연락처를 제공한 대상자로 모집되었
다. 심층 면접에는 한국인 9명, 미국인 5명, 호주인 1명, 총 15명이 참여
하였다. 모든 면접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비언어적인 단어 및 문장은 연구자가 별도로 메모하였다.
심층 면접은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와 사
전 약속을 통해 희망하는 시간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 세계의 비건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면접 장소에 있어서 한국에 거주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자택, 카페, 연구
참여자의 직장, 연구자의 연구실 등 참여자와 사전에 협의한 편안한 장
소에서 직접 만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직접 만남
이 어려울 시 ‘Skype’,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화상통화로 진행하였다.
해외에 거주한 참여자의 경우 또한 직접 만나 면접을 진행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어 온라인 화상통화를 통해 면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1대1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횟수는 연구참여자 당 총 1회, 면접시간은 약
1시간-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한국인 참여자와의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외국인 참여자와의
면담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면담 참여자에
게 익명성과 개인 정보 이용과 보호, 사례금 지급, 연구 참여 철회 가능
함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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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면접 반 구조화 문항의 구성
연구 질문은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누고, 예비 질문, 도입 질문,
주요 질문으로 나누었었다. 면담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질문 내용을 포함시켰다. 먼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을 물었고, 도입 질문으로 비거니즘에 대한 태
도와 실천 동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처음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된 계기와 현재 비거니즘 생활을 유지하는 동기를 물었다. 주
질문으로 비거니즘 의생활에 있어 가지는 태도와 인식을 물었다. 구체적
으로, 비거니즘에 따른 의생활에 대한 감정과 인식에 관련된 질문을 하
여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비거
니즘 의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의생활은 구입,
손질, 처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의복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본인
의 의생활에 대한 태도와 지속적으로 실천을 유지하는 동기를 물어보았
다. 면접 후, 구술 된 내용들을 요약하고 참여자가 더 이야기 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답변에서 새로
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고 종료하였다. 심층 면접의 단계
및 인터뷰의 흐름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심층 면접의 단계 및 인터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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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지 구성은 비거니즘 개념과 실천 동기, 의생활
의 영역과 행동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질문지의 형태는 반 구
조적으로 준비하되, 인터뷰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조절하였다. 심층 면접 반 구조화 질
문지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심층 면접의 반 구조화 국문 문항의 구성
항목

세부 질문내용

인구 통계

나이, 직업, 성별, 학력

비건으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

1. 비건 생활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2. 비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3. 어떤 생활 영역부터 비건 실천을 시작했습니까?
4.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거니즘 생활습관은 무엇입니까?
5. 비건이 되고나서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6. 비건이 되고나서 태도와 기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7. 앞으로도 비건 생활을 유지할 것입니까? 이유는?
8. 앞으로 어떤 비건 관련 실천을 하고 싶습니까?
9. 본인이 정의하는 비거니즘이란 무엇입니까?
10. 비거니즘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 비거니즘 실천에 있어 가장 좋은 부분과 힘든 부분은 무엇입
니까?
12. 비거니즘을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Inglehart, R.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91-1017.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
iversity Press.
Harrison, R., Newholm, T., & Shaw, D. (2005). The ethical consumer. Sage.
Larsson, C. L., Rönnlund, U., Johansson, G., & Dahlgren, L. (2003). Veganism as statu
s passage: The process of becoming a vegan among youths in Sweden. Appetit
e, 41(1), 61-67.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한 태도와 인식

1. 새로운 패션과 유행에 관심이 많습니까?
2. 의생활도 비거니즘을 따라야 진짜 비건이라고 생각합니까?
3. 동물성 제품을 착용한 사람을 볼 때 드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
엇입니까?
4. 본인이 생각하는 비건 의류 브랜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5. 본인이 생각하는 비건 의류 제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6. 좋아하는 비건 의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7.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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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및
착용

비거니즘
의생활
실천

1.
2.
3.
4.
5.
6.
7.
8.

주로 어떤 방식으로 비건 의류제품을 구입합니까?
비건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비건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드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입니까?
비건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입하는 옷들이 본인의 비거니즘 실천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비거니즘 실천을 위해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의류제품은 무엇
입니까?
비건이 된 후 구매하는 옷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까?
비건이 된 후 구매하는 옷의 수/빈도가 바뀌었습니까?

손질
및
세탁

1. 비건이 된 후 옷을 손질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2. 세탁에 관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비거니즘 행동이 있습니까?
3. 본인 의류제품의 관리가 비거니즘 실천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처분
및
폐기

1. 비건이 된 후 가지고 있던 논-비건 의류제품들을 어떻게 하였
습니까?
2. 버렸다면 그 이유는 / 버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3. 평소에 의류제품을 버리는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4. 비거니즘 실천 후 버리는 옷의 수/빈도가 바뀌었습니까?
5. 의류제품을 처분할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6. 의류제품을 처분할 때 취했던 방식들은 무엇입니까?

류은정. (1991).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조영옥, 정지윤, & 황연순.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의복보관과 관리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13(1), 100-106.
권현진. (2014). 싫증이 의복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표 6> 심층 면접의 반 구조화 영문 문항의 구성
Item

Detailed questions

Personal info

Age, occupation, gender, education
1.
2.
3.
4.
5.

Attitude towards life
as a vegan

How long have you been vegan?
Why did you go vegan in the first place?
What other areas do you practice veganism?
What is your current veganism practices?
What has changed in your lifestyle since you
became a vegan?
6. What has changed in your attitude and mood
since you became a vegan?
7. Will you remain a vegan in the future? Why?
8. What other vegan related practices would you
like to do in the future?
9. How would you describe veganism?
10. Why do you continue being a vegan?
11. What is the most rewarding part of being a
vegan, and what is the hardest part?
12. How would you explain veganism to those who
do not know what veganism is, or have
negative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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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lehart, R.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91-1017.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
iversity Press.
Harrison, R., Newholm, T., & Shaw, D. (2005). The ethical consumer. Sage.
Larsson, C. L., Rönnlund, U., Johansson, G., & Dahlgren, L. (2003). Veganism as statu
s passage: The process of becoming a vegan among youths in Sweden. Appetit
e, 41(1), 61-67.

Perspectives and
perceptions towards
veganism clothing

Purchasing
and
wearing

Veganism
clothing
practices
Caring
and
washing

Disposing
and
discarding

1. Are you interested in fashion trends and style?
2. Do you consider being vegan in fashion and
clothes makes you a true vegan?
3.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seeing someone
wearing animal-derived clothes such as leather
and fur?
4. How would you define vegan fashion brands?
5. How would you define vegan fashion products?
6. Do you have any vegan fashion brands you like?
7. Why do you like those brands?
1. How do you usually purchase vegan fashion
products?
2. What are the selection criteria when purchasing
vegan clothing?
3. How do you feel when buying vegan fashion
products?
4. Can you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of paying
extra to buy vegan clothing?
5. How do the clothes you buy fit to your veganism
lifestyle?
6. What are the clothes you no longer purchase for
veganism?
7. Has your personal style changed after you
became vegan?
8. Did the number of clothes you buy/how often
you buy changed after you became vegan?
1. Did becoming a vegan changed how you take
care of your clothes?
2. Are there any laundry related vegan practices
you implemented?
3. How does your behavior towards your clothes
related to veganism?
1. What did you do with the non-vegan clothes
after you became vegan?
2. If you did/didn’t dispose it, why/why not?
3. Why do you usually throw away your clothes?
4. Did the number of clothes you throw away/how
often you throw away changed after you became
vegan?
5. How do you feel when you throw away clothes?
6. How do you usually throw away your clothes?

류은정. (1991).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조영옥, 정지윤, & 황연순.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의복보관과 관리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13(1), 100-106.
권현진. (2014). 싫증이 의복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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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 연구참여자의 특성
심층 면접의 대상자의 선정은 양적 연구 단계에서 비거니즘에 대한 태
도를 측정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항목들의 평균 점수에서 2.5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참여자 중 자발적으
로 심층 면접 참여에 동의한 이들을 선정하였다. 총 15명의 면접 대상자
를 모집하였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7).
<표 7> 면접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No

정보

가명*

성별

나이

국적

비거니즘
실천 기간

1

A

남

23

한국

7년

2

B

여

26

한국

4년

3

C

여

26

한국

2년

4

D

논바이너리

30

한국

5년

5

E

여

20

한국

3년

6

F

여

24

미국

2년

7

G

여

23

미국

3년

8

H

여

24

미국

7년

9

I

여

24

호주

3년

10

J

여

24

한국

3년

11

K

남

25

미국

2년

12

L

여

27

미국

5년

13

M

여

25

한국

1년

14

N

여

30

한국

2년

15

O

여

27

한국

3년

*모든 응답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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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적자료 분석
질적 연구 단계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에 있어, 심층 면접 녹취록을
객관적 검사 단계에서 습득한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 이를 범주화하였다.
녹취된 면담 자료는 자료의 신뢰성 확립을 위해 구술에 사용된 언어 그
대로 필사하여 분석하였다. 녹취록의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필사한 내용
을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적으로 이해하였고 주요 개념을 필
사본에 표시하며 단어를 단위로 읽고 코드화 하였다. 더불어 코드 간에
공통점이 있는 경우 하위범주로 묶고 그 의미와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
에 따라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다시 범주를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대범주로 추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
로 읽으면서 도출된 주제를 합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주의 명칭과
추상성의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렇게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범주로 분리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범주를 생성하였으며, 양적 연구
에서 얻은 자료와 유사점과 대조점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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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
이 장에서는 비거니즘 실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았다. 결과 정리의 흐름에 있어, 1절에서는 비거니즘에 대한 실천 동기와
태도를 고찰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 단계에서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였
다. 양적 자료는 비건들이 본인의 비거니즘 생활에 대해 실천 동기로 느
끼는 영역들과 이에 대한 감정적 작용을 측정한 자료이다. 이후, 질적 연
구 단계에서 비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비건들이 본인의 생활에 가지는
실천 동기와 태도에 있어 어느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고찰하였
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의생활에서 나타나는 비거니즘 실천 사항에 대
한 응답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생활의 영역을 구입, 손질, 처분의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단계에서 비거니즘 실천이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한 실천 동기와 태도
1.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한 태도
본 소절에서는 수집된 양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또한, 양적 연구에 참여한 비건들의 일반적 특성과 비거
니즘 실천동기 중 주요로 나타나는 영역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PSS 25.0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분석을 실
시하였고, 설문조사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했
다. 신뢰성은 척도 간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
였고, 참여자의 비거니즘 실천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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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비건들이 비거니즘 실천에 있어서 가지는 태도
를 5개의 영역으로 총 12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함에 있어 비건들이 가장 주요로 취하는 태도의 영역을
알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구성한 설문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 비거니즘 생
활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요인 중 윤리적인 삶 추구가 평균점수 4.666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영역은 표준편차가 .499로 척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영역들에 비해 응답자들이 가장 일관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균점수는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4.640),
친환경적인 삶 추구(4.533), 비건 생활에 대한 만족감(3.910), 건강한 삶
추구(2.620)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문항 구성을 바탕으로 한
Rozin P. 외(1997)의 선행 연구에서 식생활에서 채식을 유지하는 이들에
게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영역의 순서가 건강한 삶 추구(43.7%), 친환경
적인 삶 추구(38.2%),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35%)으로 나타남과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영역 중 가장 높은 표준편차는 1.184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건강 영역에서 나타나 응답자들에 따라 가장 다양한 답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가지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22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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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설문조사 항목 평균과 표준 편차
영역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

윤리적인 삶
추구

건강한 삶
추구

친환경적인
삶 추구

비건 생활에
대한 만족감

문항 내용

문항
평균

비거니즘은 동물이 고통 받는 것을 줄인다.

4.76

비거니즘은 동물의 생명을 살린다.

4.52

동물을 해치는 것은 내 믿음에 어긋난다.

4.72

나는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4.66

동물을 의류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4.62

동물성 의류제품은 식물성 의류제품보다 피부에 나쁘다.

2.64

동물성 의류제품은 피부에 해롭다.

2.60

의류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4.28

동물성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경에 해롭다.

4.64

동물성 의류제품의 소비는 환경에 해롭다.

4.68

나는 주변인들에게 비거니즘 생활을 권유하는 편이다.

3.46

나는 비건으로 사는 것이 좋다.

4.36

평균
점수

표준
편차

4.640

.700

4.666

.499

2.620

1.184

4.533

.683

3.910

1.072

또한, 비거니즘 생활에 대한 태도가 비거니즘을 실천한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SPSS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11년 이상 비거니즘을 실천한 이들은 응답자 총 50명 중 2명으로 적합한
비교군이 되지 못함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48명의 응답을 분석하
였다. 각 영역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이하 비거니
즘을 실천한 이들은 생명중시적인 삶 추구 영역의 평균 점수가 4.595점
으로 다른 실천 동기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3년 이상
실천한 이들은 윤리적인 삶 추구 영역이 4.8점 이상으로 다른 영역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처음 비거니즘을 시작한 계기와 관계없이 비
거니즘을 실천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윤리적 태도와 동기가 강화되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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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감정에 있어, 비거니즘을 1-2년의 기간 동안 실
천한 이들은 비건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309점으로 나타났고, 비거니즘
을 3-5년 동안 실천한 이들은 만족감 4.428점을 보였으며, 비거니즘을
6-10년 기간 실천한 이들은 비건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4.500점을 보였
다. 이는 비거니즘을 오래 실천할수록 본인 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점
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표 9).
<표 9> 비거니즘 실천 기간에 따른 항목 평균
비거니즘 실천 기간
1-2년

3-5년

6-10년

생명중시적인 삶 추구

4.595

4.738

4.833

윤리적인 삶 추구

4.444

4.873

4.833

건강한 삶 추구

2.142

3.190

2.416

친환경적인 삶 추구

4.301

4.793

4.444

비건 생활에 대한 만족감

3.309

4.428

4.500

실천동기 평균 점수

요인추출방법: 일원배치 분산분석

2. 비거니즘 의생활에 대한 실천 동기
본 연구는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이 실천되는 양상들과 실천 동기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식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비거니
즘 실천 동기는 건강한 삶 추구, 동물보호적인 삶 추구, 친환경적인 삶
추구, 윤리적 삶 추구로 나누어짐을 고찰하였다. 이전 소절에서는 양적
연구 단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비거니즘 의생활의 영역에서 비건들이
취하는 태도와 그들의 실천 동기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소절에서는 질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 총 15명의 비건들과 심
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응답을 통해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 양상
과 실천 동기를 구분하였다. 응답들을 토대로 비거니즘 실천 동기를 동
물보호적 실천 동기, 건강적 실천 동기, 친환경적 실천 동기, 윤리적 실
천 동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비거니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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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들과 유사한 양상이다. 선행 연구들은 식생활에서의 영역에서 동기
를 파악한 결과 건강적 실천 동기가 가장 주요로 나타남에 비해, 본 연
구에서는 식생활 뿐만 아니라 의생활의 영역에서의 실천 동기를 탐구하
여 건강적 실천 동기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거니즘 실천에 대해 서로 다른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건들은 비거니즘 실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생활을 유지하는 동기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비건들은 비거니즘에 대한 생활 양식은 대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상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그들에게 작용
하는 주요 동기에 따라 다른 인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거니즘에 대한 실천 동기와 본인의 생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함
에 있어 주로 철학, 사상, 본인의 신념을 언급하였으며 삶의 방식으로 설
명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도살되는 동물을 보거나,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오염 실태 관련 다큐멘터리나 책을 접한 이들, 육류 섭취가 건강
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접하고 비거니즘 실천을 시작한 이들은 비거니
즘 실천을 결심한 계기와 동기는 모두 다르지만 이러한 진실과 모두 공
통적으로 진실과 마주하고 깨어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거니즘 생활로 우회할 것이라고 하였다.
1) 동물보호적 실천 동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요 비거니즘 실천 동기로 동물보호적 동
기를 언급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비거니즘을 접했고, 그 비건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도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동물보호의 가치를 주요 실천 동기였다고 응답하
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처음 비거니즘을 실천을 결심한 동기가 비거니즘
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 지구상의 동물에게 얼마나 고통을 가져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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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고 더 이상 그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참여자들이 비거니즘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였지만,
모두 기존 본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인식이 작용한 것
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개고기 옹호자들과 키보드 배틀을 뜨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소, 닭, 돼
지도 먹지 말지 왜 개만 그러냐'하는 말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 부터 의
식을 하게 되었고, 그 때 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비거니즘 5년, 30세, D)
평소에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있었는데, 페미니즘 이슈라던가, 사회 이슈에서 비거
니즘을 얘기하는 한 에세이를 접했어요. 그걸 보고 동물권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책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을 찾아보게 되었고, 완벽하지 않아도 실천을
해봐야겠다고 시작했어요.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비질이라고, 도축장에 가거나, 수산시장에 가서 동물이 어떻게 다뤄지나 보고
오는 건데요, 보고나면 정말 충격적이고, 한번 가면 비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
는 거에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I came across the organization PETA and a lot of their videos, and I saw
loads of undercover footage of pretty traumatic things happening to animals.
And I thought ‘This is horrible’. I always knew this was going on, but it really
showed me that how horrible animal agriculture and fashion industry was,
and decided I didn’t want to be part of this anymore, didn’t want to contribute
to, and went straight from meat lover to vegan overnight.
(비거니즘 3년 차, 24세, I)
For animal rights reasons. I saw videos of the way animals are treated in
factory farms and I just wasn't comfortable supporting that I realized my
actions weren't aligning with I feel is wrong so I made the change overnight.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비거니즘을 처음 시작한 동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기에
있어, 응답자들은 본인의 지속적인 생활이 끊임없이 동물의 생명을 살리
고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거니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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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부여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는 감정적인 동기 또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는 비거니즘 생활을 시작 후 동물을 해치는 것
과 동물성 제품에 대한 불쾌감이 커졌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
기 위해 비거니즘을 유지할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부
는 이러한 같은 생활 습관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동물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행복
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기 위함
이 비거니즘 실천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내가 먹고 입는 것에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찝찝하거든요. 비거니
즘의 생활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게 이제는 이해가 안가요.
(비거니즘 3년 차, 27세, O)
그 동물 껍데기 벗기는 게 진짜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사서
껍데기 벗기는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기여하지
않아서 기쁘다.
(비거니즘 2년 차, 26세, C)
다큐 같은데서 나오는 동물을 보고 어 귀엽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옷은 그런 걸
입는다는 게 모순적으로 생각이 돼서...찝찝해요.
(비거니즘 4년 차, 26세, B)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에 있어 감정적인 동기가 작용한다는 결과
는 Amato & Partridge (1989)의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위 연구는 베
지테리언이 되기 전과 후에 동물성 제품에 대한 감정을 관찰하였다. 연
구자들은 베지테리언이 되는 것에 계기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동물성 식
품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은 12%에 불과하며, 오히려 육류에 대한 감
정적인 반응과 감정적인 불쾌감은 개인이 베지테리언이 되는 것의 계기
로 작용하기 보다는 베지테리언이 되고 나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베지테리언의 육류 기피는 단순히 개체 자체의 특성 때문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작용하는 불쾌감으로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위
연구는 이러한 감각적 동기부여는 단순히 기호와 선호에 대한 인지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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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인한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보다 윤리적인 작용에서 더욱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본 연구가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실천의 동기로 감정적 효과가 작용함을 발견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2) 건강적 실천 동기
비거니즘 실천은 많은 부분에서 식생활의 영역이 강조된다. 연구 참여
자들의 경우 일부는 비거니즘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비거니즘 실천을
결심하게 된 동기로 비거니즘 식생활의 건강적 이익을 들었다. 또한, 응
답자들은 처음 실천 동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실천을 시작한 생활 영역이
식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을 위해 식습관의 변화
가 필요함을 느꼈고, 비건 식단을 유지함에 따라 건강해지는 결과를 추
구하기 위해 비거니즘을 시작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들은 처음
비거니즘을 시작했던 계기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실천을 지속함
에 따라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건강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간 채식을 유지하려는 계기에서 건강
적, 친환경적, 동물적 이로움을 느끼고 비거니즘을 유지하게 된 동기가
확장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는 식습관에서 실천을 시작하여 비건이
아닌 베지테리언의 생활을 유지할 계획이었다가, 생활을 유지하며 비거
니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 결과 다른 생활영역으로 실천을
확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I decided to do it for a health reason. I wanted to stop eating greasy
college food, like pepperoni pizza and stuff like that, but then quickly became
more about the environment and animal welfare as I talk to other vegans and
vegetarians; which is what ultimately made me go vegan. Because I learned
more about how I could help the environment and help the animals. So I went
vegan.
(비거니즘 7년 차, 24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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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riginally went vegan for health reasons. I just wanted to eat more fruits
and vegetables... So I just wanted to try it like a one month challenge. For a
month I just liked the health benefits of it. And longer I was doing that,
I found myself, number one, thinking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 that
animal industry has, and also I just found myself becoming more empathetic
towards animals.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3) 친환경적 실천 동기
일부 응답자는 비건 생활을 통한 친환경적인 이익이 실천 동기가 되었
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 제시된 비거니즘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거니즘
이 지양하는 가축의 공장식 축산업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비롯되어, 이에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기 위해 비거니즘의 실
천을 시작한 사례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거니즘 생활의 시작 계기와 비거니즘
실천의 지속적인 유지 동기로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이로운 결과에 집중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다양한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
지게 되었는데, 비거니즘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비거니즘 실천을 결심했다고 응답했다.
I changed my major to be environmental study and when I did that, I
realized the immense impact animal agriculture has on planets, so originally it
was just for environmental reasons.
(비거니즘 3년 차, 23세, G)
환경에 문제가 되는걸 알고 있어요. 가죽 제품이랑 그런 걸 만들 때,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비거니즘 7년 차, 23세, A)

연구 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거니즘 실천을 통해 자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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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것에 관심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공장식 축산업이 환경
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였다. 응답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문제들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본인이 비거니즘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인류가 살아남고 싶다면, 종말을 겪고 싶지 않다면 비거니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 이번에도 covid-19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역병이라는 것은. 근데 인간이 계속 과
학의 힘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자연을 과학으로 계속 누르면서 자신들의 착취를 멈
추지 않는다면 파멸할 거라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5년 차, 30세, D)
지구는 많이 오염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장 앞에 서서 이렇게 실천하고 영향력을 끼
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나마 환경 오염이라던지 브레이크를 받지 않을까.
(비거니즘 1년 차, 27세, M)
환경 때문에 시작했는데, 저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성향에 맞는 생활인 것 같아요, 비
거니즘이. 예를 들면 의생활에 있어서도 미니멀을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많은 물건
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폐기를 해
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소비한다는 거는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거니즘 3년 차, 30세, N)
비거니즘 실천 이후로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내 행동 하나
하나 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로 확장된 것 같아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4) 윤리적 실천 동기
일부 참여자들은 본인이 실천하는 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로
비거니즘이 윤리적인 생활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동물,
환경, 사회에 있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비거니즘을 실
천해야 하는 동기로 작용함이 드러났다. 더불어, 비거니즘 실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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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생활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를 따라야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비거니즘은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이고, 방법이라
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생활이에요. 당위적인 행동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
어요.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당연한거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이에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Just from an ethical standpoint I feel like I couldn't allow myself to (not
be vegan). If you know what I know, if you educated yourself on what really
happens in the industry, and then you continue to support it, I think you're be
ing negligent.... So I feel morally good knowing that I still support it.
(비거니즘 3년 차, 23세, G)
전에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뭔가 지금
까지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난 세상에 태어나서 쓰레기만 만들다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지구와 세상을 위해서 조금은 하고 있구나라
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1년 차, 25세, M)

연구 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이라면 비거니즘 담론 외에
다른 사회 문제들과 윤리적인 생활에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응
답하였다. 그 이유로 연구 참여자들은 비거니즘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생명존중 사상과 윤리 사상, 연민 사상이 비거니즘 이외의 이슈들로 확
장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일부는 다른 현대 사회의 문제
들은 비거니즘과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은 관계가 있어요. 미디어에서 여성을 소비 하는 게 파편
화 되어 있잖아요. 부위별로 전시하거나, 아니면 호러틱하게 여성을 물화시키는
데, 그게 동물을 소비하는 거랑 비슷해요. 부위별로 소비하고, 동물 캐릭터나 귀
여운 동물 사진 같은 게 물화된 방식으로 소비하는 거잖아요.
(비거니즘 3년차, 20세, E)
I think because veganism at its core is a compassion movement, 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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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coming vegan you inherently just become a more compassionate person.
After seeing or being passionate about how the animals are treated, and
then you’ll be, 'oh, what about humans too?' There’s different ways to go
help promote this welfare movements, so I think that’s why.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동물권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생각
을 많이 하고 계시다가, 비인간 동물과 연결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확장 가
능성도 충분히 있고, 착취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서 일어나고, 차별과 혐오
도 관련이 있는데, 인간에 의한 착취와 차별도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
분인 것 같아요.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3. 종합적 논의
앞선 소절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로 나타난 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태도와 동기를 다루었다. 먼저 비건들이 본인의 의생활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행동과 감정적 작용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실천 동기를 동물보호적, 건강적, 친환경적, 윤리적 동기로 구분됨을 확
인하였다. 또한, 비거니즘의 실천 동기가 비건 개인당 하나로 제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각자 더 주요로 작용하는 동기
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Zur & Klöckner(2014)의 연구 결
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위 연구는 채식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동기를 밝
히기 위해 비건 식습관을 따르는 329명의 소비자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
했다. 그 결과, 비건들의 실천 동기는 동물 관련 동기, 건강과 관련된 동
기, 환경 관련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2단계 클러스터 분석
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 가지 이상의 동기를 언급함을 밝혔
다.
이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동기들이 별개가 아니며,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생
태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것은 곧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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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되며, 동물의 권리에 관심을 가짐은 곧 인간의 권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동기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적 실천 동기와 친환경적 실천 동기는 연관
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거니즘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
는 친환경적 이익은 곧 동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도움이 됨으로 동물적
동기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연관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거니즘 실천을 유지함에
따라 실천 동기가 확장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양상이다(Fox &
Ward, 2008).
결과적으로, 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태도와 동기는 윤리적 개념으로 함
축되어 설명될 수 있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비거니즘 실천의 동기로
비거니즘 담론 이외의 확장된 개념에서의 윤리적 실천 동기가 작용한다
는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비거니즘 실천 동기들에는 연민사상
이 중심이 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Marcus, 2000;
Cherry, 2015). 또한, 비거니즘 실천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식단에 관한
것이 아니며 윤리적인 삶의 방식이자 철학적 라이프스타일임을 밝힌
Mann(201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비거니즘에 대한 태도와 실천 동기로써 반복적으로 강조된 동물보호적
태도와 인류의 건강 증진, 친환경적 가치 등은 도덕적인 태도와 윤리적
실천 동기에서 반복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건들은 의
생활에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
는 실천 동기를 가짐에 있어, 비거니즘을 실천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삶 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삶이 윤리적인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와 실천 동기를 바탕으로, 의생활에 있어 비건들의
윤리적 태도와 실천 동기는 구체적인 실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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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거니즘 의생활 실천 행동
본 절은 심층 면접의 응답을 통해 의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인 비거니즘 실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생활의 영역은 구입 및 착용, 손
질 및 세탁, 처분 및 폐기의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는 비거니즘
실천 방법과 비거니즘 실천 이후 의생활 행동의 변화로 구분하여 정리되
었다.

1. 구입 및 착용
의복의 구입 및 착용은 의복 사용 주기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 비건
들은 비거니즘 실천에 있어 특정 제품의 기피와 선호가 극명하여, 의복
구입과 착용 행동이 어떻게 실천되며, 이는 비거니즘 생활과 어떤 연관
성을 가지는지 알고자 하였다.
1) 실천 방법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 행동을 살펴본 결과, 비건들은 의복의 구
입에 있어서 의복의 소재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어떤 제
품까지를 비거니즘에 적합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
의하고 있었다. 비건 의복의 소재에 있어 대부분의 비건들은 동물성 원
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다. 비건들은 소재에서
동물성이 결여된 것은 기본적인 충족 요건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더
불어 간접적으로 동물의 고통이 관여되었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탐색한다고 하였다.
친환경적인 것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동물성 재
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거니즘 4년 차, 26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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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이 관여되지 않은... 과정에서 동물이 꼈나 안 꼈나. 동
물로부터 나온 물질을 사용했나, 동물한테 실험을 했나.
(비거니즘 7년 차, 23세, A)

중고로 동물성 소재의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비거니즘 의생활에 부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여자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먼저 중고로 동물성 의복을 사는 것이 비거니즘 의생활에 적합한 실천
행위라는 축은, 이미 만들어진 의복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비거니즘 실천의 목적
은 생활에서 동물성을 100%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줄이
고 환경에 덜 해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중고 동물성
패션 제품은 직접적인 동물의 죽음에 기여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버려지
는 것 보다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비거니즘 실천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
각하였다. 더불어 모든 이들이 중고로 동물성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것
에 대해 갈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나은 비
거니즘 행동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완전 윤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동물성 제품을 사는 것보단 낫다고 생
각해요. 이미 소비되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동물 대상화가 계속되는 거니
까 그 이미지 자체는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이지는 않지만, 그
래도 논-비건들의 비거니즘 실천사항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I know I personally would choose not to, just because I think there's other
non-vegans that would choose to buy it, however I wouldn't judge another
vegan for doing it, because they're not creating a demand requiring
more animals to be killed, since it has already existed.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한편 중고 동물성 소재의 구입과 착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다시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일부는 비건이 아무리 직접적
인 기여는 없었더라도 동물성 소재의 의복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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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니즘 실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다른 이들은 중고
동물성 제품 구입의 결과적인 측면에 주목했는데, 비건이 중고 동물성
의복을 구입하거나 착용한다면 이는 중고라도 여전히 동물성 소재에 대
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 되며,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계속해서 새로운
동물성 의복이 생산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비건은 중고로 구입하였더라도 죽은 동물의 피부가 몸에 닿는 게 불쾌하
고 감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비건을 실천하려면 중고도 아예 안 입는 게 맞는거고, 동물성을 아예 안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역시 (동물성 제품이) 좋다. 이렇게 되니까. 중고로라도
산 게 니가 좋기 때문에 산거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사는 게 맞는 거 같
은데. 아예 내가 잘못했네,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중고로 산거면 내가 비거니즘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하지.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건이
아니라고 하던가.
(비거니즘 2년 차, 26세, C)
My personal view is that it does influence the environment. Because things like
real leather jackets are still in very high demand and they're very expensive,
so a lot of people go to thrift stores to buy leather jacket. So if I take that and
buy that, that makes one more person who's looking for a real leather jacket,
and that means that my action did, down the road and directly, contribute
to a new product being made.
(비거니즘 7년 차, 24세, H)
My parents have a couch at their house that's leather and I had them my
entire life, and when I first went vegan that grossed me out so bad. Once I
realized what it truly is, and the process of how it got there. So I only sat on
the floor, I wouldn’t sit on the couch and I couldn’t touch it... Yeah, I
just won’t sit on the couch because it was leather and it was so gross.
(비거니즘 3년 차, 23세, G)

더불어, 응답자 대부분은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나서 구입하는 패션 제
품의 양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며 절반 이상이 패션 제품은 새 상품을 구
입하지 않으며 중고 패션 제품만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중고 패션을
추구하는 참여자들 대부분은 새 패션 제품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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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 제품을 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는 새로이 생산된 패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
원을 낭비하고 새로운 쓰레기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거니즘 실천에 어긋나며, 특히 중고 패션 시장이 발달한 해외 거주 비건
들은 이를 비거니즘 실천에 걸맞은 소비행동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중고 제품을 엄청 많이 봐요. 중고로 엄청 많이 사서. 사기도 많이 사지만, 팔기도
팔고. 중고로 샀을 때 다시 쓴다는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인 면도 좋으니까.
(비거니즘 2년 차, 26세, C)
I usually thrift for my fashion. I think it's just overall better for the
environment. It's better for human rights also. And the amount of fashion waste
on the planet is harming the environment with animals. I think it’s all related.
(비거니즘 2년 차, 24세, F)
I don't buy new clothes. I usually go to thrift stores. There's a lot in the
area that I'm in. I primarily go to thrift stores, I'll trade clothes with friends,
I'll make them myself.
(비거니즘 7년 차, 24세, H)
I try not to shop online just ‘cause I know that also has an effect on our carbon
footprint. Thrifting is just good for the planet. You're not promoting fast
fashion brands, and you're not causing a demand for these animal
products to be used in fashion. And I know a lot of vegans do thrift, and a
lot of them started after they went vegan because they wanted to create more
compassionate and eco-conscious approach to every aspects.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건 제품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라도 완전
히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많은 비건 패션 브랜드들이 인간, 동물, 환경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윤리적 가치에 집중하는 브랜드만이 비거니즘 가치에
걸맞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대부분 이러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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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한 경험이 있었고 모든 참여자가 앞으
로도 더 지불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건 브랜드라고 하면, 비건 제품이 옵션이 아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격 때문에 동물성을 사용하지 않지만, 환경오염을 일으키
는 브랜드는 비건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물성을 배제하는 이유가 동물권
에 있다기 보다는 가격과 비건 고객층에 판매하기 위해서일 수 있기 때문에.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신상 나오면 다 사고 그러는 편이었는데, 요즘
은 신상 나오는 게 전부 동물성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 브랜드를 소
비를 안 하거든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Brands that doesn't exploit animals at any stage, including humans. It
would be disqualified if they use slave labor. Even if the t-shirt is hundred
percent cotton, if a child made it, no vegan would buy it. So, vegan brand is
where no one is being exploited, and everything was made with ethical
conscience.
(비거니즘 3년 차, 24세, I)

디자이너가 비건이어야 제품을 비건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체
참여자 중 두 명 만이 디자이너나 생산자 또한 비건이어야 한다고 하였
다. 이들은 그 이유로, 브랜드가 진정한 비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거니즘 가치를 잘 이해하는 이가 책임자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가치를 비건으로 타깃으로 해서 제품을 홍
보했는데 사실 비건이 아닌, 그런 삐끗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성분 자체는 비건
인데 동물 대상화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게 있어서 비건 지향인 사람이 비건 브랜
드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디자이너나 제작자가 비건이면 더할 나위 없죠. 근데 비건인데 논-비건을 만들
때도 있고.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씁쓸해질 때도 있어요. 사상적인 부
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가 어떤 사람이던 간에, 비거니즘은 운동
이기 때문에 비거니즘 가치에 기여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5년 차, 30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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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는 디자이너의 비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
낀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브랜드가 비거니즘 가치에 맞도록 실천한
다면 비건 브랜드라고 생각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디
자이너나 생산자 본인이 비건은 아니더라도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
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브랜
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충분히 비건 브랜드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응답
하였다.
Personally no. As long as the fashion they are creating is cruelty-free,
not exploiting other human beings, and not made from animal product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e message it sends creating this brand is
good for the planet, good for humans, good for people.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Mostly, I think about the product itself, and making sure that it's cruelty
free and did not harm the animals. As far as actual designer goes, that
would be ideal and that would be great, but I always think that's not
realistic even now with veganism growing, theres a lot of people who market
that or use that.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I don't think so. I mean, I think the clothing itself could be vegan, even if
the designer is not vegan. I wouldn't say that it's not vegan just because the
designer is not vegan, or the whole company is not vegan. If they have some
vegan products I would still consider the product vegan.
(비거니즘 2년 차, 24세, F)

이에 상반되는 경우로, 논-비건 브랜드가 만든 비건 의류제품을 구매
하는 것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논-비건 브랜드의
비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논비건 브랜드의 비건 제품은 동물, 환경, 인권 등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비거니즘이라고 생각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경우가 비거니즘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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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제품들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논-비건 브랜드에서 비건제품을 만드는 게
진정한 동물해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영역에서 쉽
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반감은 들지만, 옵션으로 존재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
각해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 선택권을 준다, 이런 건 오히려 비거
니즘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전 되게, 되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비건을 그냥.. 장사 수단으로 보는 거 같고,
안 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비거니즘 확산을 위해서는 해주는 게 맞나... 다른
비건들을 생각해서까지 내가 소비를 해야 하나 싶고, 개인적으로는 안사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이러한 시각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났다. 비건들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생산한 동물성 성분이 결여된
제품들을 엄밀히는 비건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비건 브랜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구입을 지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패스트 패션의 산업구조가 본인의 신념과
양심에 어긋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본인의 가치관에 비추어 패스트
패션이 야기하는 환경오염과 노동자의 착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
다. 이에 따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비거
니즘 신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비건 제품이더라도 패스
트 패션 브랜드가 생산한 것이라면 구입을 기피해야하고 경제적으로 가
능하다면 다른 윤리적인 제품을 구입해야한다고 하였다.
No I don't think we should. Fast fashion is it’s own can of beans, so just
because it’s cheap, it doesn’t mean it’s good for the planet, and the environment
and thus people and animals. If we are trashing the planet what's the point of
being vegan? Like, we’re just killing everyone. The best option is the most
ethical one if you can find it.
(비거니즘 3년 차, 23세, G)
While technically it is vegan, but it does promote the abuse of humans, which
humans are also animals. We have to look out for them as well. If you are
vegan for these ethical reasons that people claim to be, you shouldn’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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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industries that aren’t ethical and don’t align with your beliefs.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I do think they are technically vegan. But, they are not cruelty-free.
Because I've also learned a little bit about the fast fashion industry and how
it's not exploiting animals per say, but humans. The work conditions there and
all... I try to avoid fast fashion, that’s why I try to get most of my clothes
second hand.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패스트 패션의 비건 제품은 확장된 논의에서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패스트 패션의 가격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비건들이 각자 다 다
른 경제 상태일 텐데, 어떤 상황의 비건에게는 이 옷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런
패스트 패션 문제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한편 일부 응답자는 논-비건 브랜드의 비건 제품들의 구입에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현재 비건 패션 브랜드은 많지 않으며, 제품
또한 부족함을 우려하였다. 이에 비건들을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진 제품
들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어야 비거니즘이 확산되고 비건 제품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논-비건 브랜드가 비건 제품
을 제공하는 것은 비건 제품을 논-비건이 접근 가능케 하는 좋은 기회
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논-비건들이 비건 패션 브랜드에 관심을 가
지게 하는 것 보다 논-비건 브랜드의 비건 제품으로 동물성 의복을 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I choose to buy those products and show the demands. Vegans, we're all
humans and sometimes you are in a pinch. When you're in a situation and
you've got nothing with you, and it's there. It's nice to have the availability.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I think it’s good overall in that it provides an option that looks very similar to
what your friends are having. I think in practice, this is actually the
gateway for people to move from meat to more plant based.
(비거니즘 3년 차, 24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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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 제품의 착용은 그 방법에 있어 비건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비거니즘 실천 동기인 환경, 동물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동물 존중에 대
한 가치는 인간에게도 확장되어 고려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제품의 소재뿐만 아니라 생산과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제품의 전 과
정에서 비거니즘의 실천과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
었다. 착용 행동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은 인조 가죽이나 퍼와 같이 동물
성 제품과 유사하게 생긴 비건 패션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비거니즘 실
천에 부합할 수 있는지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을 보였다. 일부는 비건
레더와 비건 퍼 제품은 논-비건들이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기
존의 인조 동물성 제품의 내구성이나 외관에 대한 부족함을 극복하고 보
다 더 실제 동물성 제품과 비슷한 비건 제품들을 착용함으로써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 비거니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2년 전에 복슬복슬한 페이크 비건 퍼가 유행했을 때 대체제로 그런거를 입고 다
녔는데, 사람들이 다 제가 비건 지향인거 알고 있으니까, 이건 비건 외투니? 라고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구매하겠다고 반응을 들어서 기분 좋았어요. 보통
비거니즘에 대한 이미지가 도인의 이미지잖아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생풀을 뜯을
것만 같은... 그래서 패션으로 인한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 하지 않고서도 비건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Some people asked me like, 'oh what kind of leather is that?', and I tell them,
‘cause they don't realize I'm a vegan, I tell them its vegan leather. And
they are convinced like, 'oh I couldn’t tell'. So I think it's definitely
becoming more popular. The longer different companies work at it, the more
convincing it is, and more options for vegan products there will be.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I definitely think it's a great option and I myself have worn faux-fur
because, sure, I like the way it looks. But do I want to exploit animals just for
that? No. So, I do think it’s very important. Why not? if it’s cruelty free!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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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동물과 외관이 비슷한 제품은 소재가 비건이라도 동물의 대상
화를 지속적으로 조장할 수 있음을 염려하여 착용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었다. 이들은 비건 패션 제품이라면 성분뿐만 아니라 외관 또한 동물
성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설령 제품이 진짜 동물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죽은 동물
의 피부를 물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에 반대하며, 이는 비거니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이들은 비건인 본인이 동물처럼 보
이는 제품을 착용한다면 잘못된 비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염
려하였다.
제가 아직 애기 비건일 때, 에코 퍼 소재의 가방을 들고 다녔었는데, 그런 말을 들
었어요, 진짜 퍼냐 가짜 퍼냐. 그 때의 감정은... 솔직히 뭐라고 할지 모르겠더라구
요. 가짜 퍼긴 한데, 동물 대상화에 일조했다는 기분에 되게 당혹스럽고, 그 이
후로는 비건 퍼 제품도 소비 안 해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I think ideally we would not have animals lookalike in our fashion, but I
think people might think that you are extreme, and be turned off by it.
(비거니즘 2년 차, 24세, F)
I think fake leather provides good alternative if someone were you go out and
want to buy leather. And if there’s good enough cheaper options, a lot of people
would just buy the vegan one. But in my mind, even if it was fake, I don't
want people to mistake me for wearing the real thing because of that
association. I don't want them to think that I support the very industry
I'm against.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비거니즘 의복 구입 및 착용의 실천 방법을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 64 -

<표 10> 의복 구입 및 착용 시 비거니즘 실천 방법
실천 방법

세부 내용
Ÿ

가죽, 퍼, 양모, 다운 등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의류 제품 기피

Ÿ

제작 과정에서 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노동자를 착취한 의
류 제품 기피

Ÿ

새로운 의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환경에 해롭기

비건 소재
의복 구입

때문에 중고, 빈티지 의류 제품만을 구입
중고 의복
구입 및 착용

Ÿ

문에 중고로 동물성 의복 구입 및 착용 수용

여부
Ÿ

비거니즘 원칙에 어긋나며, 잘못된 비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이더라도 동물성 제품 구입 및 착용 기피

Ÿ

디자이너가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브랜드의 제품이 진짜 비거니
즘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비건이 아니라면 구

비거니즘 실천

입 기피

디자이너의 의복
구입 여부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새로운 동물의 죽음에 기여하지 않기 때

Ÿ

소재, 제작과정을 더 중시하여 디자이너가 비건이 아니더라도
제품 구입 수용

Ÿ
논-비건
브랜드의 비건

패스트 패션 브랜드 등 논-비건 브랜드가 제작한 비건 소재의
제품은 비건 의생활에 적합하고, 비거니즘의 접근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입 수용

소재 제품 구입
여부

Ÿ

제품 자체에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브랜드의 가치가
비거니즘 실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 기피

Ÿ

인조가죽, 인조 퍼 등 실제 동물 제품은 아니지만 동물의 피부
와 유사한 의류 제품은 비거니즘 의생활에 적합하며, 비거니즘
패션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구입과 착용 수용

동물성 소재 유사
제품 착용 여부

Ÿ

실제 동물 성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동물의 피부와 유사
하게 생긴 제품은 동물을 물건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구입과 착용 기피

2) 실천 이후 행동 변화
비거니즘 실천 이후, 전체 참여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비거니즘 실
천 이후 구입하는 의복의 수와 빈도수가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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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통적으로 이미 지구상에 충분한 의류제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러냈으며,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낭비라고 응답하
였다. 이에 전체 참여자 중 절반은 의생활에 있어 의복 구입과 착용에
대해 미니멀리스트적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물건을 소유하
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지양하였으며, 이러한 미니멀리스
트적 행동은 식생활보다 의생활에서 더욱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그 전에는 한 달에 다섯 번씩 산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한 달에 한번? 동물성
을 기피하려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많이 소비할수록 쓰레기가 늘
어나니까. 둘 다 고려하는 것 같아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옷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초에 살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요.
내가 이것을 정말 끝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인가, 비슷한 게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애초에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구입부터 신경 써요.
(비거니즘 5년 차, 30세, D)
옷을 사는 거에 있어서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버리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아깝기도 하고 환경에 오염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을
안사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물로 만든 옷들은 좀 더 거부감이 있었어요.
(비거니즘 3년 차, 30세, N)
I think going vegan just opened my eyes so I can see so many bigger
issues in the world, and it made me realize that I just want to be more
minimalistic, and not feeling like I need to buy clothes to look a certain way,
feel a certain way. I think clothes are important to me because they
represent my style and who I am, but they're not something that I feel
attached to or buy to fit in a certain trend in any way.
(비거니즘 2년 차, 24세, F)
I guess it’s because we are trying to do the least amount of harm and I
feel like, with veganism in general, a lot of us tend to have a minimalist
lifestyle, not just because of what we eat, but trying to do good for the
environment.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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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비거니즘 실천 후 의복 구입 변화
변화 양상

세부 내용

의복 구입

Ÿ

비건이 된 이후 의복을 구입하는 빈도가 감소함

비거니즘
실천 이후

빈도

Ÿ

비거니즘 실천 이후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증가함

의복 구입

의복 구입

Ÿ
Ÿ

비건이 된 이후 의복을 구입하는 총량이 감소함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이며

감소

총량

폐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 단계부터 의식적
인 소비를 시작

2. 손질 및 세탁
의복의 손질 및 세탁은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착용하고 보관함을 넘어
의복을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할 수 있게 한다. 의복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의복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이에,
의복 손질과 세탁 행동이 비거니즘 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질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복 손질은 비건이 된 이후 의복을 손질하는 행동
에 대한 것이다.
1) 실천 방법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세탁제의 구입에 신
경을 쓰고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구입 전에 특정 세제 제품을 검색하여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세제임을 확인하였으며, 성분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세제 대신 식물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세탁에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모든 응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면 이에 대한 생활에서의 실천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는 단순히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받은 세재를 선호하여 구입한다고 하
였으며, 일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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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부 응답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제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여 세제가 아닌 대체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실천사항에 대해 비건이 되고 나서 새로이 생긴 생활 습관이라고 응답하
였다.
사용하는 세제가 다 비건 제품이에요. 알마카비오라는 제품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
식물성이라고 하거든요, 좋아요 제품도.
(비거니즘 5년 차, 30세, D)
세제를 비건 제품으로 구입해요. 일단 동물 착취하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최대한 오래 입도록 하는 방향들이 환경과 동물에 좋지 않을까요. 비
건이 되고나서 시작했어요, 이런 습관들은.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For laundry detergent I don't really use any animal products, and I consi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especially the marine ecosystem. So I started
looking for what's the best eco-friendly way to wash my clothes, and I went
out and bought a big sack of soap nuts. Which is like this berry, that’s
grown in india that has saponin in their skin, so when they are dried and
put into hot water, they actually can be laddered up into a soap.
(비거니즘 3년 차, 24세, I)
I use vegan laundry detergent. It's called Dr. Bronner's and I use that for
laundry detergent. You can use it for dishes and stuff.
(비거니즘 2년 차, 24세, F)

비거니즘 의복 손질 및 세탁의 실천 방법을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의복 손질 및 세탁 시 비거니즘 실천 방법
실천 방법

세부 내용

Ÿ
세탁 빈도 조절

잦은 세탁에 의한 의복의 내구성 저하와 세탁으로 인한 수
질 오염을 염려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옷은 바로 세탁하지
않고 여러 번 입어 세탁 빈도수를 줄임

비건 세제 사용

Ÿ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동물에 실험하지 않았으며
친환경 성분의 세제를 사용하며, 이를 '비건 세제'라고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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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이후 행동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을 손질함에 있어 비건이 된 이후에는 의복을 더
아끼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비건들은 비건이 되기 이전에는 옷을 더 자주 구입하였고 손질에 큰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반면, 비건이 된 이후 의류제품의 폐기가 야기하
는 환경적 오염에 염려하여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I'm definitely a lot more careful than I used to be. I make my clothes
last as long as I can, so I don't have to purchase more clothing. I’m
more careful with how I treat my clothes.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Before I didn't care quite as much because I thought it’s bought from a thrift
store, so it’s fine if I treat it poorly. Now that I’m vegan, I put more of an
effort towards taking good care of my clothes so they will last so I don't
have to continue to go out and buy more. And because I get to slowly
invest. Now that I'm older I get to invest in quality pieces.
(비거니즘 7년 차, 24세, H)

의복의 손질뿐만 아니라 비건 개인이 의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건이 된 후 마련한 비건 의류제품들
은 동물성 제품과 비교하여 손질 방법이 더 간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예전에 제가 닥터마틴 되게 좋아했어서, 그 솔이나 브러쉬 하는 구두액을 엄청 많
이 소비했었는데, 이제는 다 버렸으니까 관리하게 되게 편해요. 동물성 옷들이 손
이 많이 가니까요. 비건이 되고 나서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의류생
활에 있어서. 저는 동물성 의류를 위해 관리 용품까지 따로 구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요.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오히려 동물성 제품들이 더 관리하기 힘들어요. 가죽, 퍼 캐시미어 이런 거는 더
힘들지, 오히려 더 관리하기 쉬운 게 비건 패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5년 차, 30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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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들은 의복의 세탁 방법에 있어서도 비거니즘 가치를 실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환경적 가치와 동물보
호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본인이 직접 세탁제를 구입하지 않고 공급받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의복 세탁에 있어서도
비거니즘에 걸맞은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많은 응답자들은
세탁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는 비거니
즘 실천 이후 세탁제 사용에 대한 환경적 영향과 옷의 내구성을 고려하
여 옷을 세탁하는 빈도수까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I realized I don't have to wash my clothes after one single use if it’s
still clean. And that goes towards more eco-conscious aspect of my life
that I adopted since going vegan. Because laundry waste so much water, so
if I could do less laundry as less often, why not.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비거니즘 실천 후 의복을 손질하고 세탁하는 행동의 변화를 종합적으
로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비거니즘 실천 후 의복 손질 및 세탁 변화
변화 양상
의복 손질과 세탁

세부 내용
Ÿ

관여도 증가
의복 손질 간편화

의복을 더 오래 입기 위해 비건 의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의복 손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됨

Ÿ

동물성 의복은 손질이 어렵기 때문에 비건 의생활을 시작
하고 나서 의복의 관리와 손질이 더 간편해짐

3. 처분 및 폐기
의복의 처분과 폐기는 의복 사용 주기의 마지막 단계로서 착용하던 옷
을 버리거나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행동이 이루어진다.
비거니즘의 실천은 친환경적 태도와 자주 관련하는 만큼, 비건들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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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형성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비거니즘 실천이 확장되는지 의
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의복 처분과 폐기 행동이 비거니즘 생활과 어
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1) 실천 방법
구체적인 의복의 처분 방법에 있어, 비건들은 의복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취
하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가 비건이 된 이후로 의류제품을 최대한 버리
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애초에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의복을 버리는 이유는 내구도가 낮아져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입을 수 있는 옷이더라도 손
이 많이 가지 않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줄이기 위해 처분한다고
하였다. 의복을 처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기부, 중고 거래, 나눔
등 최대한 버려지는 옷이 적도록 노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처분되지 못한 옷조차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걸레, 행주, 머리끈 등으
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많이 버리지는 않지만...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이 비건 단체를 이끌고 있어서 그 친
구에게 주거나, 제가 있는 센터에서 빈티지나 비건 의류를 삼일장하는 곳에 주
는 식으로...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저는 우선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분류해요. 구멍이 뚫린 옷 말고 손이 안가는 옷들을
잘 추려서... 당근마켓에 팔아요.
(비거니즘 3년 차, 24세, J)
If they have holes, I sew it up and fix it. Otherwise, if it’s more personal
like underwear or bras that has got misshaped, I would see what it’s made up,
if it’s 100% natural, I would compost it, of I would try to upcycle it. One
of my t-shirts were beyond donating I actually ripped out and turned into hair
rags. intending to use them to curl my hair. I try to think of every possible
- 71 -

alternative, and if it’s beyond all hope, then in to the trash can.
(비거니즘 3년 차, 24세, I)
My main method is donating it. When I dispose those clothes, I don’t just
throw it away either, I’ll recycle it, I’ll donate it, I’ll find other ways to use it,
like maybe I'll cut up like an old shirt and use it as a cleaning rag.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I don't really get rid of something unless it doesn't fit me anymore, or
it’s ripped or torn. But usually if it doesn't fit, I would donate it. I won’t
just throw it away. Or I would sell it. There's some stores in America you
can go to and sell and donate your clothes. You can drop them off or donate to
a charity. And actually throwing away clothes is like the last resort. I only
do that if it’s torn or unusable.
(비거니즘 2년 차, 24세, F)

이상 의복의 처분과 폐기 단계에서 나타난 비거니즘 실천 방법에 대한
응답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의복 처분 및 폐기 시 비거니즘 실천 방법
실천 방법

세부 내용
Ÿ

아름다운 가게, 비건 센터, 자선 단체에 기부

Ÿ

가족, 친구 등 주변인과 교환하거나 나눔

중고 거래

Ÿ

온라인 마켓, 재활용 가게에 판매하는 등 중고 거래

폐기

Ÿ

퇴비, 행주, 걸레로 사용하거나 의류수거함에 폐기

기부, 나눔

더불어, 대부분의 참여자는 의복의 처분에 있어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
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특히 의복의 처분 중 폐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일부 응답자는 의복을 폐기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옷을 폐기할 때 자원을 낭비한 것에
아까움을 느끼고 환경오염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구입한
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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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거 만들어야지 하고 둬요. 잠옷으로
입을 수도 있고. 옷을 버리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그 재료가 버려지는 게 아까워
요.
(비거니즘 5년 차, 30세, D)
I feel like I'm just taking the lazier, easy way out. That I haven't thought
close enough, that I haven’t researched enough to find a better place to send
this, or ways to upcycle. It's not a good feeling at all.
(비거니즘 3년 차, 24세, I)

반면에, 다른 응답자들은 의복을 폐기할 때 중립적인 감정이나 후련함
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거니즘을 시작하기 전에 물건
에 대해 집착하거나 소유에 큰 의미를 두었던 반면 비건이 된 이후에는
의복을 대하는 감정에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주로 앞서 의
복의 구입 단계에서 미니멀리스트적인 태도를 취한 이들에게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지 않는 다고
대답하였다. 대신, 의복을 정리하고 폐기함으로써 더욱 간편한 삶을 살
수 있음에 해방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I used to be really attached to clothing, but now I don't need it anymore,
and it’s just gone.
(비거니즘 2년 차, 24세, F)
Usually it's not really a big deal. I don't find that I hold onto possessions
too much at all. I think I do a good job of keeping things minimal.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I think I went through a mindful cleanse in my closet and said, ‘Okay, all of
these pieces, do you really want to keep all of them?’. Not because of any
sort of vegan reason and just more of a minimalism reason. And just
being conscientious of what I did own.
(비거니즘 7년 차, 24세, H)
I feel freer. I feel like I’ve got less going on. I definitely want to be
more organized, minimalist person one day. So when I donate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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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like, this is good work. Getting rid of things you don’t want, it’s good.
(비거니즘 3년 차, 23세, G)

2) 실천 이후 행동 변화
식생활과 달리, 의생활에서는 비거니즘 실천 후 동물성 제품에 대한
처리를 고민할 수 있다. 섭취 후 사라지는 식품과는 달리 의류 제품은
구매 이후 버리지 않는다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거니즘 실
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동물성 의류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
해 알아보는 것은 의생활에서 비거니즘 실천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의점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이전
에 구입하였거나 가지고 있던 동물성 의류 제품들을 처분하여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일부는 동물성 소재의 의류뿐만 아니라 동
물의 피부처럼 보이는 합성소재의 제품들까지 모두 생활에서 제거하였다
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감정적인 불쾌감을 들었는데, 동물성
의류 제품을 볼 때 마다 죄책감이 들거나,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천천히 버렸어요. 비건 실천한지 1년 뒤에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비건 되기 이
전에는 가죽 스커트나 퍼 바게트 백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비건 된
이후로 다 버렸어요. 너무너무 비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죄책
감이 들어서.
(비거니즘 3년 차, 20세, E)
제가 산건 아니지만 물려받은 모피 옷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털이니까 꺼려지게
되고. 옷 중에 포인트가 털로 장식된 것도 더 이상 없어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서, 입으면서 죄책감이 들고.
(비거니즘 1년 차, 27세, M)
I remember donating them. I had a pair of Doc Martin boots, so those were
leather. I remember having like a puffy clothes that had down in it, and the
hood had fur. I don't think the fur was real though, but in my head I was like,
‘Nothing that looks like an animal!’. I didn’t want anything. It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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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year I went vegan. So I was like nope, nope, nope. I donated them,
to Goodwill or thrift store.
(비거니즘 3년 차, 23세, G)

반면 절반 이상의 비건들은 이전에 구입했던 동물성 의복을 버리지 않
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은 여전히 이 의복들을 착용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이 제품들이 여전히 사용가능하며 버리기에 아
깝고, 새 대체품을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이미 동물이 목숨을 잃으며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관리에 신경 쓰고,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부 참여자는 동물성 제품들을 버리지만 않았
을 뿐 그 전만큼 착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비건인 본인
이 동물성 제품을 입는 것에 대해 불쾌감이 들거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까 염려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 게 오히려 환경과 동물권에 안 좋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건하기 전에 구입한 동물성 옷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를 버리고 비건 제품으로 다시 구입한다면 그만큼 다시 환경오염이 되는 거잖아
요, 쓰레기가 나오고... 버리자니 동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게 쓰레기가 되는 거고,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초에 만들지 않
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비거니즘 5년 차, 30세, D)
I didn’t get rid of anything. It's basically from then on I always tried to be
more conscious while shopping. It wasn't like I went through and got rid of
stuff. I kept it ‘cause I was like, I already have it. What do I have to gain by
getting rid of this, or who am I helping by getting rid of this.
(비거니즘 5년 차, 27세, L)
Disposing of things just because it isn’t vegan, I don't think is a good thing to
do. Because one of the main reasons people go vegan is for the
environment, so we shouldn’t be throwing away of these things just
because now we are vegan.
(비거니즘 2년 차, 25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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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dn’t, because that would just mean I needed to buy another pair of boots. If
I didn’t have those boots, I would have to go and buy a different pair,
which is sort of an environmental impact at that point. So I figure I
might as well just keep what I have, and take real good care of it.
(비거니즘 7년 차, 24세, H)

이상 비거니즘 실천 후 의복의 처분과 폐기 단계에서 나타난 행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비거니즘 실천 후 의복 처분 및 폐기 변화
변화 양상
비거니즘
실천 이후
의복의 처분

세부 내용
폐기
기피

폐기
비거니즘
실천 이후
동물성
의복의 처분

Ÿ

기부, 나눔, 중고 거래 이후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폐기

Ÿ

비거니즘 실천 이후부터 의복 폐기물을 만드는 것을 우려
하여 폐기를 기피하거나 재활용으로 처분

Ÿ

이전부터 소유한 동물성 의복을 비거니즘 실천 이후 폐기

Ÿ

비건인 본인이 동물성 의복을 입고 다니면 비거니즘에 대
한 잘못된 인상을 줄까 염려하여 폐기

Ÿ

비건이 된 이후 동물성 제품에 대한 불쾌감이 들어 폐기

Ÿ

비건이 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동물성 의복이 아직 착용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보관 및 착용

폐기
보류

Ÿ

동물성 의복을 폐기하는 것 또한 의류 폐기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관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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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결론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비거니즘은 단순히 식생활을 넘어, 생활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인 실천
동기가 작용하는 사상이자 참여적인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
서 비거니즘은 점차 확장되는 개념이며 비건의 수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
행동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비건 집단의 특성과 실천 동
기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행동과 태도, 판단을 설명하는 담론을 가능케
하며, 앞으로 비건 관련 패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비거니즘에 다양한 실천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에서 기인하
여 이를 의생활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거니즘에 대한 태도와 실천 동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의
생활 영역을 구입, 손질, 처분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천 행동을 실증적으로 알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비거니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비거니즘 실천 동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비거니
즘과 패션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지 연구된 비건 패션을 고찰
하였다. 또한 의생활의 영역을 살피기 위해 의생활의 단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에 있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혼
합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단계에서는 비건들이 본인의
생활과 비거니즘에 대해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실천 동기로 작
용하는 영역을 알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에서 진행되었으며 표본은 비거니즘을 의생활에서 1년 이상 실천한 경험
이 있는 이들을 나이와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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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단계에서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설문조사를 완료한 응답자 중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 이상을 점수를 보인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을 통해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가
와 이러한 실천의 동기를 알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는 현상학적 질적연
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건들이 본인의 생활과 비거니즘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양상을
밝혔으며 이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을 밝혔다. 양적 연구 결과, 비건들
이 본인의 의생활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윤리적인 삶의 추구, 동물보호
적인 삶의 추구, 친환경적인 삶 추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Rozin P. 외(1997)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
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는 선행 연구의 문항과 달리,
본 연구는 식생활이 아닌 의생활의 영역에서 비건들을 측정하였기 때문
에 다른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거니즘 실천 영역 중 의생활이 식생활보다 윤리적 태도가 더 크게 작
용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비거니즘 실천에 대한
감정적인 동기에 있어, 비거니즘 실천을 오래 지속한 이들일수록 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거니즘 에 대한 태도
는 비거니즘을 실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비거니즘
실천 기간에 따른 평균점수를 살핀 결과, 실천 기간이 길수록 다른 동기
보다 윤리적인 삶의 추구가 강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비거니즘
을 시작한 계기가 윤리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비거니즘을 실천 할수록
윤리적인 삶의 추구가 더 주요로 작용하는 실천 동기가 되며, 생활에 있
어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비거니즘에 대한 태도와 실천 동기의 양상은 질적 연구 단계에
서 구체화 되었다. 질적 연구 결과에 따른 비거니즘 실천 동기는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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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실천 동기, 건강적 실천 동기, 친환경적 실천 동기, 윤리적 실천 동
기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살생과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인 인간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비
거니즘을 실천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동물보호적, 건강적, 친환
경적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확장되기도 하고, 결국 윤리적 동기
로 함축되어 실천 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의생활의 영역을 구입, 손질, 처분의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
과 모든 영역에서 비거니즘이 실천되고 있으며, 비거니즘 실천 이후 의
복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비건 의류 제품에
대한 태도는 주로 동물보호와 환경의식 키워드와 관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최서연, 2018).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비거니즘을 이를 추구하
는 이들은 동물보호과 환경을 의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윤리적
인 신념 및 책임감을 느끼고 개인의 미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도 비거니
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비건의 의복 구입 단계에 있어 구입하는 의류 제품의 소재에 있
어, 응답자들은 동물성 원료의 결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중고 동물성 제품을 구입하거나 착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
다. 일부 참여자는 빈티지, 중고 의류매장에서 구입한 가죽, 퍼, 울 등은
새로운 동물의 죽음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재활용은 친환경적 실천행동이
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제품의 구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편,
다른 이들은 새로운 동물의 죽음에 기여하지 않은 중고 동물성 소재이더
라도 단순 불쾌감이나 잘못된 비건 메시지의 전달을 우려하여 구입을 지
양하였다. 의복을 구입하는 브랜드에 있어, 응답자들은 주로 논-비건 브
랜드가 만든 비건 제품인가, 혹은 비건 브랜드가 만든 제품인가를 고려
하였다. 이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제품이 비건이더라도 브랜드 자체의
운영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드
러났다. 또한, 이들은 비건이 된 이후 의류를 소비하는 총량과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답하였다. 비거니즘 실천에 따른 의복 착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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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들은 새로운 의류 제품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낭비되는 자원과 폐기
물을 우려하여 미니멀리스트적 의복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단순히 동물성 제품을 기피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친환경
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비건들은 디자이너의 비건 여부와
동물 피부를 모사한 비건 제품의 착용에 대해 고려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건들은 비건 의류 제품을 통해 비거니즘 메시
지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것에 염려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비
건들은 비거니즘 메시지의 전달과 확산을 본인의 비거니즘 실천의 일부
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비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동이 주변인들에게 비거니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의식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의복의 착용에
있어, 비건인 본인이 동물성 제품처럼 보이는 의복을 입는 경우, 의복 자
체는 비건이더라도 잘못된 비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지양해
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편, 일부 비건들은 동물성 소재와 유사한
비건 제품들은 비거니즘 메시지의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
다. 이들은 비건들도 패셔너블한 의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삶이 동물성 제품을 착용하던 기존의 의생활 행동에서 크게 형
태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의복의 손질에 있어서는 비거니즘 실천 이전과 이후의 의복 손질 방법
에 변화를 나타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물성 제품들은 관리가 비교적
어려워 비건이 된 이후 의복 손질이 간편해졌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전
보다 의류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어 의류 손
질과 세탁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비거니즘이 세탁에서
실천 되는 양상으로는 의류 세탁 제품의 성분과 제조과정에서 동물과 환
경적 가치가 고려되고 있었다. 또한, 비건들은 적극적으로 세제 대안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의복의 처분에 있어, 비건들은 의복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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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처분 방법에 있어 이들은 옷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나눔, 중고거래, 재활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었다. 이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폐기물을 줄이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애초에 의복 구입 단계에서
부터 의복의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폐기 단계
에 있어, 동물성 제품의 폐기에 대해 상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는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이전에 구입한 동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불쾌감과
죄책감 때문에 처분하였다는 측면과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를 만드는
것을 염려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복
폐기에 대해 자원을 낭비함에 대한 죄책감과 불필요한 물건을 삶에서 제
거하는 것에 대한 해방감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비거니즘 실천에 대해 주요로 작
용하는 동기들과, 비거니즘 의생활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 양상을 밝혔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거니즘 실천에 윤리적 동기와 태도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식생활과 비교하여 의생활의 영역이 보다
고차원적 비거니즘 실천 행동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 실천 양상을 살펴 비거니즘 실천 동
기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비거니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물론 사회적인 인식조차 부족
한 상황이다. 또한 비거니즘 관련 연구는 주로 식생활의 영역에서 이루
어진 것에 비해, 의생활에서 비거니즘 실천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는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비거니즘 의생활을 탐구하
고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거니즘을 의생활의 단계에서 그 실천 동기와 영향력을 다
루었다는 점에서 비건의 행동과 비거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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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는 함의를 가진다. 또한, 앞으로 관련 연구 분야의 흥미로운 연
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
어 엄격한 생활 방식인 비거니즘의 실천을 결심하게 만드는 동기들을 명
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생활 영역에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에 있어, 본 연구는 혼합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비거니즘
을 의생활의 영역에서 고려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른 의
생활 관련 연구는 교육적 목적이나 교육 분야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
룬다. 따라서 의생활에서의 비거니즘의 실천적 영역을 분석한 본 연구는
비거니즘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패션분야에 있어서는
의생활의 연구를 구체화시키는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비건들이 의생활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의 비건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비건들을 상대로 할 때는
자국의 비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Larsson 외2003;
Acevedo 2015; 최서연, 2019),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비건의 의생활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보다 넓은 영역에서 확인하
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는
비거니즘에 주목하였다. 이는 비건들의 의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천 양상
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본인의 생활에 대해 어떤 태도, 인식과 감정을 형
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가 비건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을 알리고 이들의 생활 양식을 토대로 비건 패션 시장을 파악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비거니즘 개념의 전파와 확
산에 있어 도움이 되고 전 세계의 비건들이 생활을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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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ttitude and practices of
veganism in clothing
Jiwoon Jeong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actices of veganism in fashion
and clothing, and to reveal the motivation for practicing veganism.
This topic is becoming more relevant as the focus for sustainable
fashion is growing in the current climate. As such, this research
intended to provide reliable data that could help spread the vegan
message to the fashion market.
The research topic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pproaches and
motivations for practicing veganism in clothing are distinguished.
Second, the specific practices of veganism in fashion and clothing are
examined. This research used a mixed methods study that utiliz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o select participants, as
the selection of study participant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study. First, research
participants who have practiced veganism for more than one year
were recruited at the quantitative research phase. An on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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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ir motivations and approaches
towards veganism, and the data were used to select participant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Next, in the qualitative research phas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identify the patterns and motivations
for practicing veganism in clothing, which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purchasing and wearing, caring and washing, as well as
disposing and discarding. The following i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research findings.
First, vegan's major motiva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ir
veganism practices were shown in the order of pursuing ethical life,
pursuing protection of animals, pursing eco-friendly life, and pursuing
healthy life. This result is in line with prior studies that revealed that
values are established and finalized through continuous practices. In
addition, the longer the respondents' period of practice, the greater
the morality influenced their motiv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ethical motivation playing a more major role as veganism practice
continues, even if the initial motives for starting veganism was for
animals, health and environmental cause. Also, in terms of emotional
motivation, the emotional satisfaction about their life gradually
increased with time.
Second, vegans were practicing veganism at all stages of
purchasing and wearing, caring and washing, disposing and
discarding of clothes. In the purchasing stage, it was shown that the
frequency and total of clothing purchases have decreased since the
practice of veganism. Vegans were mainly concerned with materials
of the clothes and ethical process of the production. Furthermore,
conflicting opinions emerged about purchasing second hand animal
clothing products. In the wearing stage, vegans were also very
conscious about the vegan message their clothes could conve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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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g of clothes, it was revealed the way vegans take care of their
clothes have changed since going vegan. They started to take better
care of their clothes after going vegan, and at the same time, they
felt that taking care of clothes was more convenient with vegan
clothes. In washing clothes, vegans were using vegan detergents.
Vegans were deeply concerned with the effects on animals and the
environment that comes from using detergent. As such, for laundry
products, they actively used organic products, vegetable-based
surfactants, and natural alternatives. At the stage of disposing
clothes, vegans usually recycled clothes instead of simply discarding
them, they mostly donated, did giveaways, and sold second hand. All
of these methods were to reduce clothing waste. On discarding
clothes, the main focus was on disposal methods and disposing
animal derived clothes. Opinions were divided on whether or not to
dispose animal-derived clothes they already owned previous to going
vegan. Some disposed them out of guilt and discomfort, while others
have kept them in order to avoid making waste.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did not approach
the emerging veganism discourse with a fragmentary analysis as a
solution to many of the problems in modern society, but rather looked
specifically at how vegans practice their beliefs in a very specific
area, as well as their actions and motivations. This study informs the
specific practices and motivations of veganism by looking at it within
the realm of clothing. Based on the practice pattern of vegans, this
study can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the vegan fashion market
should take mov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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