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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의 패션 산업의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
제·사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낮은 가격에 몇 주에 한 번씩 새로운 상
품을 소개하는 글로벌 SPA(Specialized retailer of Personal label
Apparel) 브랜드의 등장과 같은 패션산업 환경의 변화는 의복에 대한 인
식과 의복 사용주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의복 출시 주기가 짧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제품에 대해 느끼는 새로움이나 신선함이
더 빨리 사라지게 되었으며, 의복은 쉽게 입고 버리는 제품이라는 인식
이 생기게 되었다.
의복의 소비과정은 구매, 사용, 사장 및 처분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며,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반응은 소비자의 욕구와 구
매행동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의복은 표현적 기능이 중시되는 제
품으로 소비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의 의복 감정관련 연구는 주로 구매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감
정적 요인으로 인한 사장 및 처분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 처분행동에 있어 싫증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 연구를 실시하여 의복 싫증의 관련
요인 및 처분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설문지법을 통한 정
량적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여 의복 싫증이 처분과정에서 지
니는 역할을 규명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처분과정에서 고려되는
감정적, 인지적 요소인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으로 ‘의복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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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도출되었다. 의복 효용감소는 의복이 유행에 뒤처지거나, 오래되
거나, 또는 낡아서 소유자가 인지하는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새로운 의복구입은 기존에 소유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 또는 단순히 새로
운 의복을 구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의복 싫증은 의복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입이 보관의도와 처
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님을 밝혔다. 의복
효용감소의 경우 싫증감정을 완전히 매개하여 보관의도와 처분의도로 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싫증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한편, 새로운 의복구입
은 보관의도에 대해서는 싫증감정을 거칠 경우에만 유의한 효과를 나타
냈고, 처분의도에 대해서는 싫증을 매개한 경우와 직접적으로 의복 처분
으로 이어지는 경우 모두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의복 애착이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의 관계에 대해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유한 의복에 대해 느끼는 싫증 수
준이 높더라도 애착을 지녔던 의복일 경우에는 보관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유한 의복에 대해 싫증이 발생
할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의도는 구매 시 들인 금전적, 시간적, 정보적
노력과 같은 구매 시 투입요소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의복 싫증의 개념과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의복 사용과
정에서의 감정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고, 처분행동에 대한 싫증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의복 처분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정적인 요인으로 인한 의복처분이
점에서

료된다.

늘어나고 있는 현 시

바람직한 의복 소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

주요어 : 싫증, 의복 소비감정, 의복 소비과정, 의복 처분행동, 의복
사장행동
학 번 : 2012-21502
- 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3
제 3 절 연구의 구성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 1 절 의복 싫증 ·········································································· 5

1. 싫증의 개념 ······················································································ 5
2. 의복 싫증 ·························································································· 7

제 2 절 의복 처분행동 ·································································· 8

1. 의복 처분행동의 개념 ···································································· 8
2. 의복 처분원인 ·················································································· 9
3. 의복 처분방법 ················································································ 11

제 3 절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 ········································· 12

1. 의복 애착 ························································································ 12
2. 구매 시 투입 ·················································································· 14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 17

제 1 절 연구문제 및 모형 ························································ 17

1. 연구문제 ·························································································· 17
2. 연구모형 ·························································································· 19

제 2 절 정성적 연구방법 및 절차 ········································· 21

1. 조사내용 ·························································································· 21
2. 조사절차 ·························································································· 22
3. 분석방법 ·························································································· 25
- iii -

제 3 절 정량적 연구방법 및 절차 ········································· 26

1. 측정도구 ·························································································· 26
2. 자료수집 ·························································································· 31
3. 자료분석 ·························································································· 33

제 4 장 연구결과 ······························································ 35

제 1 절 의복 싫증과 처분과정 (정성적 연구결과) ·········· 35
1. 의복 처분대상 선정 ······································································
2. 의복 사장 및 처분원인 ································································
3. 의복 싫증의 경험 ··········································································
4. 의복 처분여부 및 처분방법 결정 ··············································

36
40
43
48

제 2 절 의복 싫증이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량적
연구결과) ················································································· 56

1. 측정도구 검증 ················································································ 56
2.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 검증 ························································ 63
3.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 검증 ·························· 66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71

제 1 절 결과요약 ········································································ 71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 74
제 3 절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 78

참고문헌 ··············································································· 79
Abstract ·············································································· 91
부록 ······················································································· 94
v

- i -

표 목 차
[표 3-1] 개인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4
[표 3-2] 설문의 개요 ····················································································· 26
[표 3-3] 의복 싫증 관련요인 측정문항 및 출처 ······································· 27
[표 3-4] 의복 싫증 측정문항 및 출처 ························································· 28
[표 3-5] 의복 애착 측정문항 및 출처 ························································· 29
[표 3-6] 구매 시 투입 측정문항 및 출처 ················································· 30
[표 3-7]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 31
[표 3-8]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3
[표 4-1] 의복 싫증의 표현 ············································································· 44
[표 4-2] 의복 싫증 관련요인 ········································································· 47
[표 4-3] 의복 싫증 관련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57
[표 4-4]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 ··································································· 58
[표 4-5]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58
[표 4-6]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측정지표 ··········································· 61
[표 4-7]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 62
[표 4-8]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표 ································································· 62
[표 4-9] 구조모형의 적합도지수 ··································································· 63
[표 4-10]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 64
[표 4-11] 의복 싫증 관련요인의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에 대한 효과
············································································································ 66
[표 4-12]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의 보관의도에 대한 효과 ··················· 67
[표 4-13]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의 처분의도에 대한 효과 ··················· 68
[표 4-14] 의복 싫증과 구매 시 투입의 보관의도에 대한 효과 ············· 69
[표 4-15] 의복 싫증과 구매 시 투입의 처분의도에 대한 효과 ············· 70

-

v-

그림 목차
[그림 3-1] 연구모형 ······················································································· 19
[그림 3-2] 개인 심층면접 지침 ··································································· 22
[그림 4-0] 의복 처분과정 (정성적 연구결과) ·········································· 55
[그림 4-2] 의복 싫증 관련요인과 보관 및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 구조모형 ·············································· 63
[그림 4-3]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에 따른 보관의도의 차이 ··············· 67
[그림 4-4] 의복 싫증과 구매 시 투입에 따른 처분의도의 차이 ········· 70

v

- i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소비사회이다. 이미 유사한 제품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없이

혹 뿌리치기는

출시되는 신제품의 유 을

어려우며, 소비자들은 싫

렇

증이 났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 게 새
구입하면 기존에 소유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끊

물건을

헌 물건이 되어 외면당하거

스럽게 처분된다.
특히 패션제품은 소득탄력성이 높고 싫증이 빨리 나는 상품군으로, 과
거 필수재로 여겨진 데 반해 오늘날에는 선택재로서 인식되고 있다(김경
진, 2013; 전미영, 김난도, 2007). 최근 등장한 자라(Zara), 에이치앤엠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전략을 내세우며 패션 산업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다(Bianchi & Birtwistle, 2010). 짧게는 이 주 간격으로 새로운 상품
나 자연

을 출시하는 패션산업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신제품주기는

훨씬 짧아졌으며,
Sjoman, 2004).

의복 구매

빈도도

높아 다( cAfee,

졌 M

Dessain, &

“

쓰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패션산업 환경의 변화는 쉽게 사서,

h w w y fashion)”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Birtwistle & Moore, 2007, p.211). 실제로 환경부의 전국폐기물 통계조
사1)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의류폐기물은 2007년 약 5만 톤/년에서
고, 버리는 패션(t ro a a

1)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3차 통계조사는 2006 ~ 2007년에, 4차
통계조사는 2011년 10월 ~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에 공개된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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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9만 톤/년으로 증가하였다. 매립지는 한정되어있고 환경자정능
력은 악화되고 있는 데 비해 의류폐기량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에 따라 의류산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자원의 낭비와 고갈,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1970년대 이후 마케팅 분야에서는 지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으나, 관련 선행연구 중 사용
및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Peattie & Peattie, 2009;
Van Daem & Apeldoorn, 1996). 제품의 소비과정은 구매, 사용 및 처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구
매 이후의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사회·기술의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의복 처분이 증가한 데에는 의
복 자체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감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감정관련 연구는 주로 구매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장 및 처분행동에 대한 감정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부족
속 가능한

한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소비하는 기간이 구매하는 시간에

훨씬 길며, 사용 및 처분과정에서 유발되는 감정이 새로운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Hirshman & Holbrook, 1982;
Mehrabian & Russell, 1974). 특히 의복은 상징적 기능이 중시되는 제품
이기 때문에 의복 사용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의 역할이 더 크
다고 볼 수 있다(Bye & McKinney, 2007).
몇 번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거나 처분되는 의복이 많은 현
비해

상황에서 감정적 요인이 의복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의복 소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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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의복 처분행동에 있어 ‘싫증’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인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 연구를 먼저 진행하여 의복 처분
의 주요 동기로 밝혀진 싫증감정의 관련요인 및 처분과정에서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설문지법을 통한 정량적 연구를 실시하여 정성
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의복 싫증 관련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구조
모형분석을 통해 처분과정에서 의복 싫증의 역할을 규명한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고려되는 감정적, 인지적 요소인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이 싫증

낀 의복의 처분의도에 나타내는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의복 소비행태의 변화와 의복 처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
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의복 사용 및 처분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을 느

첫째, 소비감정인 의복 싫증의 개념을 밝히고,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

된 감정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써 의복 사용과정과 관련

둘째, 싫증이라는 감정적인 요인을 매개로 한 처분행동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패션산업 환경에서의 의복 처분과

욱 풍부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기존 의복 처분 연구를 확장하고자

정을 더
한다.

께 시행함으로써 의복 소비관련
감정과 처분행동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
셋째,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함

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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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의복 소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싫증감정을 이해하고, 의복 처
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애착과

구매 시 투입과 같은 처분행동 관련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제시하고, 연구
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주요 개념인 의복 싫증, 의
복 처분행동, 의복 애착 및 구매 시 투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각 개념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 3 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
법에 대해 설명한다. 정성적 연구의 조사내용, 절차 및 분석방법을 소개
한 뒤, 정량적 연구의 측정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 4 장 연구결과에서는 조사 자료를 해석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선 정성적 연구에 해당하는 개인 심
층면접의 해석결과를 제시한 뒤, 정량적 연구에 해당하는 설문자료의 분
석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
구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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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바탕으로 연구에 사용된 주요 개념들을 설명
할 것이다. 의복 싫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의복 처분행동, 의복 애착
과 구매 시 투입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제 1 절 의복 싫증
1. 싫증의 개념
“

m” 또는 “sati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된
다(Coombs & Avrunin, 1977; Plutchick, 1980). 싫증은 연구들마다 다양
하게 정의되어왔으나 아직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싫증의 원인
을 규명할만한 포괄적인 이론이나 측정도구도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Fisher, 1993). 따라서 싫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심리
학, 현상학, 원인학, 경영학, 환경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관련 연
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rbalet(1999)은 싫증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무의미함, 불편함, 의미나
관심의 부재, 낮은 환기(arousal)와 동기로 인한 즐겁지 않은 상태 등으
로 정의되며, 의미의 부재, 일 또는 활동의 반복성이나 단조로움이 싫증
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Farmer & Sundberg, 1986; Gaylin, 1979;
Klinger, 1993; Mikulas & Vodanovich, 1993).
한편, 소비과정에서의 싫증은 심리학, 경영학, 환경학 분야에서 연구되
어 왔으며, 상품에 폐기의 초점을 둔 연구와 새로운 상품의 구매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Russell(1979)의 감정 모델(Circumplex of
선행연구에서 싫증은 bor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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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을 재구성한 Desmet(2002)의 제품 관련 감정 분류에 따르면,
싫증(boredom)은 불쾌함과 낮은 활성화 축이 교차하는 구역에 속하며,
부정적인 제품 감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Desmet(2002)의 모델은 싫증을
단순히 낮은 활성화 상태의 부정적 감정 상태라고 규정할 뿐, 싫증이라
는 감정의 복잡성과 원인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성 추구 행동(variety seeking behavior)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싫
증은 즐거운 경험에의 반복적 또는 장기적 노출로 인한 효용의 감소로
정의된다(Frederick & Loewenstein, 1999; Galak, Redden, & Kruger,
2009; Loewenstein & Angner, 2003; McSweeney & Swindell, 1999).
소비자들은 최적 수준의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극의
초기 만족 수준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더 이
상 즐기지 않는 시점인 싫증을 경험하게 되고, 싫증의 결과로 소비자들
은 다양성을 추구한다(Brickman & Campbell, 1971; Coombs &
Avrunin, 1977; Kahn, 1995; Trijp, 1995). 싫증을 느끼는 속도는 개인마
다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 수준에서 싫증을 느끼게 되면 소비행동을 일
시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보인다(Voss, Godfrey, &
Seiders, 2010). 또한, 특정 속성,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싫증을 느끼
게 되면 추가적 소비 효용이 0에 가까워지므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다
(Coombs & Avrunin, 1977; Jeuland, 1978; McAlister, 1982;
Michaelidou, Dibb, Arnott, 2005).
한편, 싫증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대부분
의 감정들과는 다르게 소비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으로, 제
품에 대한 감정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Barbalet, 1999; Fishbach,
Ratner, & Zhang, 2011). 전미영과 김난도(2007)는 소비과정에서 경험하
는 제품 감정으로 싫증을 규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감
정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상품을 소유하게 되어 새로움이 주는 매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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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충족시킨 후 새로운

상실한 첫 번째 하강점과 상품 구매를 통해 욕 을

태

구매 욕구가 발생한 상 인 두 번째 하강점으로 구분하고, 추가적 구매

태

욕구가 발생한 상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싫증을 정의하였다.

2. 의복 싫증
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 전미영과 김난도
(2007)는 상품의 객관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상품군을 분류
하여 싫증 상품군의 특성을 밝혔다. 다섯 개의 제품군-패션잡화, 패션의
류, 디지털기기·자동차, 일상잡화, 내구재-에 대해 객관적 특성에 해당하
는 소득탄력성, 외부 노출도, 가격과 싫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득탄
력성이 높고 노출빈도가 높은 상품은 비교적 싫증이 빨리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의류와 패션잡화는 소득탄력성이 1점을 넘으며 싫증이 빨
리 나는 상위 상품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의복이 자유
재량적인 소비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군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의복은 개
성 표현이나 신분 표출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므로, 노
출빈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Latzke, 1968).
제품군에 따라 싫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품속성과도 관련이
있다. 감각과 관련된 속성은 싫증에 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디자인,
색상, 유행성 및 독특성이 중요한 상품군인 패션의류와 패션잡화 제품에
대해 싫증이 더 빨리 나는 것이다(채서일, 1987; Inman, 2001).
한편, 패션제품에 대한 후회 감정을 탐색적으로 규명한 조남혜와 박수
경(2012)은 소비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지겨움을 느껴 착용하지 않는 현상을 싫증 요인으로 규정하였
싫증은 모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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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복 처분행동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의복 처분행동의 개념과

방

원인 및 처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의복 처분행동에 있어 싫증이 영향
력을 가지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 법에 대해

1. 의복 처분행동의 개념
후 행동을 포함하며, 처분행동은 구매 후 행동
에 해당된다(Jacoby, Berning, & Dietvorst, 1977). 소비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구매와 사용 활동에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처분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Bianchi & Birtwistle, 2010;
Jacoby et al., 1977; Winakor, 1969). 제품 처분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Nicosia and Mayer(1976)는 소비행동을 구매, 사용, 처분의 세 단
계로 구분하고 처분행동을 “소비행동의 한 범주로서 제품을 통하여 어떠
한 욕구를 충족시킨 후의 처리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김시월, 조향숙,
2000에서 재인용, p.17). 소비자 제품 처분의 개념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Hanson(1980)은 처분과정이 문제인식, 처분의 필요성 인식, 처분방법의
탐색과 평가, 처분결정, 처분 후 결과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한편, 제품의 속성은 소비자들의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
품 범주에 따라 처분행동을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Burke et al.,
1978; DeBell & Dardis, 1979; Jacoby et al., 1977). 의복의 소비과정은
‘사장’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데 있어 다른 제품군과 차이가 있다
(VeVerka, 1974). 사장의복은 보유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활용하지 않
는 의복을 의미하며, 의복 자체의 품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원인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김시월, 조향숙, 2000; Guy &
소비는 구매 전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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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m, 2000). 김병미와 이재명(1997)의 연구에서 사장의복의 발생원인
은 치수, 오래됨, 낡음, 디자인 또는 색상에 대한 불만, 유행 변화 및 충
동구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착용하지 않는 옷이라도 상징
적 의미를 지니거나 체중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장의복을 처
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기도 하였다(Bye & McKinney, 2007).
의복 처분관련 연구는 사장 단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분행

태
광의의 개념으로 사
용한 연구(Birtwistle & Moore, 2006; Burke et al., 1978; Domina &
Koch, 1999; Ha-Brookshire & Hodges, 2009; Nicosia & Mayer, 1976)
와 증여, 재활용, 폐기 등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만을 나타내
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김시월, 조향숙, 2000; Bianchi
& Birtwistle, 2011)로 나뉜다.
동을 의복의 사장, 간직, 또는 불용상 를 포함하는

2. 의복 처분원인
후 활발하게 착용되었던 의복일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착용
빈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은 사장 또는 폐기에 이르게 된다. 소비자
의 의복 사장 및 처분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
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초기 관련 연구들은 사장 또는 폐기한 의복
의 수와 종류, 원인 및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홍연숙, 1998).
Fratzke(1976)는 의복 처분의 주된 이유를 부적합한 맞음새, 스타일,
기분, 오래됨 등이라고 하였다. VeVerka(1974)는 현재 의복에 의해 제공
되는 활용 가치가 의복의 원가보다 적거나 의복 유지비용이 의복 처분비
용을 능가했을 때 사장 또는 처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Morgan
and Birtwistle(2009)은 낮은 품질, 유행 변화, 목적성 구매 때문에 의복
처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국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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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경과 정정숙(1987)은 유행 변화, 디자인 불만, 의복
형태 및 색상의 손상, 체형변화를 의복 사장의 주요 원인으로 밝혔다. 김
병미와 이재명(1997)은 유행 변화, 오래됨, 낡음, 관리나 사용 중 손상,
디자인이나 색상 불만, 지나친 구입과 충동구매에 의해 보유한 의복을
더 이상 착용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의복에 대한 충동적 구
매나 과도한 구매와 같이 구매행동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김시월과 조향숙(2000)은 유행 변화, 의복변형, 의복관리, 체형
변화와 비계획적 소비가 의복 사장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의복을 사장 또는 처분하는 주요 요인으로 ‘싫증’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 윤정혜(1985; 김시월, 조향숙, 2000에서 재인용)
는 싫증, 치수, 유행 변화, 의복 손상, 지나친 구매 행위가 의복 사장의
원인이며, 손상이나 치수로 인해 사장되는 경우는 적다고 하였다. 이 외
에도 국내연구에서는 신은주(1989), 유연실(1996), 홍연숙(1998), 김시월
과 조향숙(2000)이, 해외연구에서는 Domina and Koch(1999)가 싫증을
의복의 사장 또는 처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처분행동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맞음새, 치수, 체형변화, 유행
변화, 품질불만, 오래됨, 낡음, 의복 손상, 의복관리, 지나친 구입 또는 비
계획적 소비가 처분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복의
사장이나 처분 요인들을 나열한 것에 그치며,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어
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감안하
면, 처분요인들로 인해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가 형성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장 또는 처분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jzen, 1985). 예를 들어, 의복의 맞음새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 후회 감
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오래된 의복에 대해 싫증을 느껴 사장 또는 처분
행동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조남혜, 박수경,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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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의 처분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감
정을 매개로 한 의복 처분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복 처분행동
의 주요요인으로 밝혀진 싫증이 처분행동을 매개하는 감정으로서 설명력
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싫증에 초점을 맞추어 싫증의 영향을 실증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3. 의복 처분방법
연구자에

따라

제품의

방

처분 법은

양

다 하게

류

졌

분 되어 다.

Winakor(1969)는 의복의 처분방법을 증여, 폐기, 판매, 교환, 수선하여
재사용, 단순폐기로 나누었으며, Jacoby et al.(1977)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목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방법, 폐기,
증여, 교환, 또는 판매를 통해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방법, 그리고 대여를
통해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한편, Domina
and Koch(1999)와 Moore and Birtwistle(2006)은 의복처분행동을 자선단
체에 기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증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 폐기로
분류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의복 처분행동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판매, 기부, 재사용과 폐기로 처분행동을 분류한 Joung
and Park-Poaps(2013)의 연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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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
본 절에서는 의복 애착과 의복 구매 시 투입의 개념을 제시하고, 두
개념이 의복 처분행동의 영향변수가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1. 의복 애착
1) 의복 애착의 개념
람 간의 관계에 있어 특정한 두 사람 간에 형성되는 감정 및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Bowlby,
1969). Schifferstein and
Zwartkruis-Pelgrim(2008)는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품 간에
도 감정적인 유대가 존재함을 밝히며, 제품 애착을 소비자가 제품과정에
애착은 사

서 경험하는 감정적 유대의 강도로 정의하였다. 소비자들은 제품

별

사용

물
며, 이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에 해당된다(Schultz, Kleine, & Kernan,
1989; Wallendorf & Arnould, 1988).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은
연결, 애정, 사랑, 열정과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애착은
특정한 생각, 느낌, 또는 행동으로 발현된다(Mugge, Schifferstein, &
Schoormans, 2010; Schultz et al., 1989).
한편, Klein and Baker(2004)는 제품 애착을 물질주의, 관여도, 브랜드
애착,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태도와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Thomson, MacInnis, and Park(2005)는 애착과 태도의 차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태도는 제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반면, 애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자와 물건 사이의 상호
과정에서 자신에게 특 한 의미를 지니는 소유 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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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게 되며, 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에
도 형성될 수 있는 반면, 애착은 소유자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하는 물건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Ajzen & Fishbein, 1980;
Baldwin et al., 1996; Ball & Tasaki, 1992).
Belk(1988)는 제품이 소유자에게 과거의 특정한 시간, 장소 또는 사람
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
품은 과거의 사람이나 장소와 물리적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유자에
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일종의 노스탤지아와 같으며, 과거에
대한 열망 또는 행복했던 시간과 관련된 소유물에 대한 애정을 의미한다
(Holbrook, 1993).
의복은 정서적, 표현적 성격을 지닌 제품으로 자기(self)와도 밀접한 관
계가 있다(Eicher, Evenson, & Lutz, 2000; Holbrook & Hirschman,
1982). 사람들이 특정 제품에 애착을 형성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자
아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와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
구와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은 외모관리와 의복착용을 통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적 이상에 부합하고자 하는 동시
에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한다(Thomson et al., 2005). 의복은 물리
적으로 신체와 가장 근접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에 비해 자기
개념과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는 제품이다(Hertz, 2011).
의복에 대한 애착은 의복의 속성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
될 수 있다. 의복 애착에 대한 유태선(1995)의 연구에 따르면 의복에 대
한 애착은 (1)디자인이나 색상과 같은 미적인 요소에 대한 애착, (2)의복
착용 시의 착용감, 편안함과 같은 기능적 요소에 대한 애착, (3)개성, 자
신감 등을 표현하는 면에 대한 애착, (4)착용자와 의복과의 조화에 대한
애착, (5)다양한 기능에 대한 애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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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 애착과 의복 처분행동
Kaiser and Freeman(1989)은 의복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
해서는 의복 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재의 문
화적 의미를 고찰한 McCracken(1986)의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지닌 의
미는 개인에게 전달되며 물건의 처분과정은 해당 물건에 부여한 의미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개인이 제품을 처분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은 보유한 제품에 대한 경험 및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

Mugge et al., 2010).
사람들은 활용하지 않는 의복일지라도 해당 의복을 자신의 자아의 일
부분으로 인식하거나, 상징성을 부여할 경우, 또는 중요한 기억, 감정, 장
소 또는 사람과의 유형의 연결고리로 인식할 경우 보관하려는 경향이 높
다(Bye & McKinney, 2007; Guy & Banim, 2000). 애착은 긍정적인 제
품 감정으로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약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애착을 형
성한 소유물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인다(Ball & Tasaki,
1992; Mugge et al., 2010; Schultz et al., 1988). 따라서 추억을 매개하
는 의복은 기능적 효용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추억이라는 자산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
다(

2. 구매 시 투입
1) 구매 시 투입의 개념
탐색, 대안

의복 구매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인식, 정보

평가, 구매단계를

윤남희, 2008).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위해 제품의 품질, 상표, 가
격 및 유행과 같은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탐색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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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Hg

& Beatty, 1987). 정보탐색 및 대안 평가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몇 가지 기준을 중
정을 내 다( el elson

심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은 제품 구매상황에서 소비자

최종단계에서 지불
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각한 가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Eckman, Damhorst, & Kadolph, 1990; Sweeney & Soutar, 2001).
한편, 의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 금전적 노력 이외에도 정보적, 시간적
노력과 같은 비금전적 노력이 투입된다(변용남 2008). 비금전적 노력은
소비자가 구매이전과 구매시점에서 수집하는 정보, 정보탐색과 구매결정
을 위해 고민한 시간, 또는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교환, 수선, 예
약하는데 들인 수고를 의미한다(Bloch, Sherrel, & Ridway, 1986).
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구매

2) 구매 시 투입과 의복 처분행동
의복 사장 및 처분관련 선행연구에서 투자가치는 처분결정에 영향을

졌 VeVerka(1974)에 따르면, 소비자는 의복의
현재 활용 가치가 의복의 현재 원가보다 낮거나 의복의 유지비용이 의복
처분비용을 능가할 때 보유한 의복의 처분을 고려하며, 변용남(2008)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의복의 현재 가치는 구매 시 투입한 비금전적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Bye and McKinney(2007)는 소비자가 착
용하지 않는 의복을 보관하는 이유에는 투자가치가 포함되며, 보유한 의
복을 버리기에는 투자한 금전적 비용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를 들
면, 유행이 지나긴 하였으나 높은 비용을 지불한 디자이너 의상을 처분
할 때는 보관을 하거나 기관에 기부하여 자신이 투자한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omina and Koch(1999)는 소비자
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높은 가치를 지닌 옷은 증여, 재판매 또는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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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통해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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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의복 소비과정에서 느끼는 싫증감정이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절

차를 소개한다.
제 1 절에서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소개한다. 제 2 절에서는 연구
문제를 정성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개인 심층면접의 조사내용, 절차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3 절에서는 정량적 연구의 측정도
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의복
행연구들을

재활용 처분과정에서 싫증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선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1. 연구문제
후 감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감정이 소비과정에서 큰 영향력
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Oliver, 1993). 선행연구에서 의복에 대한
싫증은 의복을 처분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관련요인에 대
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연구문제 1에서는 의복 소비과정에서
의복 싫증의 관련원인을 정성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뒤, 정량적 조사를
실행하여 의복 싫증 관련요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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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을 규명한다.
므

의복 소비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 로, 부정적
인 감정에 해당하는 싫증은 의복의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된다. 따라서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 1에서 도출한 의복 싫증의 관
련요인이 의복 싫증을 매개로 하여 보관의도와 처분의도로 이어지는 구

방
알아보고자 한다.

조 정식모형을 구성하여

각

요인의 영향력과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연구문제 2.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과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1. 의복 효용감소와 보관의도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2. 의복 효용감소와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3. 새로운 의복구입과 보관의도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
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4. 새로운 의복구입과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
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또한 일
종의 의사결정과정으로서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Roster, 2001). 따라서 연구문제 3에서는 싫증을 느낀 의복의 처분을 결
한편, 의복을 처분하는 것은

정함에 있어 해당 의복에 대한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이 미치는 조절효과

볼 것이다.

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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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의복 싫증이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1.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의 관계에서 의복 애착의 조절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2.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의 관계에서 의복 애착의 조절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3.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의 관계에서 구매 시 투입의 조절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4.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의 관계에서 구매 시 투입의 조절
효과를 알아본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의복 싫증 관련요인이 의복 싫증을 매개하여 보관의도와 처
분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구모형을 구성하였다.

1

[그림 3-1]과 같이 연

바탕으로 의복 싫증 관련요인을 도출하여 나머지
연구문제들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의복 싫증의 관련요
인을 F1, F2...F 으로 표기하였다. 의복 처분행동은 소유한 의복을 보관하
고자 하는 의도와 증여, 기부 및 재활용(폐기) 방법을 통해 처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의 결과를
n

-

19 -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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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성적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심층면접

v u

h

v w IDI)을 시행하였다. 심층면접법은 특정한 주
제에 대해 면접자의 질문에 따라 면접 대상자의 생각, 의견, 사실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접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질
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이은영, 정인희, 2002). 본 연구는 의복에 대한
감정적인 요인인 싫증의 잠재적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예상
하지 못했던 상황과 이유를 밝히는데 있어 진실되고 심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대일 심층면접법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Malhotra, 2008).
본 절에서는 개인 심층면접의 조사내용, 절차 및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indi id al dept -inter ie ,

1.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개인 심층면접을 실시한

목적은 의복 소비과정에서 느끼

잠재적 요인 및 처분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펴봄에
있다. 우선,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 질문과 도입 질문으
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이어서 응답자들에게 지난 계절 또는 1년 간
입지 않은 의복이나 최근에 처분한 의복을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여 보유한 의복에 대한 면접 대상자의 기억을 환기시킨 뒤, 각 의복에
대한 주 질문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복 처분행동과
관련하여 면접 대상자의 개인적 성향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한편, 의복 싫증감정을 알아봄에 있어 ‘싫증을 느끼는 혹은 느꼈던 의
복’을 직접적으로 질문할 경우,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 및 의복 사용과 처
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제한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
었다. 따라서 응답자가 싫증의 감정을 언급한 경우 해당 의복에 대한 구
는 싫증감정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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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및 사용 경험에 대해

질문하여 의복 싫증이 발생하는 맥락 및 원인과

른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 심층면접의 진행을 위해 구성한 지침은 [그림 3-2]와 같다.

더불어 이에 따

[그림 3-2] 개인 심층면접 지침

2. 조사절차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많은 수의 표본을 다룰 수 없으며, 적은 수의
사례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원이 될 수 있다(Malhotra,
2008). 심층면접 대상자 수는 의복 처분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실시
한 질적 연구의 표본 수를 바탕으로 20명으로 설정하였다(조남혜, 박수
경, 2012; Ha Brookshire & Hodges, 2009).
기존 의복 처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
어져왔다(김시월. 조향숙, 2000; 노영래, 김시월, 2002; 이재명, 1996;
Bianchi & Birtwistle, 2011; Morgan & Birtwistle, 2009). 그러나 본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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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복 소비 연구에서 확장하여
을 모두 포함하는 소비자의 의복 소비행동을 규명하고자

남성과 여성
하며,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로 설정하였다.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법과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에 의거하여 연구의 의도에 적합한 20대에서 40대 남녀 소비자
20명을 선정하였으며, 면접 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20명 중 13명이 여성, 7명이 남성이었으며, 연
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였다.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직업은 학생 10명,
회사원 8명, 연구원 및 강사 각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의복 처분방법은 재활용, 증여,
폐기, 기부, 재판매로 다양했으며, 주된 처분방법은 재활용으로 나타났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면접 내용을 소개한 뒤, 구두 또는 메일로 참
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 한해 면접 일자 및 장소를 정하였다. 심층면
접은 2013년 8월 27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하였
으며, 개인 당 면접 소요시간은 약 20분에서 40분 정도였다. 면접 대상자
들을 개별로 만나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편안
한 상태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장소는 면접 대상자가 자연스
러운 환경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거주지
혹은 학교나 사무실 근처에서 실시하였다.
개인 심층면접 대상자는

-

23 -

[표 3-1] 개인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거주형태

주요 의복 처분방법

1

여

26

미혼

회사원

오피스텔

증여, 폐기

2

남

28

미혼

대학원생

아파트

증여

3

남

27

미혼

회사원

아파트

재판매, 재활용

4

여

26

미혼

회사원

오피스텔

폐기

5

남

28

미혼

회사원

아파트

재활용

6

여

25

미혼

대학원생

아파트

재활용

7

남

27

미혼

대학원생

기숙사

재활용, 폐기

8

여

27

미혼

회사원

오피스텔

재활용

9

여

27

미혼

대학원생

오피스텔

재활용

10

여

30

미혼

대학원생

아파트

기부, 재활용

11

여

40

기혼

대학원생

아파트

재활용

12

남

26

미혼

대학생

아파트

재활용

13

여

26

미혼

강사

아파트

증여, 재활용

14

남

30

미혼

대학원생

오피스텔

보관

15

여

42

미혼

대학원생

아파트

재활용

16

여

26

미혼

회사원

오피스텔

재활용, 폐기

17

여

26

미혼

대학원생

아파트

증여, 재활용

18

여

25

미혼

회사원

오피스텔

재활용

19

여

26

기혼

연구원

아파트

기부, 재활용

20

남

31

미혼

회사원

오피스텔

재활용, 폐기

1990)이 사전 질문 구성 정도에 따라 유
형화한 면접법인 비정형 대화식 면접(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 면접 지침법(interview guide approach), 표준화된 자유응답
식 면접(standardized open-ended interview), 폐쇄 고정 응답 면접
(closed, fixed response interview) 중 면접 지침법을 따랐다. 면접 지침
법은 사전에 주제나 논점이 구체화 되어있는 편으로, 면접 진행과정에서
질문 순서나 용어 표현을 면접자가 자유롭게 구사하는 방법이다(Patton,
1990).
면접 진행에 있어서는 Pa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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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방
y
y
Sheeshka and Daly(2001)의 정성적 연구에서 사용한 지침을 따라 연구
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접 시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
하에 녹취한 대화내용을 컴퓨터로 문서화하여 녹취록의 반복적인 분석과
해석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
분석 법으로는 내용분석(content anal sis)을 사용하였으며, Paisle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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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량적 연구방법 및 절차
방
측정변수들의 정의
와 측정도구를 소개한 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본 절에서는 정량적 연구 법인 설문지법에 사용한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설문지는 의복 구매
행동, 의복 사용 및 처분행동, 사장의복경험,
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

그리고

학

인구통계 적 특성

답

의복 구매, 사용 및 처분행동관련 문 은 응 자들의 평소 소비행동을

측정하기

항 답
의복 중 지난 계절 또는 지난 일 년 간 착용하지 않은 특정 의복에 대한
감정과 소비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지선다형, 5점 리커트 척도,
7점 리커트 척도와 자유기술형 문항을 사용하였고, 설문 개요는 [표
3-2]와 같다.
위한 것이며, 사장의복 소비경험관련 문 은 응 자가 보유한

[표 3-2] 설문의 개요
구분

범주 및 측정내용

문항 수

Ⅰ

의복 구매행동

3

5점 리커트척도a
7점 리커트척도b

Ⅱ

의복 사용 및 처분행동

3

다지선다형
7점 리커트척도b
자유기술형

Ⅲ

사장의복의 소비경험

8

다지선다형
7점 리커트척도b
자유기술형

Ⅳ

인구통계학적 특성

10

다지선다형
7점 리커트척도b
자유기술형

a. 5점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b. 7점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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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1)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
름 끝나가는 시점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지
난 봄 또는 여름용 외출복 중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는 옷 한 벌을 선
택하여 해당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이 중 의복 싫
증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을 여 이

의복 싫증감정은 보유한 의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전반적인

맥락에서 형성되며, 사장이나 처분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 관련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 의복 사용과정에서의 평가
및 사장 및 처분원인에 관한 선행연구인 유연실(1996), 김정아(1997), 홍
연숙(1998) 및 Koch and Domina(1997)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
의 개인 심층면접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
쳤다.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3-3]과
의복 소비

같다.
[표 3-3] 의복 싫증 관련요인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유행변화

문항내용

출처

유행에 뒤떨어져서
오래된 옷이어서

물리적
효용감소

유연실(1996),

옷이 낡아서

김정아(1997),
세탁/착용 중 모양이 변하거나 지퍼 등이 고장나서
역할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적합성

& Domina(1997)을
본 연구에 맞게

나이에 맞지 않아서

재구성,

입을 만한 기회가 없어서
새로운
의복구입

홍연숙(1998), Koch

연구자 개발

대체할 옷을 구입해서
비슷한 옷은 아니지만 새 옷을 구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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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 싫증
루

겨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소비과정에서 제품에 대해 지 함이나 지 움

태
즉, 구매, 사용, 처분의 소비
과정 전반에 걸쳐 형성되며, 보유한 의복에 대해 짜증, 지겨움, 낮은 흥
미, 또는 시선회피욕구를 느끼는 상태라고 보았다.
소비관련 감정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
도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Mehrabian & Russell, 1974; Izard, 1977;
Plutchick, 1980), 제품의 소비과정에서 유발되는 싫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대신 광고 싫증반
응에 대한 김은희와 정진택(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감정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광고에 대한 감정반응은 즉각적으로 형성되므로 소비과정
에서 경험하는 감정과는 차이가 있으나(이학식, 임지훈, 2002), 김은희와
정진택(2012)의 연구는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싫증 감정이 아닌 반복적
소비로 인한 광고 싫증을 측정했으므로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개의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으며,
설문 시에는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과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보유한 의복
중 지난 봄, 여름에 전혀 착용하지 않은 의복 한 벌에 대해 ‘현재 느끼는
감정’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부문항은 [표 3-4]에 정리하였
을 느끼는 상 ’로 의복 싫증을 정의하였다.

다.
[표 3-4] 의복 싫증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출처

지루하다
김은희, 정진택

짜증이 난다
의복 싫증

(2012)을 본 연구에
질린다

맞게 재구성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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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애착
본 연구에서 의복 애착은 ‘의복 소비과정에서 형성하는 감정 및 정서

얼마
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활용하지 않
은 의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응답자가 선정한 사장의복을 잘 활용
했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애착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복 애착 측정에는 Park, MacInnis, Priester, Eisingerich, and
Lacobucci(2010)의 브랜드 애착 측정문항 중 브랜드-자아 연결
(brand-self connection) 및 상징성과 관련된 4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사
용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관한 내용은
[표 3-5]에 명시하였다.
적 유대감’으로 정의되며,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해당 의복이 자신과

[표 3-5] 의복 애착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출처

그 옷은 한 때 나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느꼈
다
그 옷은 한 때 나의 일부였다
의복 애착

그 옷은 한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Park et al.(2010) 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보여주는 옷이었다
그 옷은 나의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옷이었다

4) 구매 시 투입
소비자들의 처분행동에는 구매 시 지불한 비용과 같은 금전적 노력과

남

정보적, 시간적 투자와 같은 비금전적 노력이 영향을 미친다(변용 ,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노력과 비금전적 노력을 합쳐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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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시 투입’이라 정의하고, 싫증을 매개한 의복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측정하기 위해 구매행동 관련 연구 중 가격, 정보원,
계획구매 및 비계획구매에 관련된 박혜원, 장춘희(2005)와 최미영(1997)
의 연구를 바탕으로 변용남(2008)이 구성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상
세한 내용은 [표 3-6]에 제시하였다.
구매 시 투입을

[표 3-6] 구매 시 투입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문항내용

출처

그 옷을 사기 위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
금전적

하였다

투입
그 옷은 평소 사던 옷들보다 비싼 편이었다
그 옷을 사기전에 신문, 패션 잡지, 인터넷 등의 정보

박혜원, 장춘희
(2005), 변용남

를 찾아보았다

(2008), 최미영(1997)
그 옷을 사기 위해 예약을 하거나 판매원에게 구해줄
비금전적

것을 부탁하였다

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투입
그 옷을 사기전에 상당한 시간을 고려하였다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사기 위해 다른 색깔이나 사이즈
로 교환하였다

5)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
본 연구에서는 의복 처분행동을 ‘소비행동의 한

떠

범주로서 의복을 통하

충족시킨 후의 처리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보관의도
와 처분의도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의복 처분의도는 의복을 주변인에게
증여,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에 기부 및 헌 옷 수거함에 넣는 재활용 방
여 어 한 욕구를

법을 포함한다.

-

30 -

된 처분방법인 재판매와 폐기 관련 항목은 요인부하
량이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Harrell &
McConocha, 1992). 이는 아직 의복의 재판매가 다른 처분방법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복을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기보다는 재
활용, 즉 헌 옷 수거함에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처분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 심층면접에서도 헌 옷 수거함에 처리하는 것을
사실상 폐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문항은 권기대, 김승호, 이순자(2002), 김병미와 이재명(1997),
Domina and Koch(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
으며, 각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부 문항은 [표 3-7]에
선행연구에서 제시

제시하였다.
[표 3-7]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요인
보관의도

문항내용
그대로 보관할 것이다

출처
김병미, 이재명(1997)
권기대 등(2002),

주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처분의도

김병미, 이재명(1997),
Domina & Koch

중고시장에 판매 할 것이다(벼룩시장, 온라인 장터 등)
헌 옷 수거함에 넣을 것이다

(1999)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2. 자료수집
앞서 설문지 문항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부터 약 일주일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20대에서 40대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척도와 문항을 검증한 뒤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본 조사에

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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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패널 중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은 총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2013년 10월 10일부터 약 2주일간 총 300 사례의
유효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문제의 실증적 규명을 위한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8]과 같다. 성별과 연령대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 각 150명, 20
대에서 40대 각 연령대별로 100명씩 구성하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
업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월평균 개인 총수입은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의복 구매액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본 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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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20대

100

33%

30대

100

33%

40대

100

33%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

최종

대학교 재학

학력

나이

변수

구분

빈도

비율

50 만원 미만

30

10%

50

이상 - 100 미만

23

8%

월평균

100

이상 - 200 미만

52

17%

14%

개인

200

이상 - 300 미만

69

23%

43

14%

총수입

300

이상 - 400 미만

61

20%

대학교 졸업

185

62%

400

이상 - 500 미만

41

14%

대학원 재학 이상

31

10%

500 만원 이상

24

8%

무직

11

4%

10 만원

68

23%

전업 주부

29

10%

학생

48

16%

직업

월평균

10

이상 - 20 미만

110

37%

20

이상 – 30 미만

62

21%

30

이상 – 40 미만

32

11%

40

이상 – 50 미만

10

3%

18

6%

265

88%

29

10%

6

2%

0

0%

의복
일반사무직

142

47%

전문직

41

14%

서비스업

6

2%

50 만원

주택

35

12%

가족과

연립 주택

56

19%

단독

구매금액

혼자
동거인

미만

이상
거주
거주

거주

아파트

189

63%

형태

오피스텔

10

3%

등)과 거주

기숙사

1

0%

기타

기타

9

3%

여부

동거인(친구, 룸메이트

3. 자료분석
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절 는 다음과 같다.

답

우선, 응 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

1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인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항목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인 의복 싫증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측정모형에 투입
한 변수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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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측정변수의

뢰
구조방정식

측정변수의
모형분석(structural

기술통계량 및 신 도를 도출하여

뢰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여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과 보관 및
신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어서

처분의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인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

h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AMOS 18과 SPSS 21을 사용하였다.

( ierarc 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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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성적 연

구와 정량적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1 절에서는 개인 심층인터뷰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복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며 처분과정에서의 싫증
의 역할 및 관련요인을 알아본다. 제 2 절에서는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
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정성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의복 싫증 관련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뒤,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과 처분의도
에 대한 싫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
제

의 관계에서 애착 및 구매 시 투입노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제 1 절 의복 싫증과 의복 처분과정 (정성적 연구결
과)
료

본 절에서는 의복 소비과정에 대한 개인 심층면접 자 의 해석 결과를

Hanson(1980), Ha-Brookshire
and Hodges(2009) 및 Roster(2001)의 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Hanson(1980)이 제시한 소비자 제품 처분의 개념적 패러다임에 따르면
처분과정은 문제인식, 탐색과 평가, 처분결정 및 처분 후 결과 단계를 거
제시한다. 심층면접결과의 해석에 있어

친다.

별

의복 처분과정을 단계 로 살펴보면서 의복을 사장 또는 처분하는
인을

원

알아보고, 이 중 의복 소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싫증 감정에 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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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의복 싫증의 개념 및 관련요인과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다. 면접내용의 해석 결과, 다음과 같이 총 네 개의 카테고리가 도출되었
다: (1)의복 처분대상 선정, (2)의복 사장 및 처분원인, (3)의복 싫증의
경험, (4)의복 처분여부 및 처분방법 결정
맞

1. 의복 처분대상 선정
(1) 의복 처분계기 및 처분주기
Young and Wallendorf(1989)는 처분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
므로 소유물에 대한 감정적 또는 물리적 분리가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려우며, 처분과정은 급속하게 혹은 천천히 진행된다고 하
였다. 처분과정은 소유물과 자신 간의 물리적, 심리적 관계를 끊는 과정
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나 물건에 거리를 두는 행동으로부터 출발
한다(McCracken, 1986; Young & Wallendorf, 1989).
면접결과, 의복의 주요 처분계기는 옷장 정리와 옷장 공간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옷장 정리는 보유한 옷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
며, 주로 계절이 바뀔 때 일 년에 한두 번 또는 매 계절마다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자신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 계절
옷을 옮기는 과정에서 옷을 다 꺼내놓고 처분할 의복과 세탁 및 드라이
를 할 옷들을 골라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개월에 한 번? 시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지난 계절 옷은 옷장에 집어넣고
이번 계절 옷을 꺼내놔야 되니까 , 시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뒤집는 것 같
아요. 최근에 처분한 게 이번 봄, 바뀔 때. 옷 정리할 때 다 꺼내놓으면서
되게 많이 처분했는데...” ··············································································· (사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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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정리할 때. 계절 바뀔 때 일 년에 두 번 정도. 보통 드라이 맡겨야 될 거
딱 정리하고 ‘이건 버리자’ 해서 버릴 거 왕창해서 남을 주거나 버리거나
그래요.” ············································································································· (사례 11)

옷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옷장 공간의
함께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부족을

“연말 전에는 잘 안 버려요. 아무리 잘 안 입더라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공간
많이 차지하면 연말 연초?” ·········································································· (사례 18)
“저는 자취하니까 계절이 지나면 집에 옷을 다 보내버려요. 자취방 복잡하니
까 드라이 맡길 것도요. 그 때 한번 씩 추려내는 것 같아요.” ·············· (사례 9)

않는 옷이 발견되거나 새 옷을 구입할 경우 옷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때 그 때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응답자
(사례 6)는 본인의 옷장을 “포화상태”라고 표현하였다.
평소에 입지

“ ‘아 이거 입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 때. 딱히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
고요.” ············································································································· (사례 15)
“요즘에는 너무 옷장이 포화상태라서 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안 입는 옷들은
두 세 벌씩이라도 나가는 길에 헌옷수거함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 (사례 6)
“빨래를 개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거나 너무 흐트러져있다 생각이 들 때는

좀 들어내요.”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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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이사와 취업과 같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의복 처분결정
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Young and
Wallendorf(1989)가 말한 “결정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이사가 잦은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보다는 이사 시
점에 주로 처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이번에 취업하고 이사하면서 진짜 대대적으로 옷 정리를 했어요. 안 입을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집으로 내려 보내거나 버렸어요.” ··························· (사례 8)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마다 2년에서 3년 정도 안
입는 옷들이 발견될 때는 미련 없이 버리는 편이고, 솎아내면서 정리해요,”
······························································································································ (사례 4)
“미국에 있을 때는 이사를 맨날 해서 기숙사에 있거나 아파트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하나씩 버리던지 최소 한 두 달에 한 번 처리를 했어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 년에 한 번 뺐어야 했고, 아파트 나가서도 2년 밖에
안 살았는데 그 때는 1년 주기로 처분했어요.” ······································· (사례 13)

께 또는 따로 사는 가족의 권유로 입지 않는 옷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응답자는 처분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수
동적인 입장이었고, 권유를 한 사람(대체로 어머니)이 처분을 대신 해주
함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놓 데 항상
어머니께 연락이 와요.” ················································································· (사례 19)
“보통

입는

걸

까안

위주로 입으니

입는

옷은

따로

집에

보내 는

“옷장에 안 입는 옷들 많으면 옷을 정리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안 입는 옷들
은 집에 갈 때 챙겨가서 놔 버리는데, 어차피 버리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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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바뀔 때 집에서(본가 어머니께서) 정리한다고 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해요.” ··················································································· (사례 7)
까

만 보내니 . 보통

“솔직히 자진해서 버린 적은 잘 없어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것 좀 치워라', '안 입는 옷들은 버려라' 이럴 때만 버렸어요.”
···························································································································· (사례 18)

(2) 의복 처분대상 탐색
류 제품을 구매한 이후 입지 않게 되기까지의 절대적인 사
용 기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복 착용 비율과 폐기 전까지의
사용 기간은 개인적 특성들과 소비자의 의복 관리 방법, 또는 유행의 변
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면접결과, 어떤 이유에
서든 간에 소비자가 최근 입지 않은 의복이 우선적인 처분대상으로 나타
소비자가 의

났다.

“입는 비중이 30%?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릴 때 오래 입던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올 해나 두 해 정도 한 번도 안 입은 애들 있잖아요, 옷 자
체는 멀쩡하지만 ‘아 얘는 수명이 끝난거구나’ 해서, 그런 애들을 모아서
버리는 거에요.” ······························································································· (사례 11)
“처분기준은 최근 2년 간 한 번도 안 입은 것, 그리고 유행 너무 지났는데
아까워서 그냥 갖고 있던 옷이요.” ······························································· (사례 3)

안 입는 옷이라 할지라도 평소 의복 사용과정 중 반드시 처분해
야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미뤄왔던 옷이 아닌 이상 처분
결정을 보류하고 보관 또는 사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
컨대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착용 빈도가 낮거나 안 입는 옷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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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

루 습
국여
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Woodward(2007)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유한 의복의 활용도는 0%에서 42% 정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에서도 선행연구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긴 하나 20%에서
80% 정도(평균 약 40%)의 의복 활용도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처
분결정을 보류한 상태에 있는 의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본가로 우선 보내 고 처분결정을 미 는 모 도 나타났다. 영

“안 입더라도 주로 킵(keep)해놔요. 대신 주로 사용하는 옷장에 두지 않고
팩에 싸서 창고 같은데에 넣어둬요.” ························································· (사례 14)
“옷장

정리할

때 봐서 앞으로

절대로

안

입을 것 같은

건 꺼내서 겨울옷

넣어놓은 서랍에 접어서 같이 놓았어요. 바로 버린다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
지

않는 곳에 둔달까? 그래요.” ····································································· (사례 8)

2. 의복 사장 및 처분원인
렇

된 의복은 잠재적인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
므로, 처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장의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접 대상자들에게 보유한 봄, 여름 옷 중에서 올 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에 대해 먼저 물어본 뒤, 가을, 겨울 옷 중 지난 해 전혀 착용하지 않
았던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맞음새(fit), 사이즈, 디자인 또는 색상, 유행 변화, 단순 싫증,
특수성, 새로운 의복 구입, 신체 변화, 취향 변화, 나이 변화, 신분 변화
가 소유한 의복을 입지 않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사장의복의 발생원인과 같다(김시월, 조향숙, 2000; 변용남, 2008;
Fratzke, 1976; Ha-Brookshire & Hodges, 2009).
사장의복에 이어 처분의복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의복을 처분하는 이유
이 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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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체 디자인 또는 색상, 특수성, 새로운 의복구
입, 신체 변화, 취향 변화, 유행변화, 나이변화와 같이 사장의복의 발생원
인과 대체로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 기능과 관련된
오래됨, 낡음, 손상과 같은 요인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었다. 즉, 앞서 언급
한 다양한 이유들은 착용 빈도가 낮거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개
인적 특성과 옷장 크기와 같은 환경적 여건에 따라 보관 혹은 처분이 결
정되지만, 낡거나 변형 또는 변색으로 인해 물리적, 미적 기능을 상실한,
소위 “후줄근해진(사례 11)” 의복은 사장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복의 변형 또는 손상은
옷이 오래되거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맞음새, 사이 , 신 변화,

“셔츠 같은 경우는 좀 낡았다거나 안 입을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수거함
에 넣어요.” ········································································································· (사례 1)
“하얀 옷 같은 경우에는 누래지기도 하니까 1~2년 입으면 못입죠... 약간 소재
가 모직 같은 옷이었는데 제가 세탁을 잘못해서 옷 자체가 망가져서 도저히
입을 수도 없고, 쓸모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버렸어요.” ·············· (사례 16)

양 원인 중 유행의 변화로 인한 처분행동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의복이 디자인이나 색상과 같
은 속성이 유행에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이며, 면접 대상자들은 유행에
맞지 않는 옷들을 유행하던 당시에는 잘 입었지만 “이제는 입기 어색해
요.(사례 11)”, “절대 못 입어요, 어떻게 입어요.(사례 3)” 라고 말하였다.
사장 및 처분의 다 한

“청바지는 한창 부츠컷 유행하다가 스키니로 다 돌아오고 나서 그 부츠컷이
좀 심한 건 못 입겠는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바지도 있긴 한
데, 너무 핏 앤 플레어(fit & flare)되어서 라인이 있는, 유행의 절정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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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들은 버렸어요.” ··························································································· (사례 15)
“정말 심플한데 그 때의 룩을 유행을 따랐던 정장. 예를 들어 가죽 프레임이
달린 셀린느 스타일 정장을 샀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핫하게 잘 입었지만
올해 입을 땐 참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뭔가 그 때 스타일을 따랐던 제품
은 아무리 정장 뭐라고 해도 한 두 해가 지나면 입기 어색해지는 거죠. 그럼
그런 옷들은 아까워서 한 두 해 두다가 결국 버리는 거에요.” ··········· (사례 11)

므

즈
중요하게 작용한다(Bye & McKinney, 2007). 따라서 신체 변화나 구입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맞음새나 사이즈에 불만이 생기게 될 경우 옷의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처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의복은 소비자가 직접 착용하는 제품이 로 사이 와 맞음새가

“핏이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안 입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
닌?” ···················································································································· (사례 15)
“매장언니가 입은 걸 보고 샀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생각했던 핏과 차이가 있
었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때문에 안 입었어요.” ·································· (사례 5)

원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관련되
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의복은 착용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
용되기 때문에 나이, 유행, 직업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바뀌게 되면 취향
이나 의식이 변화하여 의복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wyer, 1999;
Gregson. Brooks, & Crewe, 2001; McDowell & Court, 1994). 예를 들
어, 신체 변화로 인해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된 경우(사례 14), 신분 변화
로 인해 디자인에 불만이 생긴 경우(사례 12, 18), 유행 변화로 인해 디
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경우(사례 15), 또는 나이가 들어 취향이
바뀐 경우(사례 15)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사장 및 처분 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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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때문에 안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 일 년 전만해도 운동을 많이
해서 체중이 지금보다 한 7~8키로 정도 더 나갈 시절이 있었으니까. 특히 남
자들은 어깨운동이나 가슴운동을 하면 옷이 통이 안 맞아서 겨울에는 안에
니트 입고 위에 코트 같은걸 입으면 품이 안 맞아서 겨드랑이가 너무 불편해
요. 작년에 캘빈클라인에서 샀던 코트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진짜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이 커 보여요. 아무래도 체형변화? 때문에 안 입는 것 같아
요.” ····················································································································· (사례 14)
“취업 한 후에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얇든 아니든 간에 누
구의 시선도 신경 안 쓰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너무 비치지 않을까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신기한 게, 평소에도 안 입게
되더라구요. 손이 안가요.” ·············································································· (사례 1)
“아무래도 생활하는 패턴이나 포지션이 바뀌면 스타일도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인턴중인데 좀 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옷을 지금 입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 (사례 12)
“코듀로이 바지를 몇 년 전엔 잘 입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잘 안 입게 되는?
약간 유행이 아닌 것도 있고, 너무 애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 (사례 15)

3. 의복 싫증의 경험
(1) 의복 싫증의 표현
면접결과, 의복을 사장 또는 처분하는 이유로 의복 소비관련 감정 중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싫증은 제품의 소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으로, 외부 자극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점차 유발되며, 의복 구매 당시에 제품에 대해 느낀
싫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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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 뜻한다(김경진, 2013; Desmet & Hekkert, 2007).
한편, 사람들에게 감정을 묘사하라고 하면 흔히 한 감정을 통해 다른
감정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전미영, 2006). 본 연구에서는 의복 싫증을
‘보유한 의복의 소비과정에서 특정 의복에 대해 느끼는 지루함이나 지겨
움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므로, ‘지루함’, ‘지겨움’, ‘흥미가 떨어짐’,
‘질림’, ‘시선을 회피하게 됨’ 등 소비자가 인지하는 매력이나 선호의 감
감정이 변 음을

소를 나타내는 표현 또한 싫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례 15)”과 같이 ‘싫증’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보다 “질린다(사례 10)”, “싫증이 난다(사례 11),”
“지겹다(사례 8)”, “더 이상 안 예뻐 보인다(사례 12)”, “촌스러워 보인다
(사례 14)”, “한참 소모하고 나면 가치가 뚝 떨어진다(사례 11)” 등과 같
이 같은 싫증을 내포하는 다른 표현들로 더 많이 언급되었다.
면접결과, 단순 싫증(사

[표 4-1] 의복 싫증의 표현
항목

서술내용

사례번호

그냥 싫증? 단순 싫증 때문이다

15

싫증이 나버리는 것 같다

11

질린다

싫증, 즉 질린 것이다

10

지겹다

아예 안 입는 옷은 아닌데 좀 지겹다

8

싫증

남들이 보기에는 디자인이나 품질이나 아직 충분히 멀쩡한데 그냥
내 감정상에서만 굉장히 outdated 되어서 내 눈엔 전혀 안 예쁘다

11

안 예쁨
더 이상 안 예뻐 보인다

12

사는 순간에는 예뻐 보여서 샀는데 지금 보면 별로 안 예쁘다

17

촌스럽다

4

지금 생각해 보면 촌스러워 보인다

14

한참 소모하고 나면 가치가 뚝 떨어진다

11

촌스러움
가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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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 싫증의 원인
답
낀 보유 의복의 소비경험과 관련하여 의복의 오
래됨 또는 낡음, 유행 변화, 새로운 의복 구입, 나이 또는 신분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물리적 효용감소, 상황의 변화 또는 새
로운 의복구입이 보유한 의복의 디자인이나 색상과 같은 제품속성에 의
복에 대해 초기에 느꼈던 매력이 감소하여 지루함, 지겨움과 같은 감정
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응 자들은 싫증을 느

다.
첫째로, 의복이 오래되거나 낡아 사용자를

흥미롭게

만드는 새로움이

례
m h 1981). 이는 소비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인지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Oliver, 1980), 물리적 효용
의 감소가 싫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복이
오래되어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미적 가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감소한 싫증 사 가 나타났다(S it ,

해석할 수 있다.

“매 겨울 되게 잘 입었었어요. 따뜻하기도 하고, 유행을 그렇게 타지도 않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거여서 되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오래 되서 이제는 좀 지겨워요.” ··········································· (사례 6)
“한 3~4년 전쯤에 산거다 보니까 지겹다고 해야되나?” ························ (사례 15)

례

람

옷에 대
해 싫증을 느끼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유행이 지난 옷에 대해
사람들은 “촌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유행의 변화로 인해 싫증이 발생한 사 로, 사 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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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해만 되도 약간 올드(old)하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트렌드가 일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시즌 마지막에 세
일한다고 샀던 것들을 거의 버리거나 안 입게 되었어요.” ··················· (사례 11)
“몇 년 전에 입었던 바지인데 상태는 아마 되게 좋을거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입고 싶지 않은 옷이에요.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워서 ‘내가 그때
그걸 왜 입고 다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예뻐요.” ····················· (사례 12)
“목이랑 팔에 양털이 달린 잠바를 당시 유행할 때 마음에 들어서 그 비슷한
류의 잠바를 세 개 정도 샀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촌스러워 보이더라구
요.” ····················································································································· (사례 14)
또한, 기존에
경우에는

잘 활용했던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신분이 변화한

취향이 변하거나 사회적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변화해서 싫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마크 제이콥스나 제임스 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 샀을
땐 되게 좋아했는데 1~2년 지나니까 스타일, 취향이 변해서 올해 청바지류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 (사례 13)
“대학교 4학년 때 백화점 가서 샀는데 그 때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해
서 진짜 많이 입었어요. 근데 취업하고 다시 입으려고 보니까 땡땡이가 좀 유
치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더라구요.” ························································· (사례 16)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복을 구매한 경우 보유한 의복에 대해 상대적으
로 지루하게 느끼는 사례가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클래식이

있지만,

항상 그 때 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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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기분

좋은 룩

k

까 일 년 정도밖에 안 지난 옷도 올드(old)하게 느껴져서

(loo )을 사다 보니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 (사례 11)
의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맞음새나 사이즈 불

체 손상되어 물리적 효용이 사라진 경우는 단순히 착용
이 불가능한 것일 뿐, 싫증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의복의 디자인적 요소가 뚜렷한 경우에는 상황적 변화와 관계없이 그 자
체로 싫증이 더 잘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이나 의복 자 가

[표 4-2] 의복 싫증 관련요인
항목

서술내용
바로 다음해만 되도 약간 올드(old)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사례번호
11

몇 년 전에 입었던 바지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입고 싶지 않다.
유행변화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워서 ‘내가 그때 그걸 왜 입고 다녔지?’ 이

12

런 생각이 든다. 안 예쁘다
당시 유행할 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촌
스러워 보였다

14

너무 오래 되어서 이제는 지겹다

9

한 3~4년 전쯤에 산거다 보니까 지겹다

15

낡아서 보기 싫고 안 예쁘다

13

오래됨
낡음
나이변화

신분변화

1~2년 지나니까 스타일, 취향이 변해서 올해 청바지류는 한 번
도 안 입었다
취업하고 다시 입으려고 보니까 땡땡이가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였다
항상 그 때 그 때 유행하는 기분 좋은 룩(look)을 사다 보니까

새로운
의복구입

일 년 정도밖에 안 지난 옷도 올드(old)하게 느껴진다
주된 빈도를 채우는 다른 옷들을 장만을 하면 기존의 옷들은 상
대적으로 안 입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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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6

11

17

4. 의복 처분여부 및 처분방법 결정
(1) 의복 보관 및 처분결정
소비자들은 보유 의복에 대해 처분을 고려하게 되면 현

재 의복의 가치

쳐 보관을 할지 처분을 할지를
결정한다(Roster, 2001). Bye and McKinney(2007)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보관하는 이유는 체중 조절 수단으로의 활용가
치, 투자가치, 정서적 가치와 미적 가치 때문이며, Banim and Guy(2000)
와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단계를 거

가 제시한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르

면접결과에 따 면, 의복 처분결정 과정의 기로에

섰을 때 애착, 금전

활용 기대, 개인의 구매 및 처
분성향이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입지 않더라도 “크게 애착이 간 옷 이어서(사례 16)”, “살을 빼면 언젠간
입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사례 1)”,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
아까워서(사례 8)”, “원래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사례 18)”,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사례 1)” 버리지 못하는
적 투입, 비금전적 투입, 미적 가치, 미래

경우들이 보였다.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닌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애착

활용했을 당시의 상황이나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현재는 활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옷을 “하나의 reminiscence(회상) 할 수 있는 매개체(사례 18)”라고 표현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물로 받은 옷이어서 보관하는 경우(사례 19)
을 지

의복은 해당 의복을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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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옷은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나름 어렸을 때 입은 옷이잖아요. 풋풋함?
첫사랑의 아이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 생각나고….” ·· (사례 1)
“새터 때 맞춘 후드티를

엔

야될
것 같아서... 지금은 입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 (사례 5)
당시

데 왠지 단체에서만

자주 입었는

입어

외

한편,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 높거나 해 구매대행을 통

렵

해서 어 게 구매한 경우와 같이 구매 시 투입이

많았던 경우, 또는 의

울
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아깝다”는 표현이 함께 언급되
복 사용과정에서 수선을 하는 등 노력을 기 인 경우에 처분결정을 어려
었다.

“아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착이 가기도 해요. 그 옷은 정말 열심히 입
었고, 수선을 해서 또 입었어요. 그 옷은 한 삼사년 안 입어도 버리진 못할
것 같아요.” ······································································································· (사례 14)
“일단 비싼 옷은 처분을 안해요.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핏 수선이 가
능하면 무조건 수선을 해서 입을 수 있으면 입는 편이에요.” ··············· (사례 2)

체

즈

않아서, 또는 신분에 맞
지 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재는 착용하지 못하나 아직 의복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미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처분을
미루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의복 자 는 유행이 지났거나, 사이 가 맞지

까 아까운 생각은 들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커서 선뜻 버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사례 19)
“그래도

제

돈

들여서 산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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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놔 둘 것 같아요. 약간 아깝고,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왠지 살을 빼
면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어깨가 좀 있어가지고 민소매가 안 어울린
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팔 쪽에 좀 더 살을 빼면 어울리지 않
을까’ 하는 생각에 안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 (사례 18)
“검은 원피스를 그 때 당시는 너무 예쁘고 싸지 않은 가격에 샀는데, 올해는
못 입겠지만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요. 퀄리티(quality)도 분명히 멀쩡하고.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내년쯤에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입지 않을까
싶어서요.” ········································································································· (사례 11)
"첫 번째는 아까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도니까 언젠간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 (사례 14)

마지막으로 보관 성향(retention tendency), 의복 구매량, 옷장 크기와
같이 응답자의 개별적 특성이 의복의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ulter and Ligas(2003)는 보관과 처분성향에 따라
“packrats”와 “purgers”로 소비자들을 분류하였다. Packrats는 소유물을
버리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며, purgers는 필요성을 느낄 때마
다 물건을 구매하며 처분결정을 상대적으로 쉽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
다. 본 면접 대상자들도 위의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제가 병인데 옷을 잘 못 버려요. 그리고 얘를 놔두면 고쳐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비슷한 스타일의 애가 있었는데 제가 아래 레이스를 떼 내고
리폼해서 입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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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옷을 잘 못 버리는 편이에요. 아파트 헌 옷 수거함에다가 버린 기억
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 참 고민하다가 버렸어요.” ······························· (사례 14)
한편, 의복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야

망설임이

ug

적은 p r ers들은 다음과

같이 이 기하였다.

“제가 옷장이 좁기도 하지만, 안 입는 옷이 옷장에 있는 걸 못 봐요. 원래 화
장품도 그렇고 항상 쓰는 것만 있어야 돼요. 안 입는 옷은 버리던지 다른 사
람이 입던지 활용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 (사례 13)
한편, 의복에 대해 싫증 감정을 수반한 경우, 해당 의복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처분을 하며, 새로운 의복을 구입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싫증은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이나 이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부족
한 상태로 부정적 소비관련 감정에 해당되므로, 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Pekrun, Goetz, Daniels,
Stupnisky, & Perry, 2010).
“괜찮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입었는데 해가 바뀌고 나면 별로 안 예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안 입고 구석에 놔둬요. 그러다
가 다음에 꺼냈을 때 입을만하면 다시 입는거죠.” ··································· (사례 3)
“흰색 마 재킷이 있는데 이 옷은 안 입는 옷은 아닌데 좀 지겨워서…. 일단
집에 내려 보냈어요.” ······················································································· (사례 8)

(2) 의복 처분방법 결정
방
교회나

의복 사장과 처분의 결정단계에서 처분을 결심한 경우에는 처분 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비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
-

51 -

체

자선단 로의 기부,

판매, 재활용, 그리고 폐기를

통해 의복을 처분하는

방

Jug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처분 법과 같았다( o n

& Park-Poaps, 2013; Moore & Birtwistle, 2006).

“일 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거의 이 옷은 안 입겠다. 올해는 안 입겠다 싶은
옷을 어머니께 말해서 재활용하던지, 아니면 동생 입는다고 하면 동생 주던지
해요.” ················································································································· (사례 17)
“제가 한참 살이 쪘을 때라서 작은 옷만(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팔았는데,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 말고 깔끔한 것만 올렸거든요, 네 다섯 벌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 (사례 1)
“살이 쪄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못 입겠다’ 주로 이런 것들은 사촌동생들

테 줘요. 친구 중에 옷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고 이래서 조금씩 주기도 하고...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사례 2)
한

“무조건 쓰레기봉투에 처리해요.” ································································· (사례 4)

체 물리적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증여, 기부, 판
매 또는 재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의복을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의복 자 의

“우리는 결혼을 안 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사는데, 주변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친구들은 자기 옷에 돈을 못 쓰니까 ‘일 년쯤은 지난 옷이어도
자기에겐 충분히 좋은 옷이니까, 자기한테 버려 달라’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줘요.” ················································································································· (사례 11)
“스커트나 재킷 같은 경우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언니한테 물어봐서 언니가 입겠다고 하면 주고 아니면 버리거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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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 1)

친구들 주거나 ································································································ (사

근

그리고 관심이 처분방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주요 동기인 환
경적, 경제적, 기부와 편리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보의 부족과 비슷하
다(Joung & Park-Poaps, 2013). 예를 들어 위의 사례 11처럼 주변의 가
족이나 친구처럼 의복을 주로 증여하는 대상이 존재하거나, 온/오프라인
판매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사례 6)에는 의복의 물리적 상태나
금전적 투입이 높은 의복을 처분하는 데 있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매 시 금전적 투입, 접 성, 정보,

“우선, 사실 좀 비싼 옷은 판매를 하고 싶어서 몇 번 사이트에 올렸어요. 안
비싼 옷들은 밖에 다 빼놓고.” ····································································· (사례 10)
“미국에 있을 때 되파는 스토어에서 되게 싸게 팔 수 있어서 5불 10불? 기부
반, 파는 것 반 기분으로 팔았어요.” ·························································· (사례 13)

례

일부 사 는 처분을 대신해주는 함

께 사는 사람의 판매나 기부에 대한

관심 및 정보가 처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 입기 되게 애매한 옷을 제외하고는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어려운 사람 준다고 가져가시기도 하더라고요.” ········· (사례 10)
“이제까지는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옷 그램 달아서 파는 게 있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원래 다 쌓아놓고 ‘언젠간 입겠지’ 하고 버리
기는 아까운데 이러고 있었는데, ‘어차피 안 입는 것들 다 빼서 버리자’해서
옷을 엄청나게 버렸죠.” ··················································································· (사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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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사용 및 처분과정에 대한 본 연구의 심층면접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다. 본 모형은 Hanson(1980)의 소비자 제품 처분의 개념
적 패러다임과 Roster(2001)의 심리적 처분과정 모델 및 Ha-brookshire
and Hodges(2009)의 의복 처분 분류기준에 따른 처분과정 모델을 참고
하여 구성하였다.

된
복과 자신을 멀리하는 기간, 즉 사장기간을 가지는데, 옷장 공간부족, 옷
장 정리, 이사, 취업 및 가족의 권유와 같은 결정적 사건은 보유한 의복
의 처분 의사결정 과정을 촉발시킨다.
일단 소비자가 문제인식을 하게 되면 처분대상을 탐색하고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의복의 물리적 효용, 사회적 적합성 및 보유한 의복에 대
한 감정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해 물리적 효용가치
를 상실한 의복은 별도의 고민 없이 바로 폐기로 이어지며, 물리적 효용
가치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의복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에의 적합성과
의복에 지닌 감정들을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유행, 시
간, 나이, 신체, 신분, 가치관, 또는 취향 변화와 같은 상황적 요인과 새
면접결과, 의복의 처분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 다. 소비자는 특정 의

로운 의복구입이 의복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의복구입의 경우에

옷장 공간 부족의 원인이 되어 의복 처분을 촉진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을 결정한 의복은 보관, 증여, 기부, 재판매 또는 폐기
의 방법으로 처분이 되며, 처분방법의 결정은 의복에 대한 애착, 구매 시
는

투입 및 개인의 보관성향의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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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의복 처분과정 (정성적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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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복 싫증이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량적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제

3 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자료

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다
음으로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2인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과 처분
의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3인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애착과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1. 측정도구 검증
(1)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 도출
측정모형에 투입된 다른 변수와 달리 의복 싫증의 원인을 측정하는 문
항은 선행연구와 정성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측정모
형을 구성함에 앞서 의복 싫증 관련요인 관련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의복 싫증 원인을 구성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베리맥스(Varimax)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
석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75 미
만이거나 두 요인에 이중적재되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분석결과, 의복 싫
증의 관련요인으로 두 개의 요인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의복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입’으로 명명하였다. 의복 효용감소 요

떨

인은 유행에 뒤 어진 경우, 의복이 오래
복 속성에 대한 불만 관련

된 경우와 낡은 경우와 같이 의

항목을 포함하며, 새로운 의복구입 요인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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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할 의복을 구매하였거나 기존에 보유한 의복과 다른 새로운 의복을 구
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의복 싫증 관련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요인 1
의복
효용감소

X1 유행에 뒤떨어져서

0.824

X2 오래된 옷이어서

0.900

X3 옷이 낡아서

0.792

요인 2
새로운
의복구입

X4 대체할 옷을 구입해서

0.888

X5 비슷한 옷은 아니지만 새 옷을 구입해서

0.867

분산(%)
(누적분산)

43.527

32.366

(2) 측정모형 검증
방

측정변수에 대한 분석과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추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1단계 접근법(one-step approach)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Bollen, 1989; 배병렬, 2002). 하지만 1단계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측정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의 오류와 구분되지
않아 해석 시 혼동을 줄 수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과 관계를 해석 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
였으며 구조모형분석 전에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
구조 정식 모형은

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모든 변수를 반
영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 별 측정변수
의 요인적재량, t 값(t-value), p 값(p-value)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
(fit index)를 확인하여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p<.05) 검증하고 그렇지 못한 항목을 제거하였다(이학식, 임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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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127.095(df=56, p=.000)로 나타났고,
GFI=.942, IFI=.964, CFI=.964로 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MSEA=.065
로 기준인 0.08보다 작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합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1).
모든 측정변수 하위항목의 요인적재량은 0.606에서 0.944 범위로 나타
나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이학식, 임지훈, 2011). 종속변수인
보관의도의 경우에는 단일문항이므로 요인적재량이 도출되지 않았다. 측
정모형의 적합도지수는 [표 4-4]와 같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4-4]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GFI

IFI

CFI

RMSEA

측정모형

127.095

56

0.942

0.964

0.964

0.065

[표 4-5]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
의복
효용감소
새로운
의복구입

의복 싫증

a

보관의도

처분의도

측정문항

표준화계수

t 값

X1 유행에 뒤떨어져서

0.727

12.530

X2 오래된 옷이어서

0.928

-

X3 옷이 낡아서

0.690

11.930

X4 대체할 옷을 구입해서

0.736

-

X5 비슷한 옷은 아니지만 새 옷을 구입해서

0.812

7.631

Y1 지루하다

0.788

-

Y2 짜증이 난다

0.814

15.827

Y3 질린다

0.927

18.879

Y4 지겹다

0.944

19.277

a

a

Y6 주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0.824

-

Y7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0.835

12.092

Y8 헌 옷 수거함에 넣을 것이다

0.606

9.958

Y5 그대로 보관할 것이다

***p<0.001, 빈칸은 비표준화 인과계수를 1로 고정시킨 경우로 t 값 도출되지 않음
a
: 보관의도는 단일문항으로 요인적재량과 t 값 도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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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결과에 따라, 의복 효용감소, 새로운 의복구입, 의복

싫증, 보관의도, 처분의도의

총 5개의 변수들을 최종 모형 투입변수로 설

정하였다. 한편, 의복 효용감소, 새로운 의복구입, 의복 싫증, 처분의도는

찰

없지만 여러 개의 지표 또는 관측
변수를 통하여 그 값을 추정할 수 있는 잠재변수에 해당하므로 측정변수
들이 잠재변수를 얼마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당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수와 측정변
수간의 일치성 정도에 관한 구성체 타당성을 살펴보았다(이학식, 임지훈,
2011). 구성체 타당성을 통해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개념으로 타당도 검토에 주로 활용된다(이군희, 2005; 이학식, 임지훈,
2011). 구성체 타당성를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잠재변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한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 얼마나 차별되
는지를 설명해주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중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는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은 표준화 요인적재량을 제곱한 값
들의 평균으로,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학식, 임지훈, 2011). 한편, 판별타당성은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각각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지를 판명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통계적인
정확성을 보유해 가장 널리 쓰인다.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는 요인적재량의 합의 제곱을 요인적재량의 합의 제곱과 측정오차의
가설적 개념으로서, 직접 관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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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나눈 값으로 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
으로 그 값이 0.7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Fornell & Larcker, 1981;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이학
식, 임지훈, 2011). 평균분산추출 값과 개념신뢰도 값을 추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완전표준화 적재량 
평균분산추출  
완전표준화 적재량   측정오차






 완전표준화 적재량 
개념신뢰도  
 완전표준화 적재량   측정오차





된 모든 측정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 값과 상관계수 제
곱값 및 개념신뢰도 값을 도출한 결과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변수들이 특정차원을 동
일하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를 측성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구한 결과, [표 4-6]에 명시한 바와 같이
Cronbach's α 값이 기준치인 0.7이상인 0.750에서 0.926 범위로 나타나,
측정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Nunnally, 2010).
본 연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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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측정지표

측정변수

의복
효용감소

새로운
의복구입

의복
효용감소

0.622a

새로운
의복구입

0.184b
(0.429)

0.601a

의복 싫증

0.114b
(0.338)

0.154b
(0.392)

0.759a

보관의도c

0.033b
(-0.181)

0.026b
(-0.160)

0.081b
(-0.285)

1.000a

처분의도

0.037b
(0.192)

0.112b
(0.335)

0.148b
(0.385)

0.035b
(-0.188)

의복 싫증

보관의도

처분의도

개념신뢰도
(Cronbach's α)

0.829
(0.814)

b

0.750
(0.747)
0.926
(0.926)
c

0.581a

a

: 평균분산추출(AVE),

c

: 보관의도는 단일문항으로 개념신뢰도 및 Cronbach's α 도출되지 않음

0.803
(0.788)

: 상관계수의 제곱(괄호는 상관계수)

(4)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조모
형에는 투입되지 않으나 연구문제 3에 따라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것이므로 해당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7]과 같다. 모든 측정변수는 리커트 7
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최근 활용하지 않은 의복의 효용감소
의 평균은 3.874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새로운 의복구입 요인의 평균은
4.332로 나타났다. 한편, 의복 싫증 수준은 3.926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처분의도의 평균에 비해 보관의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
관의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절대값이 왜도가 3, 첨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자료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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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N=300)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의복 효용감소

3.874

1.291

-0.392

-0.180

새로운 의복구입

4.332

1.378

-0.618

0.246

의복 싫증

3.926

1.398

-0.266

-0.421

의복 애착

3.560

1.453

-0.245

-0.688

구매 시 투입

3.392

1.192

-0.069

-0.298

보관의도

4.327

1.658

-0.371

-0.421

처분의도

3.511

1.412

-0.229

-0.393

*모든 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표 4-8]은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 수치
가 -0.287에서 0.679 범위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인 0.7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보관의도는 의복 효용감소, 새로운 의복 구입, 의복 싫증 및 처분의
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은

0.679(p<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8]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표
측정변수
의복
효용감소
새로운
의복구입

의복
효용감소

새로운
의복구입

의복
싫증

의복
애착

구매 시
투입

보관의도

처분의도

1
0.371**

1

의복 싫증

0.329**

0.229**

1

의복 애착

0.269**

0.153**

0.170**

1

구매 시
투입

0.255**

0.121*

0.188**

0.679**

1

보관의도

-0.152**

-0.142*

-0.287**

0.270**

0.169**

1

처분의도

0.240**

0.286**

0.352**

0.292**

0.267**

-0.236**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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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연구문제를 규명하

기 위해 의복 싫증이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과 처분의도를 매개하는 나타

측정모형
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χ2=167.257(df=58, p =.000), GFI=.924, IFI=.945,
CFI=.945, RMSEA=.079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용할만한 수준이다(배병렬,
2002). 구조모형은 [그림 4-2]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9]와 같다.
내는 모형을 구성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4-2] 의복 싫증 관련요인과 보관 및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
구조모형

*p<0.05, **p<0.01, ***p<0.001

[표 4-9] 구조모형의 적합도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GFI

IFI

CFI

RMSEA

측정모형

167.257

58

0.924

0.945

0.945

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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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각

1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문제 에 해당하는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인 의복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입 모두 의복 싫

→ 의복 싫증’ 경로와
‘새로운 의복구입 → 의복 싫증’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했으
며, 새로운 의복구입(γ=.310)이 의복 효용감소(γ=.231)보다 의복 싫증에
증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의복 효용감소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문제

2인

싫증의 관련요인과 의복 처분의도 간의 관계에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따랐다. 매개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
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에 따
른 매개효과도 유의해야 하므로, 의복 싫증이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치는 영향과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이 보관 및 처분의도에 미치는 직접
경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복 효용감소는 보관의도와 처분의도에 대

않았으며, 새로운 의복구입(γ=.215, p<.01)은
처분의도에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의복 싫증은 보관의도(β=-.241,
p<.001)와 처분의도(β=.298, p<.001) 모두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표 4-10]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연구문제

경로

경로계수

t-값

의복 효용감소 → 의복 싫증

0.231

3.829***

새로운 의복구입 → 의복 싫증

0.310

4.390***

의복 효용감소 → 보관의도

-

-

의복 효용감소 → 처분의도

-

-

새로운 의복구입 → 보관의도

-

-

새로운 의복구입 → 처분의도

0.215

2.868**

의복 싫증 → 보관의도

-0.241

-3.754***

의복 싫증 → 처분의도

0.298

4.246***

1

2

**p<0.01, ***p<0.001, -로 표시한 부분은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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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복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입이 의복 싫증을 매개하여 보
관 및 처분의도로 이어지는 직접경로와 간접경로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95% 신뢰구간에서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 2002).
붓스트래핑을 통해 경로의 유의수준을 확인한 결과, 의복 효용감소는
보관의도와 처분의도에 대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여 의복 싫증을 완전히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보관의도에 대한 간접경로계수는 -0.056(p<0.01)

으로 나타나, 의복 효용감소는 의복 싫증을 매개하여 보관의도에 부적인

0 069(p<0.01)로 나타나 의
복 싫증을 매개하여 처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새
로운 의복구입은 보관의도에 대해 간접효과(-0.075, p<0.01)만 유의하게
나타나 의복 싫증을 완전히 매개함을 알 수 있었으며, 처분의도에 대해
서는 직접효과(0.215, p=0.051)와 간접효과(0.092, p<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의복 싫증을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고, 총 효과는 0.308(p<.0.1)
영향을 미치고, 처분의도에 대한 간접경로는 .

로 나타났다.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들과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

[ 4 11]에 제

의 관계에 대한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

시하였다. 의복 효용감소 요인은 의복 싫증을 완전히 매개하여 보관 및
처분의도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된

싫증의 중요성이 강조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관의도와 처분의도에 대한 의복 싫증 관련요인의 영
향력을 비교해보면, 보관의도에 대한 의복 효용감소의 간접효과는
-0.056, 새로운 의복구입은 -0.075로 나타나 새로운 의복구입이 보관의도
를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의도에 대한 의복
효용감소의 간접효과는 0.069, 새로운 의복구입은 간접효과 0.092와 직접
효과 0.215를 더한 0.308만큼의 총 효과를 나타내 새로운 의복구입이 처
분의도에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65 -

[표 4-11] 의복 싫증 관련요인의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에 대한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의복 싫증의
매개효과

의복 효용감소 → 보관의도

-0.093

-0.056**

-0.149

완전매개

의복 효용감소 → 처분의도

0.012

0.069**

0.081

완전매개

새로운 의복구입 → 보관의도

-0.032

-0.075**

-0.107

완전매개

새로운 의복구입 → 처분의도

0.215
(p=.051)

0.092**

0.308**

부분매개

*p<0.05, **p<0.01, ***p<0.001. 모든 효과는 표준화된 경로계수(standardized effect)이며, 표준화
된 붓스트랩 분포를 사용하는 편의 수정된 백분위수 붓스트랩(biased-corrected percentile
bootstrap; BCPB) 신뢰구간을 의미함(Efron, 1982).

3. 의복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 검증
1) 의복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의복 싫증이 보관의도와 처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복 애착의

독립변수인 의복 싫증과 조절변수인 의복 애
착, 그리고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을 곱한 상
호작용변수를 3단계로 나누어 차례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보관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다중공선성(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기준치인 1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Hair et al., 2010).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2와 의복 싫증과 애착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F가 p<0.0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

각

0 325, p<0.001)과

투입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의복 싫증(- .

0 325, p<0.001)

애착( .

의복

모두 처분의도에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으며,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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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증은 보관의도에 부적 영향을, 의복 애착은 보관의도에 정적 영향을

호작용효과는 0.108(p<0.05)로

나타냈다.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의 상

나

재 싫증 수준이 높은 의복일지라도 과거에 지녔던 애착이 높은
경우 보관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2]와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타나, 현

[표 4-12]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의 보관의도에 대한 효과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

투입변수
1단계: 의복 싫증의 주효과
의복 싫증

모형 1

모형 2

모형 3

-0.287***

-0.343***

-0.325***

0.328***

0.325***

2단계: 의복 애착의 주효과
의복 애착
3단계: 의복 애착의 조절효과

0.108*

의복 싫증*의복 애착
F값

26.695

∆F
2

R

0.082
2

∆R

34.059

24.339

38.100***

4.171*

0.187

0.198

0.104

0.011

*p<0.05, ***p<0.001

[그림 4-3]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에 따른 보관의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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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처분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의복

0 318,

싫증( .

<0.001)과 의복 애착(0.238, p<0.001) 모두 처분의도에 유의한 정적효과
를 보였으며, 의복 싫증이 애착에 비해 처분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모형 2와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의 ∆F
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의복 애착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따
라서 의복 애착 수준과 관계없이 의복에 대해 느끼는 싫증이 높을수록
처분의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4-13]에 제시하
p

였다.
[표 4-13] 의복 싫증과 의복 애착의 처분의도에 대한 효과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

투입변수
1단계: 의복 싫증의 주효과
의복 싫증

모형 1

모형 2

모형 3

0.352***

0.311***

0.318***

0.239***

0.238***

2단계: 의복 애착의 주효과
의복 애착
3단계: 의복 애착의 조절효과

0.041

의복 싫증*의복 애착
F값

42.063

∆F
R2

0.124

∆R2

32.448

21.797

20.132***

0.584

0.179

0.181

0.056

0.002

***p<0.001

2)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 검증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 금전적, 비금전적 노력을 포괄하는 구매 시 투

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관의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가 유의하지

최종모형인

3

모형 과 부분모형의

∆F

않았으므로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에 대한 의복 애착의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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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의복 싫증(-0.317, p<0.001)은 보관의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의복 애착(0.220, p<0.001)은 보관의도에 대해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의복 애착 수준과 관계
없이 싫증을 많이 느낄수록 보관의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
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14]에 제시하였다.
효과는 검증되지

[표 4-14] 의복 싫증과 구매 시 투입의 보관의도에 대한 효과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

투입변수
1단계: 의복 싫증의 주효과
의복 싫증

모형 1

모형 2

모형 3

-0.287

-0.330

-0.317***

0.231***

0.220***

2단계: 구매 시 투입의 주효과
구매 시 투입
3단계: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

0.068

의복 싫증*구매 시 투입
F값

26.695

∆F
2

R

0.082
2

∆R

22.948

15.821

17.705***

1.492

0.134

0.138

0.052

0.004

***p<0.001

처분의도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의복 싫증과 구매 시 투

호작용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이 모형 2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나(∆F, p <0.01),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의복 싫증
(0.341, p<0.001)과 구매 시 투입(0.185, p <0.001)은 처분의도에 모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처분의도에 대해 의복 싫증의 효과가 구매
입의 상

시 투입에 비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
가 유의하다는 것은 보유한 의복에 대해 싫증 수준이 높을 경우, 싫증이

록 처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큰 폭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표 4-15]와 [그림 4-4]에
낮은 경우에 비해 구매 시 투입이 더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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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표 4-15] 의복 싫증과 구매 시 투입의 처분의도에 대한 효과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

투입변수
1단계: 의복 싫증의 주효과
의복 싫증

모형 1

모형 2

모형 3

0.352***

0.312***

0.341***

0.209***

0.185***

2단계: 구매 시 투입의 주효과
구매 시 투입
3단계: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

0.143**

의복 싫증*구매 시 투입
F값

42.063

∆F
2

R

0.12
2

∆R

29.478

22.386

14.927***

7.009**

0.166

0.185

0.042

0.019

**p<0.01, ***p<0.001

[그림 4-4] 의복 싫증과 구매 시 투입에 따른 처분의도의 차이

-

70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결과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의복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요인

춰 해당 감정의 관련원인을 규명하고, 의

으로 밝혀진 싫증에 초점을 맞

복 싫증을 매개한 보관의도와 처분의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의복 제품의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다.

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20에서 40대 남녀소비자 20명을 대상으

로 개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의복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싫증감정의
관련요인 및 처분과정에 싫증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개인 심층면접

집

료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이 보유한 의복 처분과정은 옷장 공간의 부족, 계절변화
에 따른 옷장정리, 이사 또는 취업, 가족의 권유로 인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 처분의 시작은 내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외
부적 요인으로 인해 촉발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처분계기를 “옷장 정리”
라고 제시한 Ha-Brookshire and Hodges(200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
을 통해 수 한 자 를

다.

체

둘째, 보유의복을 사장 또는 처분하는 이유는 신 변화, 나이변화, 신

취향변화, 오래됨, 의복 손상, 낡음, 싫증과 새로운 의
복구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 처분이유를 싫증과 취향변화, 적합성에
대한 불만, 유행변화, 물리적 효용감소, 품질불만, 불편이라고 제시한 유
연실(199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복
분변화, 유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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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락

합

차이가 있다. 즉, 물

리적 기능하 이나 사회적 부적 성으로 인한 의복의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매와 같은 요인이 의복의

디자인, 색상,

맞음새, 치수 등에 대한

켜 사장 또는 처분을 결심하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의
복의 손상되거나 낡아서 물리적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바로 처분을 결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보유한 의복에 대한 싫증은 사용과정에서 오래됨, 낡음, 유행변
싫증을 불러일으

화, 나이변화, 신분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의복 구입과 같은 구매

키

행동 또한 보유한 의복에 대한 싫증을 불러일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부분은 정량적 연구로,

300명을

집

료

대상으로 수 한 설문자 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규명하였다. 우선,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을 도출한
뒤, 측정도구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어서 의복 처분과정에서 의
복 싫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여, 의복 싫증
관련요인과 보관의도 및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한 싫증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의복 싫증이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애착과 구매 시 투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의복 싫증의 관련요인으로 ‘의복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입’
요인이 도출되었다. 의복 효용감소는 의복이 유행에 뒤처지거나, 오래되
거나, 낡아서 소유자가 인지하는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새로운
의복구입은 기존에 소유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 또는 단순히 새로운 의복
을 구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의복 효용감소와 새로운 의복구입은 의복 싫증을 매개로 하여
보관의도와 처분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의복 효용감소는 싫증
감정을 완전히 매개하여 보관의도와 처분의도로 이어지는 반면, 새로운
의복구입은 보관의도에 대해서는 싫증감정을 완전히 매개하지만,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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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해서는 의복 싫증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복 애착은 의복 싫증과 보관의도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유한 의복에 대해 느끼는 싫증 수준이 높
더라도 애착을 지녔던 의복일 경우에는 보관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매 시 투입은 의복 싫증과 처분의도의 관계에 대
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 소비자가 보유한 의복에 대해 싫증을 느

낄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구매 시 들인 금전적, 시간적, 정보적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싫증이 높더라도 구매

시 투입이 높을 경우 처분의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싫증 수

큰 경우 처분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소비자가 금전적, 시간적, 정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옷에 대
해서는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므로 싫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길 경
우 일종의 후회와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처분의도가 높게 나타
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조남혜, 박수경, 2012).
준이 높은 의복의 구매 시 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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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산업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비행

바뀌었다.

태뿐만

아니라 의복에 대한 인식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으
로서 도구적 기능이 중시되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표현적 기능이 더 강
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의복을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거나 집단에 대한
동조를 나타내는 매개체로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 사회적 만족감
을 느낀다(Gregson & Beale, 2004). 사회·심리적 욕구는 상대적이기 때
문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빠르게 변화
하는 유행 속도에 뒤쳐지지 않고자 새로운 의복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게 된다(이은영, 1997). 한편, 최근 소비자들의 가치소비 경향과
맞물려 급속하게 성장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짧은 주기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복의 유행인지주기를 6개월에서 단 몇 주로
단축시켰다(McAfee et al., 2004).
의복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보유한 의복의 사용빈도는 자연스럽게 낮
아지고 결국 사장이나 처분으로 이어진다(Byun & Sternquist, 2008). 물
리적 효용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해 사장 또는 처분되는 의복이 증가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
라 환경문제의 주범이기도 하므로, 의복 처분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가 익숙한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명한 소비의식을 강
의복은 과거에 인간의 기본욕구를

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장 및 처분이
실정을 반영하여

많아진 현

앞서 논의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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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소비과정 맥락에서 싫증의 개념과 관련요인을 규명하였다.
타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진 싫증 관련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감정 상태나 다양성 추구의 원인에 대한 것이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
생하는 싫증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Zafarmand and Watanabe(2007)
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지닌 의복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
본 연구의

구를 실시하여 의복 소비과정에서의 싫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관련 감정 연구 및 의복관련 감정 연구를 확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의복 처분원인 중 감정적 요인으로 인한 처분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동안의 처분행동 연구는 주로 사장 및 처분원인, 처
분방법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특성과 개인성향에 대
해 이루어져왔으며(김시월, 조향숙, 2000; 유연실, 1996; Domina &
Koch, 1999, Joung & Park-Poaps, 2013; Moore & Birtwistle, 2006), 사
장 및 처분원인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의복원인을 규명하고 분류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홍연숙, 1998; Domina & Koch, 2009). 조남혜와 박수
경(2012)의 연구가 패션제품 구매 후 경험하는 후회 감정이 처분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니며, 유연
실(199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감정적 요인을 고려한 처분행동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처분원인들 간의 인과 관계가 성립함을 밝
힘과 동시에 의복 처분과정에서 싫증감정의 효과를 확인하여 처분과정에
장한다는 점에서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복 구매상황과

된

관련

구매 시 투입과 의복

침

사용과정에서 형성하는 애착이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 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의복 구매, 사용 및 처분과정에서의 경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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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비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니라, 다

첫째, 본 연구는 새로운 의복구입이 의복의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보유한 의복에 대한 싫증의 감정을 불러일으

켜 의복 처분의도

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싫증의 관련요인 중 의복의 효용감

므

디

소는 유행변화를 포함하고 있으 로, 미 어에서 유행을 지나치게 강조

르 않으면 뒤쳐진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의
복의 처분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디어와 기업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소비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내 의류기
업들이 재고를 소진하고 의류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업사이클링
(up-cycling)”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코오롱
FnC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래코드(RE;CODE)”나 제일모직의 에잇세
컨즈에서 신진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한 “업사이클 & 리디자
인” 프로젝트는 착한소비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킴과 동시에 매출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이며(컨슈머타임스), 해
외 사례로는 Patagonia의 “책임이 있는 사회(Responsible society)” 캠페
인을 들 수 있다(Patagonia 공식 홈페이지).
하고 이에 따 지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감정적인 요인으로 의복을 처분하더라도 의복의

물리적인 효용이 다하지 않았거나 애착이 높을 경우 보관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물리적 효용이 다하
지 않은 제품을 처분할 때 “아깝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활용 가능한 의복을 재판매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바람직한 처분문화 형성과 구매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의류기
업 Marks&Spencer는 Oxfam과 협력하여 매장에 안 입는 옷을 가져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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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또는 재활용을 대신해주는 “Shwopping”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Marks&Spencer 공식 홈페이지), H&M은 매장에 의복수거
함을 설치하여 수집한 의복을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Garment
collect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H&M 공식 홈페이지), 국내에서는
리바이스가 헌 청바지를 기부하면 청바지 구입 시 20%를 할인해주는 행
사를 진행하였다(리바이스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사례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는 마케팅 활동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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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닌
다양 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 다.

민

첫째, 의복관여도, 유행 감성,

재

추구성향 등과 같은 소비자의

않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관여 제품에 대
해 싫증이 더 빨리 나타나며,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가 싫증을 더 빨리
낸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전미영, 김난도; 2007). 따라서 싫증의 경험
과 사용행동은 소비자의 내재적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의복 처분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연구
에서는 성별, 나이, 결혼여부, 직업과 같은 특성에 따라 싫증 및 처분행
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김시월, 조향숙, 2000). 예를 들어,
성인여성에 대한 의복 처분행동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높거나 취업을 한
여성들은 양도를 통해 의복을 처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젊
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의복을 더 쉽게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Fratzke, 1976).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의복 싫증 및 소비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소비
자의 내재적 성향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내 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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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oredom
on Clothing Disposal Behavior
Hyunjin Kwon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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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ocietal,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ovement in fashion industry
influenced consumer’s perception of clothing and the life cycle of
apparel. Global fast fashion retailers introduce new products in two or
three weeks, resulting in loss of newness of clothing in a shorter
time. Also, there is a growing tendency among consumers to perceive
clothing as a throwaway product.
The consumption cycle of clothing includes purchase, use, retention
and divestment stage. Cognitive evaluation and emotional reaction
during consumption again influence consumers’ needs and purchase
behavior. In addition, the role of emotion during usage is emphasized
as expressive function of clothing became more important. Current
studies of clothing disposal usually focus on purchase situation, the
role of emotion being relatively unnoticed. Therefore, this study
fas ion life c cle is s orter t an e 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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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h
m on clothing disposal behavior.
First, a qualitative study consisting of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ncept of clothing boredom, the
precedent factors of clothing boredom and its effect on clothing
disposition. For quantitative stud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00 male and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to 40s. Clothing
boredom-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s were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boredom on
clothing disposal behavior.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clothing
attachment and monetary/non-monetary input during purchase stage
were confirmed by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crease in clothing utility’ and ‘purchase of new clothing’
factors were drawn as clothing boredom-related factors. Decrease in
clothing utility factor includes cases when clothes get out-of-fashion,
old, or worn, which decrease perceiv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utility. Purchase of new clothing factor includes cases when consumer
buy clothes that are similar to his/her possession or buy totally new
products.
Second, clothing boredom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oredom-related factors and retention/disposition
intention. Clothing boredom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crease in clothing utility and retention/disposal intention,
highlighting the effect of boredom. In case of purchase of new
clothing, clothing boredom fully mediated its effect on retention
intention, whereas partially mediated its effect on disposal intention.
foc ses on t e effect of bo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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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u
g
y
m h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edom and
retention intention. It could be inferred that consumers have a
tendency to keep clothing that has symbolic meaning to the possessor
even though they feel highly bored of it.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input, which includes monetary, informational, and time input,
during purchase stage was confirmed to increase disposal intention on
highly bored clothing.
The study expands research on emotion related to clothing
consumption cycle by investigating the experience of clothing
boredom and its related factors. Also, the study confirmed the role of
boredom, an emotional factor, in clothing disposal process contributing
to clothing disposal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tudy is expec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clothing disposal behavior in altered
fashion environment.
res lts of re ression anal sis confir ed t e

keywords : boredom, clothing consumption emotion, clothing
consumption process, clothing disposal behavior, clothing
retention behavior, clothing hoarding behavior
Student Number : 2012-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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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는 석사학위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짧은 유행 주기 등으로 인해 사장 또는 처분되는 의복의 양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람들의 의복 처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복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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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각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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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래 <표>는 외출용 의복에 해당하는 다양한 의복의 종류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표에 제시된 다양한 외출용 의복에 대한 자신의 구매경험을 떠올리면서 1번~3번의
질문에 대답해주십시오.

외의류
상의류
하의류
정장류
원피스류

외출용 의복 분류 기준
코트, 점퍼, 재킷, 윈드브레이커, 후드집업 등
셔츠, 스웨터, 니트, 조끼, 블라우스, 긴팔티셔츠 (후드 포함) 등
바지, 청바지, 레깅스, 스커트 등 (스타킹 제외)
정장
원피스, 드레스, 점프수트 등

1. 평소 외출용 의복 구매에 대한 귀하의 쇼핑성향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문항

그렇지않다

그렇다

1

평소에도 의류 매장을 자주 둘러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른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의류매장 구경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새로운 유행을 알기 위해 옷을 자주 구경하러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쇼핑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새로운 패션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카달로그나 잡지에 나온 최신 유행 스타일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패션 제품을 선택할 때 유행을 염두에 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옷을 구입하기 전에 꼭 사야 하는지 심사숙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옷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어떠한 옷을 살 것인가를 신중하게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갖고 싶은 옷을 살 때 여러 점포의 가격을 알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특별 할인판매 기간 중에 쇼핑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할인정보를 알게 되면 쇼핑하러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할인행사를 하는 점포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2. 귀하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의복을 구매하십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①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

②

③

④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⑤

3. 귀하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의복구매에 지출하고 계십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①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

②

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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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⑤

Ⅱ. 4번~5번의 문항은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외출용 의복의 사용행동에 대한 질문
입니다.

4. 다음은 의복 소비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성은 4-1번, 여성은 4-2번에 응답주세요.

귀하의 성별은?

남성

□

여성

□

4-1. (남성만 응답)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외출용 의복 중, 아래에 제시된 네 종류의

대표적

복종을 구매한 후부터 폐기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착용한 기간은 몇 년 정도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매한 후 거의 착용한 적이 없는 의복을 제외하기 위해 일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착용한 의복에 한정하여 응답해주십시오. (단위: 1년, 소수점 불가)
복종

평균 착용기간(년)

코트/점퍼/자켓류의 의복

(년)

셔츠/남방류의 의복

(년)

바지/반바지류의 의복

(년)

정장류의 의복

(년)

4-2. (여성만 응답)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외출용 의복 중, 아래에 제시된 네 종류의

대표적

복종을 구매한 후부터 폐기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착용한 기간은 몇 년 정도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매한 후 거의 착용한 적이 없는 의복을 제외하기 위해 일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착용한 의복에 한정하여 응답해주십시오. (단위: 1년, 소수점 불가)
복종

평균 착용기간(년)

코트/점퍼/자켓류의 의복

(년)

블라우스/셔츠/남방류의 의복

(년)

스커트/바지/반바지류의 의복

(년)

원피스류의 의복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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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외출용 의복을 처분했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귀하가 외출용 의복을
처분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떠올리고, 모든 항목에 대해 귀하의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
하여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입게 되지 않는 외출용 옷을 주로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문항

그렇지않다

그렇다

1

그대로 보관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위 사람에게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중고시장(벼룩시장,플리마켓,온라인 장터)에서 재판매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헌 옷 수거함에 넣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6번~14번까지의 문항은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외출용 의복 중 착용하지 않는
옷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귀하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봄/여름용 외출복 중에서 2013년 봄/여름에 단 한번도 착용한
적이 없는 옷 “한 벌”만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응답해주세요

6. 현재 소유하고 있는 봄/여름용 외출복 중에서 2013년 봄/여름 동안 단 한 차례도 착용한
적이 없는 옷으로 귀하가 선택하신 옷은 다음 중 어느 종류에 해당됩니까? (1)~(20)중에서 해
당하는 항목 한 개에 체크해주세요.
외의류

(1) 코트류

(2) 점퍼류

(3) 재킷류

(4) 윈드브레이커

(5) 후드집업

상의류

(6) 셔츠

(7) 블라우스

(8) 니트류

(9)조끼

(10) 긴팔티셔츠
(후드포함)

하의류
(스타킹 제외)

(12) 바지

(13) 청바지

(14) 레깅스

(15)스커트

정장류
(남성만 해당)

(16) 남성복 정장

원피스류

(17) 원피스

(18) 드레스

(19) 점프수트

기타

(20)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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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번에서 선택한 옷을 입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감정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문항

그렇지않다

그렇다

1

유행에 뒤떨어져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오래된 옷이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옷이 낡아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세탁/착용 중 모양이 변하거나 지퍼 등이 고장나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역할에 적합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이에 맞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입을 만한 기회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대체할 옷을 구입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비슷한 옷은 아니지만 새 옷을 구입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6번에서 선택한 옷에 대한 현재 귀하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감정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문항

그렇지않다

그렇다

1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질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겹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6번에서 선택한 옷을 구매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①

현재로부터 1년 이내

②

현재로부터 1년 초과 ~ 2년 이내

③

현재로부터 2년 초과 ~ 3년 이내

④

현재로부터 3년 초과 ~ 4년 이내

⑤

현재로부터 4년 초과 ~ 5년 이내

⑥

현재로부터 5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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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6번에서 선택한 옷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인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옷을
구입할 당시의 상황을 잘 회상하며 다음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
하여 주십시오.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no

문항

1

그 옷을 사기 위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 옷은 평소 사던 옷들보다 비싼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 옷을 사기전에 신문, 패션 잡지,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찾아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그 옷을 사기 위해 예약을 하거나 판매원에게 구해줄 것을 부
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그 옷을 사기전에 상당한 시간을 고려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사기 위해 다른 색깔이나 사이즈로 교환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렇지않다

그렇다

11. 6번에서 선택한 옷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그 옷을 잘 활용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11-1번과 11-2번에 응답해주세요.

11-1.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1-2. 6번에서 선택한 옷에 대해 당시에 귀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다음의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감정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문항

그렇지않다

그렇다

1

그 옷은 한 때 나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 옷은 한 때 나의 일부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 옷은 한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옷이
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그 옷은 나의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좋은 감정을 불러일
으키는 옷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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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번에서 선택한 옷을 향후 어떻게 처분할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의 다양한 처분 방법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문항

그렇지않다

그렇다

1

그대로 보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중고시장에 판매 할 것이다 (벼룩시장, 온라인 장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헌 옷 수거함에 넣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쓰레기와 함께 버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1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15.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⑦ 기타 (

③ 학생

④ 일반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

16. 귀하의 주거 형태는?
① 단독 주택

② 연립 주택

⑥ 기타 (

③ 아파트

④ 오피스텔

⑤ 기숙사

)

17. 귀하의 동거인 여부는?
① 가족과 거주
④ 기타 (

② 혼자 거주

③ 동거인(친구, 룸메이트 등)과 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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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고정적 수입이 없는 경우 용돈 포함)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19. 귀하의 월평균 외출용 의복구입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 만원~최대 없음)
한 달에 _____________________ (만원)

20. 귀하는 개인 옷장이 따로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21. 귀하가 옷을 보관하는 모든 공간의 크기를 옷 보관 형태에 따라 적어주세요. 단,

가족과

함께 옷장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옷을 보관한 곳에 한해서만 응답해주세요. (소수점 단위 불
가, (예) 0.5, 1.5 불가, 적어도 한 칸은 1 이상)

no

옷

보관 형태

개수

1

옷장 (기준: 30cm(1자)를 한 칸으로 계산)

(칸)

2

서랍장 (기준: 서랍장이 3단일 경우 3단으로 표시, 침대 밑 서랍장 포함,
옷장 속 서랍장 제외)

(단)

3

행거 (기준: 행거 약 1m = 1칸)

(칸)

4

옷 보관박스 (기준: 박스 개수)

(개)

22. 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옷장, 서랍장 등 옷을 보관하는 공간의 규모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no

①전혀------------④보통이다-----------⑦매우

문항

그렇지않다

그렇다

1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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