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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써 순환경제 패러다임

이 확산되고, 친환경 소비를 통해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드러내는 소비자들

이 늘어남에 따라 패션업계는 순환패션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패션이란 디

자인되고, 공급되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최

대한 귀중한 형태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순환되고 사용되도록 

의도하여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만듦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

환경 모델로, 폐기물 재사용과 재활용이 강조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에 

따라, 패션기업들은 고객들로부터 안 입는 옷을 수거하여 중고의류를 판매

하기도 하고, 오래된 의류, 섬유폐기물, 폐 페트병 외에도 다양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등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수명주기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순환패션에 대한 연구는 패션제품의 특성을 

심미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구

체적으로 순환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적 이해와 

실무적 활용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활용의 하

위차원을 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의 세 가지로 나눈 후, 섬유폐기물 재활

용 의류제품 유형별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위험이 제품태도 및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재활용 의류

제품에서 지각된 가치(감정적, 사회적, 진귀적, 환경적)가 제품태도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험(경제적, 성과

적, 심미적, 위생적)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셋째,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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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의 행동의도(구전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넷째, 개인의 가치관(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

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차원과 제품태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

아본다. 다섯째, 개인의 가치관(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

류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본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MZ세대(밀레니

얼 세대+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섬

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 세 가지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된 응답자

들은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패션 브랜드의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보

면서, 다른 두 유형과 본인이 응답하게 될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했다. 총 850명의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모든 응답은 SPSS 

25.0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와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한 결과, 재활용 의류제품은 지각된 위험보다 지각된 가치가 제품

태도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용 의류제

품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적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은 제품태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차이를 살

펴보면, 공통적으로 감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제품태도에 대한 정적 영

향, 위생적 위험의 제품태도에 대한 부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재사용 의류제품의 경우, 진귀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미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새활용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환경적 가치와 심

미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생이

용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진귀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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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둘째,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제품태도는 구전의도,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구전의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차원과 제품태도의 관계, 제품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가치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활용 의류 

집단에서는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전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커졌고, 비거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진귀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

는 정적 영향이 커졌으며, 특히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욱 강해졌다. 이어서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재사용 의류 집단에서는 개인주의, 비거

니즘,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모두 확인되었으며, 새활용 의류 집단에서는 

개인주의,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재생이용 의류 집단에서는 

비거니즘,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평균 비교 결과, 소비자들이 재생이용 의

류제품에 대해 재사용 의류제품, 새활용 의류제품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가치는 높게, 위험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태도, 

구전의도, 구매의도 역시 재생이용 의류제품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 소비자 대다수(응답자의 78.4%)가 재활용 의류제품 

중 재생이용 의류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평균 비교 결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는 높게, 위

험은 낮게 지각하였으며,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 구전의도, 구매의도 

역시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가치관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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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남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주의는 성별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섬유폐기물 발생이라는 패션산업의 고질적 문제에 집중하여 

순환패션의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한 점,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

형을 세 가지로 나눈 후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순환패션을 

실천하는 패션기업들에게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새활용 의류제품, 

재생이용 의류제품 각 유형별로 제품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소비활성화 전

략을 제안한데에 실무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순환패션,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학  번 : 2018-2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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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 정책적인 변

화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소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가 도래하였

다. 특히, 최근 주 소비자로 부상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환경친화적, 

윤리적 소비 행태를 띄고 있다. 국내 시장조사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

상으로 착한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52.9%)

가 ‘친환경적 소비’를 꼽았으며, 68.9%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비싸더라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산업은 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토양, 물, 대기 시스템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오염이 심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 중 

하나이다(Leal Filho et al., 2019). 유엔(UN)은 패션산업이 모든 국제 항공

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

적한다(Dory, 2018). 심지어, 전세계적으로 산업 폐수의 20%가 패션산업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ant, 2012, p. 23). 우리나라 환경부 통계

에 따르면, 2017년 의류 생산 단계에서 배출된 폐섬유류만 해도 연간 약 8

만 2천 톤 규모이다. 이에, 모순적으로 한 때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당

했던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이 앞장서서 폐자원을 재활용한 아이템들을 선보

이며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점점 ‘순환패

션’ 경영을 실천하는 패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H&M은 의류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안 입는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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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에 전달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쇼핑 할인쿠폰을 받게 되고, 

H&M은 이를 통해 수거된 의류를 전부 재착용(rewear),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의 단계로 되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사이트에서 

중고 의류 판매를 시작하였고, 오래된 의류나 섬유폐기물, 폐 페트병 등 다

양한 폐제품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의류제품을 재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는 노스페이스(North Face)가 국내 물량 생산

에만 약 370만 개의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하여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출시

하였고, 럭셔리 브랜드인 프라다(Prada)는 바다에서 수집한 플라스틱 폐기

물의 재활용 및 정화 공정을 통해 얻은 친환경 나일론 소재로 가방을 만드

는 ‘리나일론(Re-Nyl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활용 패션과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를 조사해보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패션제품의 

특성을 심미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들(김새봄, 이경희, 2008; 안연숙, 

2011; 권정숙, 2012; 김선영, 2012; 김별, 2012; 양진숙, 박효은, 2012)이

나, 친환경 패션, 에코 패션, 그린 패션 등 지속가능패션을 주제로 하여 마

케팅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박송애, 2011; 신수연, 홍정민, 2010; 장남

경, 2008; 최나영, 김문숙, 2000)이 대부분으로, 순환패션의 개념을 토대로 

재활용 의류제품에 주목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 연

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패션 패러다임 확산에 있어 특히 패션제품이 만

들어지고, 버려지는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섬유폐기물에만 집중하여, 섬

유폐기물 관리의 위계적 순서에 따라 재활용 의류제품을 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세 가지로 나누고 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와 위험이 제품 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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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순환패션의 등장배경과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류섬유 폐기물에 초점을 맞춰 섬유폐기

물에 대한 정의와 섬유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한 뒤, 이를 재활

용한 의류제품을 유형에 따라 세 가지(재사용/새활용/재생이용)로 분류하고

자 한다. 나아가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와 위험이 

제품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본 연구의 

학문적인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을 사례

를 중심으로 분류해 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입각하여 의류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의 세 가지로 위

계적으로 구분한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에 따라 지각된 가치와 위험 차원이 소비

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에

서 지각된 가치 차원은 제품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활용 의류제품에

서 지각된 위험 차원은 제품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가치와 위험 중 어떤 것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 있어 

영향력이 더 큰 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형성

된 태도가 구전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 20년간 소비를 주도할 MZ세대에서 두드러지는 개인주의 가

치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거니즘, 페미니즘 가치관을 조절 변수로 활용

하여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차원이 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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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념들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가 미

흡한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과 재활용 의류제품 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재활용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리테일러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류제품 판매 시 유형에 따라 어떤 가

치를 강조하여야 하고, 어떤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며, 어떤 개인의 가치관

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 목적을 위해 본 연구의 다음 장에서는 순환패션, 섬유폐기물 재

활용 제품, 재활용 제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위험 차원, 제품 태도, 구전

의도, 구매의도, 그리고 MZ세대의 특징과 그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고찰하고 이어서 연구 방법, 결과 해석, 결론 및 시사점을 제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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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순환패션 

 

1. 순환패션의 등장 

 

패스트패션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의류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의류사용

률은 감소시키면서 의류 폐기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패스트패션 기업들은 

패션 트렌드를 내세우며 신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공급하면서 소비

자들로 하여금 과다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며(Black, 2008; Fletcher & 

Grose, 2011; Rissanen & Gwilt, 2011),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한 패스트패션 제품을 한 철만 입고 버리거나 심지어는 구입 후 입다가 

세탁할 때가 되면 그냥 버려버리기도 한다. 이렇듯 패스트패션이 빠르게 제

작되고 버려지는(Take-Make-Waste) 직선형 패션 공급망의 주기를 더욱 

단축시킴으로써 섬유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섬유 산업은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8~10%(연간 40~50억 톤), 섬유 처

리 및 염색 과정으로 인해 산업 폐수의 최대 20%(연간 79조 리터),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최대 35%(연간 19만 톤)에 책임이 있으며, 연간 

9,200만 톤 이상의 섬유폐기물을 발생시킨다(Niinimäki et al., 2020). 미국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7)에 따르면, 2015년 6,200만 톤이었던 

세계 의류량이 2030년에는 1억 200만 톤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이라

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7년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국 의류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6만 5000톤, 하루 평균 178톤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티셔츠 한 장을 200g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연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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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개의 티셔츠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렇게 버

려진 섬유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실정

이다. 

이러한 폐의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유럽 연합은 매립지 관리조항

(European Union’s Landfill Directive)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섬유의 매

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섬유를 다른 폐기물과 분리할 것을 명기하는 등 조

치를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패스트패션을 거부하며 환경친화적, 윤리적 브랜드를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정부, 패션기업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선택

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2019년 8월 25일은 지속가능패션에 대한 기

념비적인 날로, 이날 프랑스 엘리제 궁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

롱의 주도 하에 케어링 그룹 회장 프랑수아 앙리 피노를 주축으로 환경문제

에 대처하기 위한 패션 관련 국제 회의가 열렸다. 세계 주요 7개국이 모여 

주요 의제를 논하는 G7 정상회담 주간에 열린 이 행사에는 구찌, 발렌시아

가, 알렉산더 맥퀸,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프라다, 버버리, 샤넬, 랄프 로렌, 

에르메스, 칼 라거펠트, 조르지오 아르마니, 살바토레 페라가모, 스텔라 맥

카트니, 몽클레르 등의 럭셔리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H&M, 자라 등의 글로벌 SPA 브랜드를 포함하여 총 32개

의 패션기업과 150여 개의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G7 패션 

협약, ‘Fashion Pact’를 전세계에 공개하며 온실가스 감소, 생태계 복구, 해

양 보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

다. 지속가능패션을 위해 정부 주도 아래 패션기업들이 보다 명확하고 적극

적으로 변화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패션이란 미래를 위해 섬유와 의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섬유를 만들고 폐기할 때 모두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며(Aaijaz & Ibra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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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공정무역의 개념을 바탕으로 노동환경에 대한 지속성이 함께 고려

된 것이다(Mintel, 2009). 다시 말해, 지속가능패션의 정의는 패션제품산업

의 가치 사슬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 친환경적이고 사회책임적인 것이 고려

된 것이라 할 수 있다(윤수인, 2013). 최근 패션 산업에서는 지속가능패션 

실천을 위해 특히 공급망 관리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들로부터 안 입는 옷을 수거하여 온라인사이트 또는 오프라인매장에서 

중고 의류 판매를 하기도 하고, 오래된 의류, 섬유 폐기물, 폐 페트병 외에

도 다양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의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처럼 폐기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에서 가치를 되찾는 패션기업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패션과 비슷하지만 차별적 강조점을 가진 순환패션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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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패션의 개념 

 

순환패션(Circular Fashion)이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지속가

능패션(Sustainable Fashion), 두 개념이 합쳐진 용어로 비교적 새로운 개

념이다. 이 용어는 2014년 5월, 패션기업 H&M 지속가능성 부서의 한 직

원에 의해 처음 내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동년 7월 스웨덴에

서 열린 “Almedalen week” 행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점

인 2014년 6월, 스웨덴 컨설팅 회사 Green Strategy의 대표이자 소유주인 

Anna Brismar 박사 역시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패션 행사의 계획 

회의에서 순환패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였고, 동년 9월 개최된

‘CIRCULAR FASHION – SHOW & TALK 2014’행사에서 순환패션의 정

의와 원칙을 패션 브랜드와 패션 분야 전문가에게 소개하였다. 2014년은 유

럽의 정치적 의제로 순환경제의 개념이 강하게 대두된 해로, 순환경제와 지

속가능패션이라는 두 개념이 합쳐지기 좋은 시점이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자원채취(take)-대량생산(make)-폐

기(dispose)’가 중심인 선형적(Linear) 경제가 아니라 폐쇄구조(Closed 

Loop)를 가진 경제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이다(Stahel, 2016). 이와 같은 맥락으로, 순환패션

(Circular Fashion)이란 디자인되고, 공급되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

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최대한 귀중한 형태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효과적

으로 순환되고 사용되도록 의도하여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만듦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모델이다(Anna Brismar, 2017). 즉, 순환패

션은 지속가능성에‘순환성(Circularity)’의 원리를 결합한 것으로, 패션제

품을 설계할 때부터 생분해성 및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이후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생태계로 안전하게 반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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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패션의 모형은 <그림 2-1>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순환패션

의 개념에 입각하여 회사,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모두가 환경문제를 의식

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디자인(Design)-재료(Material)-생산 프로세

스(Production Process)-사용(Use)’의 4대 측면에서 100% 순환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패션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강주현, 2018). 첫

째,‘순환형 디자인(Design) 혁신’은 디자이너들과 원재료 구매부서들이 

중심이 되어 제품과 매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지속가능패션으로 탈바꿈시

키는 게 목표이다. 둘째,‘의류 재료(Materials) 혁신’은 오래된 의류, 섬

유폐기물, 폐 페트병 등을 제품 원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생산 프로세스(Production Process) 혁신’은 제품 생산 공

정에서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로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넷째,‘제품 사용(Use) 수명주기 연장 혁신’은 고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패션의 네 가지 측면 중에서 의류 재료 혁신에 집중

하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라인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폐기물 자원화에 주목하는 패션기업들이 증가하고, 이러한 재활

용 의류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패션산업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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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훈 외(2019), 중고의류 재사용·재활용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64(p.36). 

원출처: Sandin, G., & Peters, G. M. (2018). Environmental impact of 

textile reuse and recycling–A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84, 

353-365. 

 

<그림 2-1> 순환패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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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1. 섬유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1) 섬유폐기물의 정의 및 발생원 

 

보통 쓰레기라고도 일컬어지는 폐기물(Waste)이란 소유자가 원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은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공장 및 공

사작업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것을 생활폐

기물이라 부른다(두산백과, 2019). 이를 바탕으로, 섬유폐기물은 옷이 디자

인되고, 공급되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

한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즉 필요하지 않게 된 원단과 옷을 의미한

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단계(생산-판매 및 소비-사용 후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섬유폐기물은 <그림 2-2>와 같다. 

 

①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Production Wastes) 

주로 공장에서 의류 제작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섬유, 원사, 옷을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천, 불량 원단, 오더 수량보다 많이 생산하고 남은 

원단 및 옷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판매 및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Pre-consumer Wastes) 

리테일러가 공장에서 받은 옷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불량 상품, 안 팔린 재고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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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 후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Post-consumer Wastes) 

소비자가 구매 후, 유행이 지났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여러 이유에

서 더 이상 입고 싶어하지 않는 중고의류를 의미한다. 이는 한번도 착용하

지 않았던 새 제품일 수도 있고, 오래 입어 낡은 제품일 수도 있다. 

 

 

 

 

출처: Yalcin-Enis, I., Kucukali-Ozturk, M., & Sezgin, H. (2019, pp. 33). 

Risks and Management of Textile Waste. In Nanoscience and 

Biotechnology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 (pp. 29-53). Springer, 

Cham. 

 

<그림 2-2> 섬유폐기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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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폐기물 관리 현황 

 

다음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섬유폐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섬유

폐기물 관련 통계자료를 찾아 다음과 같이 직접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섬유폐기물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① 생산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섬유폐기물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

황’ 자료를 바탕으로, 근 10년동안의 사업장배출시설계 섬유폐기물 발생량

과 처리방법별 비율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결과, 섬유 및 의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량은 일정한 패턴 없이 불규칙하게 증감하고 

있었으며, 2010년(306.9톤/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후 2011년 대폭으

로 감소하였으며 그 후로는 들쭉날쭉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사업장배출시설계 섬유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232.0  237.7  204.6  306.9  189.1  186.0  226.5  195.9  208.3  284.4  223.7  

매립 7.8  3.4  7.5  9.7  10.9  8.8  9.4  21.1  21.5  4.7  18.1  

소각 104.2  80.6  104.0  207.5  59.8  62.8  66.9  60.1  82.7  78.1  60.2  

재활용 120.0  153.7  93.1  89.6  118.4  114.4  150.2  114.7  104.1  201.6  145.4  

하역배출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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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업장배출시설계 섬유폐기물 발생량 

 

 

<그림 2-4> 사업장배출시설계 섬유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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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 전 폐기물: 생산액 대비 재고 비율 현황 

 

박훈 외(2019)에 따르면, 의류업계의 재고 규모는 생산자가격을 기준으

로 2007년 2조 2,732억원, 2011년 3조 7,113억원, 2017년 4조 1,295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다. 아래 의류업계의 생산액 대비 재고 비

율 현황 표를 살펴보면, 의류업계의 생산액 대비 재고 비율은 2007년 16.8%

에서 2011년 20.1%로 늘어난 데 이어 2017년 25.5%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17년에는 생산 대비 1/4 이상이 재고로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류업계의 재고 발생 억제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의류업계의 생산액 대비 재고 비율은 제조업의 재고 비율과 비교하여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 제조업 대비 의류업계의 생산액 대비 재고 비율 현황 

(단위: %) 

 2007 2009 2011 2013 2016 2017 

의 류 16.8 17.2 20.1 22.4 23.9 25.5 

제조업 8.7 8.8 9.1 9.0 10.1 10.0 

 

출처: 박훈 외(2019), 중고의류 재사용·재활용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64(p.56). 

원출처: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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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비 후 폐기물: 의류폐기물 수거량 및 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

황’ 자료를 바탕으로, 근 10년동안의 의류폐기물 수거량 현황을 표와 그림

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거되는 의류폐기물은 크게 가정생활폐기

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두 가지로 나뉜다. 가정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주

변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는 중고의류를 의미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의류업과 관련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외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

출되는 의류를 의미한다. 국내 의류폐기물 수거량은 의류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크게 늘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수거된 의류폐

기물의 처리방법 또한 정확히 집계가 안되고, 단순히 재활용 처리 비율 

100%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자료는 국내 의류폐기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하의 전반적인 의류폐기물 집계 체계 개선과 의류폐기물 처리 현황 파

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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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의류폐기물 수거량 

(단위: 톤/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정 

생활폐기물 
122.0 149.8  160.6  175.5  189.4  182.0  126.9  203.7  146.3  160.8  178.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3.5  11.8  11.0  10.5  8.3  11.9  11.9  10.2  8.1  5.0  15.0  

총계 125.5  161.6  171.6  186.0  197.7  193.9  138.8  213.9  154.4  165.8  193.2  

매립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재활용 125.5  161.6  171.6  186.0  197.7  193.9  138.8  213.9  154.4  165.8  193.2  

 

 

 

 

<그림 2-5> 의류폐기물 수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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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비 후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의류폐기물 

 

다음으로 환경부에서 5년 단위로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자료

에서 의류폐기물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다. 결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17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만 의복류의 발생량(188.5톤/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선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류수거함에 배출된 의류

폐기물량(178.2톤/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13 제

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의복류가 기타 섬유, 천 류와 함께 집계되

고 있었으며, 2007년 이전의 제1차, 2차, 3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섬유류 자체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2017년을 기

준으로 보았을 때, 가정에서 의류수거함에 버린 의류폐기물량보다 종량제봉

투에 다른 폐기물과 함께 섞어 배출한 의류폐기물량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의류폐기물량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한 번 밖에 

집계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앞으로 계속해서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의류폐

기물량을 집계해 나간다면 보다 정확한 국내 의류폐기물량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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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의복류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 

(백만) 

g/일/인 톤/일 

비 고 
전체 의복류 

기타 

섬유, 

천류 

전체 의복류 

기타  

섬유, 

천류 

2017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51.36 8.73 3.67 5.06 448.4 188.5 259.9  

2013 제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50.20 10.20 0 0 512.0 0 0 

의복, 섬유∙천  

구분 없음 

2007 이전 

제1~3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종량제봉투 내 기타(섬유류, 가연성 및 불연성기타)는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지 않아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활용품수거함 내 재활용품 

기타는 전지류, 형광등, 윤활유, 타이어, 그 외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였으나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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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류폐기물 흐름도 

 

주문솔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환경부, 통계청 등의 통계를 활

용해 2017년도의 수거된 폐의류 처리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그림 

2-6>과 같다. 이 흐름도를 살펴보면, 우선 종량제 봉투에 폐기되는 것은 

전부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었으며, 의류수거함에 배출된 것 중 45.5천톤은 

수출되고 있고, 13.0천톤은 소각/매립되고 있었다. 한편, 산업계로 재활용되

고 있는 양은 추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출처: 박훈 외(2019), 중고의류 재사용·재활용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64(p.65). 

 

<그림 2-6> 의류폐기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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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섬유제품업 온실가스 발생량 

 

본 연구에서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산

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근 10년동안의 섬유제품

업 온실가스 발생량을 표로 정리하였다. 2004~2010년까지는 3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

문에 2008년, 2009년의 발생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표를 위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섬유폐기물량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섬유제품업 온실가스 발생

량은 섬유 및 의류 생산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1

년, 2012년, 2014년에 최고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사업장에서 배출되

는 폐섬유의 양이 많을수록 섬유제품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많을 것

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상반된 결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표 2-5> 섬유제품업 온실가스 발생량 

(단위: 천tCO2) 

온실가스 

발생량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섬유제품업 6,851.0 - - 4,090.6 7,247.0 7,221.4 6,648.9 7,024.1 6,664.3 6,735.5 5,794.4 

 

 

 

 

 

 



22 

 

섬유폐기물 관리 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류폐기물 관련 통계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중고의

류 배출량은 매년 ‘폐의류’라는 명칭으로 국내 전체와 지역별 통계를 발표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매년(환경부

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발표하거나 5년 단위(환경부의 전국폐

기물 통계조사)로 발표하는 것이 전부이다. 매년 발표하는 통계는 지자체가 

의류수거업체를 통해 집계한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데, 중고의류 수거에 대

한 보고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통계값이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정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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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및 처리방법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장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폐기물관리체

계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 및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

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해외의 폐기물관리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8년 EU

에서는 이를 ‘Reduce-Reuse-Recycle-Recovery-Landfill’ 5가지 순서

로 분류하였고, Johnson(2013)은 ‘Refuse-Reduce-Reuse-Recycle-

Rot’ 5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서울시수출사업단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는 ‘원천감량-재사용-재활용-자원 

재생-소각-매립’ 순이다. 이처럼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속가능한 폐기

물관리를 위해 폐기물 자체의 발생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재생이용하며, 소각을 통해 에너지로 회수

하고,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매립을 하라는 것이 공통적 견해이다. 

섬유폐기물 관리 역시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ReThread 

DC(미국 Columbia의 폐섬유 재사용 및 재활용 이니셔티브)는 소비자 입장

에서 섬유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다섯 가지 차원으로 위계적으로 분류하

였다(그림 2-7). 먼저 최상 우선순위는 ‘원천감량’으로 새로운 의류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옷장을 살펴 불필요한 구매를 없애는 것이

다. 둘째, ‘재사용’은 더 이상 안 입는 상태가 좋은 옷을 중고매장에 재판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선’은 구멍 난 양말, 떨어진 단추 등을 수선함

으로써 제품수명주기를 늘리는 것이다. 넷째, ‘재활용’은 폐의류를 기부하라

는 것으로 기부된 폐의류가 걸레나 청소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은 폐의류를 재사용,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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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패션기업의 입장에서 섬유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다음

의 여섯 가지 차원으로 위계적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8). 마찬가지로, 섬

유폐기물 관리에 있어 최상 우선순위는 ‘원천감량’으로 역삼각형의 제일 위

에 위치하며,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

한다. 의류제품 생산단계에서 공급망 관리를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재사용’은 의류폐기물이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재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류수거시스템을 통해 수거한 상태가 

좋은 헌 옷이나 오래도록 팔리지 않은 재고들은 온/오프라인 중고매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새 옷으로 팔릴 수 있다. 세번째, ‘새활용’은 업사이클링의 우

리말로, 폐기물을 재사용해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의

류폐기물을 해체하여, 그 원단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재단하

고 남은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다운사이클링 과정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

는 것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네번째, ‘재생이용’은 섬유폐기물을 다시 의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헌 옷이나 옷을 재단

하고 남은 원단 조각을 다시 섬유, 원단으로 만들어 의류제품을 만들 수 있

다. 다섯째, ‘에너지 회수’는 폐의류를 화석 연료 대신 대체 연료로서 사용하

는 것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옷은 발전소로 보내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 최하 우선순위는 ‘처분’으로 소각 및 매립이 이에 해당한다. 

소각 및 매립은 폐기물에서 아무런 가치도 회수하지 못한 채 환경에 악영향

만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류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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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소비자 관점의 섬유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ReThread DC) 

 

 
 

<그림 2-8> 패션기업 관점의 섬유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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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 

 

재활용은 쓰다 버린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원료나 재료로 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재생하는 것을 뜻한다(동아새국어사전, 1998). 재활

용 패션제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의해 재활용 패션이 

다르게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Woolridge et al.(2006)은 폐의류 그대로 중

고로의 재사용과 원형 해체 후 사용을 의미하는 재활용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Rissanen and Gwilt(2011)는 중고의류나 빈티지의류로의 재사용과 

재단과 재봉 등의 추가 처리작업을 통해 의류 또는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리디자인 두 가지로 나누었다. Fletcher(2008)는 제품

을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수선을 하거나 스타일링을 새롭게 

하여 다시 사용하는 재정비, 원단으로부터 섬유를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재

활용 세 가지로 보았다.  

한편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권정숙(2012)은 제품을 있는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reuse,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reduce, 보충을 함으로써 

제품수명을 연장하는 refill, 전환과정을 통해 새로운 연료로 생산하는 

regeneration, 제품의 일부를 변화시키는 reform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양진숙, 박효은(2012)은 재활용 패션을 재사용, 재이용, 재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민숙(2012)은 재사용, 재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재활용 패션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을 바탕으로 재활용 패션

제품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항에 의하면,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뜻한다. 여기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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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자원재

활용법 제2조 6항),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

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원재

활용법 제2조 7항). 이때 재사용은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와 단순 수

리 및 수선을 통해 재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

운 가치 부여 및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경우 총 3가지로 다시 분류

된다. 이를 참고 및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의 맥락에서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을 1)섬유폐기물 재사용(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 및 

수선을 통해 재사용하는 경우), 2)섬유폐기물 새활용(디자인과 기술을 접목

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경우), 3)섬유폐기물 재생이용(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3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1) 섬유폐기물 재사용 

 

우선 패션기업의 섬유폐기물 관리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재사

용 사례를 살펴보겠다. 패스트패션 그룹 ‘H&M’은 스웨덴 중고 플랫폼 

Sellpy와 함께 중고 의류 및 빈티지 의류의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리세일 

명칭은 preloved로, 추후 자매 브랜드인 & Other Stories 온라인몰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Patagonia’는 의류 무상수선 서비스 

인 Worn Wear 캠페인을 전개한다. 낡은 옷, 헌 옷이라는 의미를 가진 

Worn Wear는 새 옷 구매보다 이미 입고 있는 옷을 수선해 오래 입기를 권

장하는 Patagonia의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파타고니아 제품뿐 아니라 

다른 모든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 각종 봉제작업과 사이즈 수선 및 지퍼, 단

추 등의 부자재 수선 작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브랜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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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홍대에 위치한 ‘Page One’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옷은 대

부분 15~20년 전 일본 백화점에서 팔던 옷의 재고들로 새 옷에 가까운 훌

륭한 상태가 특징이다. 

이상, 국내외 패션브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

품을 살펴본 결과, 패션제품의 재사용은 빈티지라는 이름으로 온/오프라인 

중고매장에서 재판매(Reselling)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아가 일부 패

션기업에서는 무상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섬유폐기물의 제품수명을 연장시

키고 있었다.  

 

 

(2) 섬유폐기물 새활용 

 

다음으로 패션기업의 섬유폐기물 관리 우선순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새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뉴욕 기반의 브랜드 ‘Zero Waste 

Daniel’은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쓸모 없는 원단을 활용해 바지와 자켓 등을 

만들고 있다. 자투리 원단을 사용하므로 옷의 색상과 무늬가 모두 달라 비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게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2014년 미국 LA에서 시작된 ‘RE/DONE’은 빈티지 리바이스 

청바지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현대적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브랜드로, 

빈티지 데님을 다시 재단하고 워싱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데님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국내브랜드로는 ‘래코드(RE;CODE)’가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에서 발생하는 최후재고를 소각하지 않고 해체, 그 원단을 기반으로 새

로운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상, 국내외 패션브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

품을 살펴본 결과, 패션제품의 새활용은 봉제공장에서의 폐원단, 버려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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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팔리지 않은 재고제품 등을 활용해 리디자인(Redesigning)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희소성의 가치가 강조되어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판

매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3)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패션기업의 섬유폐기물 관리 우선순위에서 네 번째에 위치한 재생이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Patagonia’에서는 옷을 재단하고 남은 면 조각을 다시 

원단으로 만들어 의류제품을 제작한다. 셔츠 16벌을 만들고 남은 면 조각으

로 재활용 면 셔츠 1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H&M’ 또한 재활용 원사

와 재활용 원단 사용에 적극적인데, 전세계 H&M 매장에서 의류 수거 프로

그램을 진행하며 수거된 의류 중 일부는 원사로 재활용되어 제품 제작에 사

용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한 남녀 캐주얼 의류 브랜드 

‘Marine Layer’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안 입는 오래된 티셔츠를 기부받고 

그 티셔츠들을 모아 재생섬유를 만든 뒤 해당 재생섬유로 다시 완전한 의류

를 제작하고 있다. 

이상, 해외 패션브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

품을 살펴본 결과, 패션제품의 재생이용은 봉제공장에서 옷을 재단하고 남

은 자투리 천, 소비자들로부터 헌 옷 수거를 통해 모은 폐의류 등을 활용해 

다시 섬유로 재생(Regenerating)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아쉽게도, 의

류 수거를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섬유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패션브랜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을 통해 서둘러 섬유

폐기물 재생이용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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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재활용 의류제품 지각 

 

1. 지각된 가치 

 

인간이 행하는 모든 상호작용의 기본 화폐는 가치이며, 소비자가 소비행

위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가치 있는 대상을 구하기 위함이다(Mittal & 

Sheth, 2001). 마케팅 분야에서는 가치를 소비자들이 얻고자 하는 가장 기

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Peter & 

Olson, 1990). 지각된 가치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비

용을 지불할 때 지각하는 이익이며(Kwon et al., 2003), 이용자가 지불하고 

받은 것에 대하여 인지에 근거해 평가되는 효용이다(Zeithaml, 1988). 즉, 

지각된 가치는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면서 지각하는 내재적 

가치로, 소비자 개인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혜택과 이에 따른 희생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내리는 판단 혹은 평가이므로 개인차가 존재한

다(Zeithaml, 1988). 

소비가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는 Sheth et al.(1991)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인용된다. 

Sheth et al.(1991)은 기존의 가치에 관한 척도들이 구매 및 소비와 관련성 

낮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선

행연구에서 조사된 가치 문항들을 통합하여 소비와 관련된 가치만을 뽑아낸 

후,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상황적 가치, 진귀적 가치, 총 

5개를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로 제시하였다. 한편, 

의류학 분야에서는 의복소비가치라는 개념으로 소비가치 연구가 특화되어 

진행되어 왔는데(김선희, 1999; 백선영, 이선재, 2000; 황선진, 1997),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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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구매 시 소비자의 의복소비가치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류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문희강, 추호

정, 2008). 특히, 재활용 패션제품과 관련된 소비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은하 외(2018)는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가치를 사

회적, 감정적, 기능적, 경제적, 에코 가치로 구분하였고, 김하연, 김종선

(2018)은 업사이클링 가방에 대한 소비가치를 환경적, 디자인, 자기표현적 

가치로 분류하고 있었다. Gallarza et al.(2011)은 재활용 패션제품의 소비가

치를 사회적, 감정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로 나누었고, Chi(2015) 역시 친

환경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사회적, 감정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로 동일하게 구분하였다. Cho(2015)는 에코 제품의 지각된 소비가치를 

사회적, 감정적, 기능적 가치로 구분하였고, Ha and Park(2010)의 연구에서

는 에코 패션제품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 경제적, 에코 가치로 분류되었다. 

또한 추태귀, 박현희(2013)은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소비가치를 진귀적, 감

정적, 기능적, 사회공헌, 경제적 가치로 분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heth et al.(1991)의 소비가치이론을 중심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의 소비가치를 다차원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가치차원

을 전부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재활용 의류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

정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Sheth et al.(1991)의 기능적 가치는 제품

의 가격, 품질, 기능과 관련된 물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가치를 의미하는데, 

소비자들은 재활용 의류제품이 버려진 옷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고, 지불한 가격만큼의 가치를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위험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여 배제하였

다. 또한 Sheth et al.(1991)의 상황적 가치는 특정상황에 발현되는 가치이

므로 일반적인 구매행동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한편, 재활용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환경적 가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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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최종적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

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환경적 가치의 네 차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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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적 가치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는 제품을 착용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적 상태에 대한 가치 지각을 의미한다(추태귀, 박현희, 2013). 즉, 제품

을 통해 즐거움, 좋은 느낌 등과 같은 감정적인 변화를 지각하는 것이다. 

또한, Westbrook and Oliver(1991)는 감정적 가치를 쾌락적 소비의 일종으

로 소비를 경험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흥분과 같은 지극히 개인 차가 있는 

감정이라 정의하였고, 제품의 품질보다 제품의 디자인 혹은 소비를 했을 시 

주는 즐거움과 재미 등의 소비감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쾌락재인 패션제품을 구매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재활용 의류제품 역시 쾌락적 속성이 강한 패션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 가치가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더욱이 재활용 의류제품은 폐기물로 만들어진 제품으

로, 소비자는 재활용 의류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고 생

각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일반 의류제품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옷을 

구입하였다는 마음에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을 통해 즐거움, 행복한 느낌, 기쁨, 좋은 느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 변화를 지각하는 것을 감정적 가치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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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란 하나 이상의 특정 사회집단에서 관계를 통

해 얻어진 지각적 특성으로(전은하 외, 2018), 제품 및 브랜드의 사회적 이

미지 또는 소비자의 사회적 욕구 충족으로 인해 지각되는 가치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집단과 관련되어 있는 지각된 효용으로, 선호하는 인구 

통계적 집단, 사회 경제적 집단, 문화 인류적 집단에 관련된 가치를 의미하

며, 소비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념에 의해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Sheth et al., 1991).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패션제품과 같은 시각적인 아이템 또는 명품과 같

은 과시적인 아이템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각되는데,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 로고가 제품의 물리적 특성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 전형적인 사회

적 가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재활용 의류제품 역시 시각적인 아이템으로, 

사회적 가치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재활용 의류제품이 친환경적이고 희

소하여 구매하면 주변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것이라 생각되면 사회적 

가치가 높게 지각되고, 재활용 의류제품이 폐기물로 만들어졌으므로 얼룩이 

있거나 위생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라 염

려를 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가 낮게 지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재활용 의류제품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

가를 받게 될 것이라 지각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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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귀적 가치 

 

진귀적 가치(epistemic value)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참신함을 주거나 

지식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지각된 효용이

다(Sheth et al., 1991). 소비자들은 진귀적 가치로 인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기심으로 새로운 매장을 방문하고, 현재 사용중인 브랜드에 싫증

이 나서 브랜드전환을 시도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허원무 외, 2007). 

재활용패션제품 구매와 관련된 진귀적 가치는 독특성이나 희귀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중고패션 쇼핑이 시장에서 쉽게 구

할 수 없는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 찾기(treasure hunting) 행위임을 

검증하였다(Machado et al., 2019). 또한 윤수인(2013)은 재사용, 재활용 

패션제품의 구매동기를 살펴보았는데 중고 패션제품에서는 진귀성 요인이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리폼 패션제품에서는 독특하고 희귀한 

아이템을 추구하는 가치성 요인이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을 통해 독특성, 

희귀성, 차별화된 특별함을 지각하는 것을 진귀적 가치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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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적 가치 

 

Thompson and Barton(1994)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환경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가치를 부여하며, 신체적 또는 물

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 인식한다. Anderson and Cunningham(1972)은 환경의식적 소비자를 사

회지향성이 높으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소비자 

집단이라고 하였고, Webster(1975)는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해 자신의 소

비가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거나 그에 따른 공적인 결과를 고려해 행동하는 

소비자 집단이라 하였다. 이처럼 자원보존, 환경보호와 같이 소비자들이 환

경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를 환경적 가치(environmental value)라고 한다. 

일반적인 의류제품과 달리, 재활용 의류제품은 원료를 절약하고 폐기물

을 줄여 친환경을 추구하는 친환경적 목적에서 시작되어, 디자인-생산-유

통-소비-수거-재활용의 과정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환원의 특성을 지닌다

(유홍식, 2012; 권정숙, 2012). 박현희(2015)는 소비자가 환경적 가치를 

인지하게 되면 재활용 제품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나아가 구

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버려진 재료의 수명을 연장하여 만들어진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환경

적 이점을 지각하는 것을 환경적 가치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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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 

 

Bauer(1960)에 의해 처음 소개된 지각된 위험은 객관적 위험과는 구별

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할 때 제품 구매 후 사용 시 발생할지

도 모를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불안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Cox & Rich, 1964; Taylor, 1974). 또한 Roselius(1971)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지만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손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이처럼 소비자가 구매행위를 함에 있어 인지하는 위험을 지각

위험이라 정의하고 있다. 보통 소비자는 구매 후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예

측할 수 없으며,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이어지기도 

한다(엄서호, 유주형, 2001).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지각된 위

험이 크다면 소비자는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강혜숙, 김성혁, 

2007). 

패션제품에서 위험지각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단일 차원의 지각된 위험보다는 고객의 구매의

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

차원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최수진, 

2003; 김효정, 황선진, 2011; 남은하, 이진화, 2009). 하위차원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nshall et al., 1982; 

김찬주, 1992). 구체적으로, 재활용 패션제품과 관련된 지각된 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현희, 추태귀(2015)는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의 지

각된 위험 차원 도출을 위해 정성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심미적 위

험, 위생적 위험, 사회적 위험, 성과적 위험, 경제적 위험, 5가지 차원으로 

위험을 분류하였다. 또한, 김하연, 김종선(2018)은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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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험을 다양성 위험, 성과적 위험으로 구분하였고, 윤수인(2013)은 

재사용, 재활용 패션제품의 지각된 위험을 기능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

심리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맥락이 유사한 박현희, 추태귀(2015)의 연구를 토

대로 재활용 의류제품의 위험차원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적 위험

은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박현희, 추태귀(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

회적 위험은 재활용 의류제품의 디자인 및 형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지 염려하는 것으로 심미적 위험과 내용이 다소 유사하였으며, 소비

자의 추천의도, 구매의도에도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위

험을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심미적 위험, 위생적 위험의 네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각 위험 차원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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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위험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은 구매한 제품이용에 문제가 있을 때 구매

한 제품에 대한 수리 및 대체를 위한 추가비용, 또는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

생할 때 소비자가 지각하게 되는 재정적 위험을 의미한다(An, 2000). 즉, 

제품에 대해 지불한 가격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라 할 수 

있다. 

박현희, 추태귀(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구매 경험자 대다수가 업사이클

링 패션제품의 가격이 너무 고가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chad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 대다

수가 중고매장의 취지와 다르게 최근 중고패션제품들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

고 있으며, 이는 중고매장 주인들이 행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경제적 위험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이 대량생산될 수 없어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또는 재활용 의류제품이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경제적 위험이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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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적 위험 

 

성과적 위험(performance risk)이란 구매한 제품이 잘못되거나, 서비스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하는 바 제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Minshall et al., 1982; Stone 

& Grønhaug, 1993; 임경복, 2001), 장기적인 사용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제

로도 자주 사용하지 않게 만든다. 

재활용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과 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

는 폐제품을 새롭게 가공 및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상품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한 생산과정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와 지식은 소비자에게 불확실

성을 인지하게 하고, 이는 구매를 미루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현희, 

추태귀(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사이클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비

자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패션 제품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

고 인지하게 되고, 이는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신뢰와 구매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활용 의류제품은 내구성이 떨어지고 일반 의

류제품에 비해 빨리 닳을 것이라 염려하는 것을 성과적 위험이라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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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미적 위험 

 

심미적 위험(aesthetic risk)은 구매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게 되

는 자아 이미지와의 불일치 가능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의

복구매 시 지각된 심미적 위험은 자신의 이미지와의 조화, 다른 옷과의 조

화를 고려하는 심미적 관점을 포함하여 나타나며, 이는 옷이 미적으로 소비

자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혜선, 김화

순, 1998). 

소비자는 재활용 의류제품은 대량생산되지 못해 제품의 색상, 사이즈, 

스타일 등이 다양하지 못할 것이라 인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입다가 버

린 중고의류는 이미 유행에 뒤쳐졌다고 염려하게 된다. 김찬주(1991)는 지

각된 심미적 위험이 구매 전 숙고, 관찰, 경험의존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을 입증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심미적 위험을 지각하는 경우 구매를 미루거

나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한계로 인해 재활용 의류제품이 다른 옷과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맞음새가 나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심미적 위험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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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적 위험 

 

위생적 위험(sanitary risk)은 삶을 저해시키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의 위생적 위험(sanitary risk)은 폐품이나 버려진 제품을 통해 만들어진 

재활용 의류제품이 위생적이지 않거나 새 제품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는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위생문제가 걱

정되어서 재활용 교복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가 18%에 달했고(신

희선, 오경화, 2009), 업사이클링의 지각된 위험차원을 규명하는 정성적 연

구에서는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생적 측면에서 타인의 

부정적 시선이나 의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희, 추태귀, 

2015). 특히 재활용 의류제품은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생적 위험은 소비자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에 얼룩이나 때가 있거나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각하는 것을 위생적 위험이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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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재활용 의류제품 수용 

 

1. 제품태도 

 

Blackwell et al.(2006)에 따르면, 태도란 정서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대

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경향이다. 

다시 말해, 태도는 어떤 대상 또는 대상들의 집합에 대해 한결같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Predisposition)이며, 경험

으로부터 형성되며, 행위에 직접적이고 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을 하도

록 준비되어 있는 하나의 정신적 및 신경적 상태를 의미한다(김태연, 1995). 

김숙경(1998)은 태도의 구조적 개념이 인지적 구성요소(Cognitive 

component), 감정적 구성요소(Affective component), 행동적 구성요소

(Behavioral component)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태도가 행동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는 관습, 관심,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

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태도, 신분을 반영한다(강혜원, 

1994). 다시 말해, 의류제품은 착용한 사람의 개인적인 내면적 특성을 투

영해 주는데,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의복 착용행위를 통해 감정, 욕

구 등 무형의 추상적인 것들이 표출된다(김연주, 2009). 박현희, 오송대

(2005)의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의류제품

의 재활용에 대한 태도나 재활용 행동과 같은 환경 의식적 소비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Dens and De Pelsmacker(2010)는 소비자가 새롭게 

인지한 브랜드, 제품에 대해 형성한 긍정적인 태도는 구전과 구매의도와 같

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는 태도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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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도와 구매의도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라고 정의하겠다. 이는 소

비자들이 재활용 의류제품을 경험할 때 재활용 의류제품을 지속적으로 선호

하거나 또는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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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전의도 

 

구전(Word of Mouth)은 1954년 포춘(Fortune)지에 등재된 Whyte, Jr

의 고전적 마케팅 연구에서 유래하였다. 사회적 존재로서 소비자들은 자신

의 구매에 의한 경험 정보를 다른 소비자와 교환하고 이를 다른 사람의 구

매 결정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둘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구전이라 정의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승희, 최은희(2009)는 구전의도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한 자신의 이용경험을 전달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

다고 하였으며, 박소연(2009)은 구전의도를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Zaltman et al.(1982)은 구전 커뮤니

케이션을 준거집단의 구성원 혹은 고객판매원과 같이 두 명 이상의 사람들 

간의 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며, 자신이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수

행하는 비공식적인 구두 의사소통이라고 하였으며, Marsha and Richins 

(1983)는 구전의도를 최소 한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본인이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제품경험을 알리는 행위라고 하였다. Jing, 강병구 

(2012)의 연구에 따르면, 구전의도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직, 간접적 경험

을 교환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이용자들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호의적

인 태도가 타인에게 호의적인 구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

전은 소비자의 정보획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매 후 행동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Gatignon & Robertson, 1985). 본 연구에서는 구전의

도를 사용자가 경험한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

고, 이를 추천할 의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긍정적인 구전에 초점을 맞

춰 구전의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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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의도 

 

구매의도란 소비자의 예기된 혹은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한다(Engel & Blackwell, 

1982). 즉,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구매의도가 높을수록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매의도와 관

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구매의도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가

지 정의와 구성요소를 가진다. Fishbeine and Ajzen(1975)은 구매의도란 

개인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중간 변수로 개인과 행동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주관적 가능성차원에서 개인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Engel 

et al.(1990)은 구매의도가 실제행동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구매의도에 대한 신뢰는 마케터에게 효과적인 대

안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구매의도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해 일련의 태도를 형성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 변수로 외부자극

에 대한 태도가 특정 행동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Van 

Lange et al., 2011).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의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현희(2015)

은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전은하 외(2018) 역시 업사이클링 패션제품에 대한 지각된 소비가치, 환경

친화적 신념,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박

현희, 추태귀(2012)는 소비자 자신감과 패션연출 자신감이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혔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

을 고찰해 봤을 때, 재활용 의류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이를 둘러싼 많

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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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MZ세대 

 

1. MZ세대의 개념 및 특징 

 

최근 전세계적으로 소비의 주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출생)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즉,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현재

의 10대부터 30대를 포함한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5~39세에 해당하는 MZ세대는 현재 17,366,041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 인

식, 관계, 소비 등에서 이전에는 없던 다양한 문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MZ세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강해서, MZ세대 사이에서 발생한 트

렌드가 사회 주류 문화로 자리잡는 데까지 약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고 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서적에서 이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MZ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MZ세대는 온라인 상에서, 모바일 상에서 

SNS를 통해 소통하는 데 익숙하며, 매일 유튜브를 시청한다. 습관적으로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다. MZ세대는 넘쳐나

는 정보와 그 안에 교묘히 숨은 광고를 골라내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구독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가장 

신뢰하는 채널은 유튜브(72.0%), 인스타그램(49.7%), 페이스북(35.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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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MZ세대는 1~2명의 자녀를 둔 부모 아래

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개성이 매우 강하다. 

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본인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이외의 잔업이나 자기 직무 이외의 일 등을 

용납하지 못하며, 퇴근시간이 되거나 일이 끝나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한다. 

셋째, 다양성과 경험을 중시한다. MZ세대는 독특한 경험,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기를 아끼지 않는다. 단순히 1차원적인 감각만을 충족시키는 온라인 

콘텐츠에 지친 이 세대는 체험형 여가 활동과 같은 실감할 수 있는 것을 추

구한다. 독특한 경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여행을 

함에 있어서도 현지인의 삶을 실감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 

넷째, 본인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 정의,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을 만들어 사회 변화를 이끈다(이효수, 2020). 이들이 

추구하는 소신은 환경(40.0%), 취향존중(33.3%), 미니멀리즘(32.2%)으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이슈에도 자기 생각과 소신을 표현한다.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라면 생활습관도 바꾸고(48.7%), 하나의 제품 및 서

비스를 이용할 때도 소신에 부합하면 불편함을 감수(50.1%)하는 등 자신

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종합해보면, MZ세대는 SNS 의존도가 높고, 사회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뚜렷한 소신을 중시하며, 독특한 경험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MZ세대는 매우 능동적이기 때문

에 무분별한 정보를 가만히 받아보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내며 그

것을 주위에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이처럼 기성세대와는 뚜렷한 차별

점을 보이는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자리잡으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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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Z세대의 가치소비 

 

미닝아웃(Meaning Out)은 소비를 할 때 신념이나 가치관(Meaning)을 

적극 드러내는(Coming Out)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MZ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강력한 소비 트렌드이다(환경운동연합, 2020). 이는 소비자 운동의 일

종으로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신념과 같은 자기만의 의미를 소비행위를 통

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거나, 옷이나 가방 등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 더욱이 MZ

세대는 환경, 윤리, 젠더, 사회적 책임 등의 이슈를 과거 세대보다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것엔 아낌없이 소비하고, 이에 어긋

나는 것은 단호히 불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이슈가 되었던 

2019년 7월, 정치분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Realmeter)가 세대

별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동참의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 

중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20대(75.5%)였으며, 

향후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85.1%) 역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60대는 43.2%에 그친 것

과 비교할 때 20대가 훨씬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 역시 20대가 가장 높고(54%), 비호감도는 

60대가 가장 높다(51%)는 점이다(한국갤럽, 2019). 60대 이상이 일본 제

품 불매 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싫지만 일본 물

건을 인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신념과 소비를 

별개로 보는 셈이다. 한편, MZ세대는 소신을 적극적인 불매행위을 통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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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MZ세대에게는 기

존세대가 중시해온 실용성이나 가성비, 럭셔리한 이미지 등 제품에 대한 가

치보다는 정의, 환경, 윤리, 젠더, 지속가능성 등 개인적, 사회적 가치가 구

매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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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관과 순환패션 

 

앞서, MZ세대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관이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짐으로써 다른 세대보다 가치

관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가치관이 무엇인지, MZ

세대의 어떠한 가치관이 순환패션 소비와 연관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치관이란 소비자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 표현으

로 우리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의 기준이 

된다(Kamakura & Novak, 1992). 가치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유정(2007)은 가치를 인간행동을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 지각으로서 개

인, 집단, 사회가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념과 

원리로 정의하였으며, Howard and Woodside(1984)는 가치를 특정 존재의 

목적상태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지속적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또

한 가치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과 무엇이 

적절한 행동을 구성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관점으로 이해된다

(최은진, 2007). 많은 소비자 행동연구자들은 가치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

적인 연구를 통해 가치가 상표나 제품의 선택, 구매의도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검증하였다(Boote, 1981; Howard, 1977; Pitts & 

Woodside, 1983). 이와 같이 개인의 가치관은 소비자 행동의 예측지표로

서, 소비자의 태도형성, 정보처리 및 제품구매 등 일련의 과정에 걸쳐 광범

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 신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환패션 제품에 대한 지각차원이 제품태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 과정에서 MZ세대의 가치관이 어떠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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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주의 

    

우선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특징으로도 분류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순환패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주의는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며 자기행동의 결정권을 타

인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 속에서 찾는다(이철, 정대련, 1994). Hofstede 

(1980)는 개인주의란 집단, 조직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집합체들에서 정서

적으로 독립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Hui(1988)는 개인주의자란 

자신을 그룹과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의하는 사람들이라 하였다. 즉, 개인

주의는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주위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개인의 주체성, 흥미, 그리고 독립성 등을 강조한다. 

개인주의는 대개 집단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비교 연구가 함께 진행

되는데,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상황보다는 자신의 

관심, 목적이나 경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집단주의

가 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독특함과 개별성보다는 주변환경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Geertz, 197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자들이 집단주의자에 비해 사회적 환경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순환

패션에 관심이 적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주의와 집

단주의가 서로 상반된 가치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고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도 혼재된 복합적인 개념이라 주장한다(Oyserman et al., 2002; 

Schwartz, 1990; Triandis & Gelfand, 1998). 특히 Markus and 

Kitayama(1991)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은 준거 기준이 자기

(Self)가 우선일 뿐 사회적 환경과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단 구성원

들과의 관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상황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



53 

 

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는 현재, 개인

주의 가치관도 집단주의와 마찬가지로 순환패션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행위결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판단을 중요시하므로, 일단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하면 구전의도, 구매의도 등의 행동의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 예

상하였다. 

 

 

(2) 비거니즘 

    

다양한 채식주의 스펙트럼 중 하나인 비거니즘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거니즘(Veganism)은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및 그러한 철학으로, 생활 전반에 걸

쳐 동물의 부산물이 포함된 상품 및 동물 실험을 거친 제품의 구매와 사용

을 거부하고, 동물복지를 옹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Larsson et 

al., 2003). 즉, 자신의 건강을 위해 채식을 선호하는 다른 채식주의자와는 

달리, 비건은 환경과 동물 착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동물성 음식뿐 아

니라 동물성 제품을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배제한다. 

나아가 비거니즘에서 파생된 용어인 비건 패션(Vegan Fashion)이란 협

의의 의미로는 동물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소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광

의의 의미로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고, 100% 재생물질을 사용하여 지구환

경보호까지 생각하도록 소비의식을 확산시키는 패션으로 정의된다(최미화, 

여은아, 2013). 또한 김남희, 박선희(2018)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이자 

함께 상생해 나아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주체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

중하는 윤리적 패션의 일환으로 동물성 소재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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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로부터 지구와 생태계,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패션이

라 비건 패션을 정의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환패션 소비와 비거니즘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지만, 윤리적 

소비신념이 비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일부 존재

한다. 정혜정, 오경화(2013)가 사회적 책임, 동물복지, 개인적 향상, 친환경 

소비 네 가지 차원의 윤리적 소비신념이 비건 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신념은 비건 패션제품 태도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의 확장

된 개념인 비거니즘 역시 비건 패션과 유사한 순환패션에 대한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거니즘이 강할수록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지구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이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순환패션에서 환경적 

가치를 느끼고,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환경적 측면에서의 독특함, 차별화된 

특별함을 느낄 때 동물복지와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가치관이 높을수록 제품

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거니즘이 특히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진귀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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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미니즘 

    

여성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인 페미나(Femina)에

서 유래한 폐미니즘(Feminism)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남성 중심의 이데

올로기에 대항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

화해야 한다는 운동 및 이론을 가리킨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 

페미니즘은 시대에 따라 1, 2, 3차 페미니즘으로 나뉘는데, 1차 페미니즘

은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의 페미니즘 운동과 이론의 발전을 일컫는다. 

오랫동안 남성만이 누려온 사유재산권과 참정권을 여성에게 확장시켜, 여성

도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

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린다(두산백과, 2020). 다음으

로, 2차 페미니즘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페미니즘을 일컫는 것

으로, 이 시기에는 노동 환경과 임금수준개선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불평등 

현상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 시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문화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이 개인의 삶에서 성차별적인 권력 구조를 

이해하도록 장려하였다(Echols, 1989; Hanisch, 2006). 1990년대부터 지금

까지 진행중인 3차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종, 국적, 종교, 계층, 섹슈얼리티,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다양한 사회 정

책의 철폐와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이론 및 사회 운동들과 맞물려 발전해

왔다(두산백과, 2020). 이를 종합해보면, 페미니즘은 성 때문에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여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에서 시

작하여, 나아가 환경과 평화, 돌봄, 인권,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를 강

조하는 가치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순환패션과 페미니즘의 관련성은 여성주의 환경철학(Femi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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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hilosophy)에서 시작된다. 여성주의 환경철학은 여성을 억

압하는 것이 자연과 환경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치하며 착취하는 모

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페미니즘의 입장이다. 이 철학에 의하면, 여성

은 동물과 자연이 처한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에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

하여,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강화하고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지속가능소비에 더 관여하며(Zelezny et al., 

2000), 남성보다 가정에서 물과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Hunter et al., 

2004), 제품을 재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Bulut et al., 2017).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즘이 높을수록 또는 여성일수록 폐기물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유추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과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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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 소비자의 제품태도, 구전의도,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인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의 조절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다.  

 

1.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지각된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혜택이자(Parasuraman et al., 1988),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

로부터 욕구가 충족된 것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선

행연구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이고 구매의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임이 밝혀져 왔다. Bolton and Drew(1991)는 지각된 가치가 전반적인 고객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류민지 외(2013)는 그린제품의 

외재적 속성이 가치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치지

각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지각된 가

치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홍병숙, 나윤규, 2007),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Zeith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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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환경적 가치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이러한 

가치차원들을 높게 지각할수록 재활용 의류제품을 더 선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문제 1.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

가 제품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1-1.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감

정적 가치는 제품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사

회적 가치는 제품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진

귀적 가치는 제품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환

경적 가치는 제품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uer(1960)에 의하면, 지각된 위험은 객관적, 확률적 위험이 아닌 현

실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그 위험을 주관적으로 인지할 때에만 위험으

로 인지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이다(Yeung & Morris, 2006). 이러한 지각된 위험

은 다양한 요인에 지각된 가치와는 상반된 영향을 주는데(우정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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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하기도 하고, 

구매의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 Jarvenpaa and Todd(1997)는 소비

자의 지각된 위험이 인터넷 쇼핑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고, 김연희(2001)는 지각된 위험이 쇼핑몰에 대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소

비자가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심미적 위험, 위

생적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부정적인 제품태도가 형성될 것이라 예상

하였다. 

 

연구 문제 2.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험

이 제품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2-1.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경

제적 위험은 제품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성

과적 위험은 제품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심

미적 위험은 제품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

생적 위험은 제품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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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주관적인 감정, 주변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통해 제품을 인식

하여 신념을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평가한 후 태도를 형성

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련의 규칙적인 행동패턴을 보인다. 어떤 대

상에 대한 태도는 관련된 정보처리, 판단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은하 외, 2018; Gatersleben et al., 2002; Stern et al., 1995). Dens and 

De Pelsmacker(2010)는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형성된 태도는 구전과 

구매의도와 같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 문제 3.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3-1.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는 

구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구전의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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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개인의 이상적인 최종양식 

혹은 행동양식에 대한 신념을 넘어서 행동이나 판단을 이끄는 광범위한 개

념이다(Rokeach, 1973). 개인이나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은 중요성

에 따라 가중되고 서열화되어 수없이 많은 가치구조를 유도해 낸다. 이런 

가치구조가 태도와 행위에 있어 사람 간의 차이, 나라 간의 차이, 문화 간

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은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여

러 소비행동에도 반영되는데,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를 결정

하는 일련의 과정에 걸쳐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중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에 집중하여, 이러한 가

치관의 개인차가 재활용 의류제품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4. MZ세대의 가치관(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차원과 제품태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

본다. 

 

연구 문제 5. MZ세대의 가치관(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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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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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자극물

로 사용한 1)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그림 설명의 제작과정과 

2)실제 패션 브랜드 사례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이어서 연구 

대상과 설문 문항에 대해 다룬 후, 마지막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자극물 제작 및 선정 

 

본 연구는 재활용 의류제품 중에서도 패션산업에서 발생하는 섬유∙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 의류제품으로 한정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아가 재활용 방법에 따라 유형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설문에 앞서 우선 응답자들에게 

섬유∙의류 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작과

정에 따라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섬유

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후 본인이 응답하게 될 유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제 패션 브랜드의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그 유형에 

대해 상기시킴으로써 다른 두 유형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였다. 

첫째,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그림 설명을 직접 제작함으로

써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유명세 등을 통제하고, 연구변수 

이외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재활용 방법에 따라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유형별로 완제품 사진을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보다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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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섬유폐기물 재생

이용 의류제품이 각각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응답자가 유형 간 

차이를 분간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여,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차별점을 강조한 제작과정을 직접 만들었다. 

둘째, 응답자가 배정된 유형별 실제 패션 브랜드 사례 두 개씩을 예시로 

제공할 때에도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섬유

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의 경우, H&M과 Patagonia의 사례를 선정하여 고

객들이 안 입는 옷이나 불량품을 세탁 및 수선하여 재판매하는 일련의 과정

을 보여주었다.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오래도록 팔리지 

않은 재고품을 해체 및 조합하여 새로운 의류제품을 만드는 RE;CODE의 

사례와 봉제공장에서 옷을 만들며 발생한 자투리 조각을 조합해 원단을 만

들어 새로운 의류제품을 만드는 zero waste daniel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경우, Marine Layer의 RE-SPUN 라인과 

Patagonia의 재생이용 사례를 참고하여 버려진 옷이나 원단을 섬유 수준으

로 잘게 부수고 재활용 원사, 재활용 원단을 만들어 버려진 옷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설문에 앞서 유형별 제작된 그림 설명과 선정된 패션브랜드 사례를 포함

하여 전체 자극물을 20명 정도에게 보여준 결과, 그림이나 사진이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하였으며 세 유형 간 차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자극물을 연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부록의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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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자극물을 보여준 후 설문을 실시하는 형

태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 IRB)에 연구를 이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전문 리서

치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Macromill Embrain)에 위탁하여 기관의 패

널을 이용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M세대(1985~1994년 출생)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Z세대(1995

년~2001년 출생)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MZ세대는 향후 20년간 소비를 

주도할 세대로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가성비를 따지기 보다는 본인

의 가치관에 따라 가치소비를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유통업

계는 주 소비층인 MZ세대를 겨냥하여 환경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앞

세워 다양한 재활용 제품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MZ세대에 주목하

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설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체크하게 된다. 그 후 섬유

폐기물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읽고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 세 가

지의 그림 설명을 본 후, 가장 선호하는 재활용 의류제품을 고른다. 이어서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재사용/새활용/재생이용) 중 하나에 무작

위로 배치되어, 배정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패션 브랜드의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보게 된다. 조작 점검을 위해 자극물과 관련된 간단한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되고, 두 문제 모두 맞췄을 경우에만 본 설문이 시작된다. 

설문조사는 약 15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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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문항의 구성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은 크게 재활용 의류제품의 가치와 위험에 관한 문항과 제품태

도, 행동의도에 관한 문항, 그리고 가치관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에 관한 문항의 경우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환경적 가치 각각 4개 문항으로, 총 12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험도 경제적 위험 4개 문

항, 성과적 위험 4개 문항, 심미적 위험 4개 문항, 위생적 위험 4개 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제품태도 4개 문항, 구전의도 4개 

문항, 구매의도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경우 개

인주의 4개 문항, 비거니즘 4개 문항, 페미니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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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된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는 Sheth et al.(1991), Sweeney 

and Soutar(2001), Yu and Lee(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환경적 가

치는 Chen and Chang(2012), Yu and Lee(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를 참고하여 재활용 의류제품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표 3-1> 재활용 의류제품의 지각된 가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지 

각 

된 

 

가 

치 

감정적 

가치 

이 의류제품을 착용하면 행복한 느낌이 든다. 

Sheth et al. 

(1991), 

Sweeney & 

Soutar(2001), 

Yu & Lee 

(2019)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의류제품 구매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었

다. 

이 의류제품은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해준다. 

사회적 

가치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의류제품은 내가 속한 집단(예: 직장, 학교)

과 잘 어울린다. 

이 의류제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좋

게 평가할 것이다. 

진귀적 

가치 

이 의류제품은 독특함을 제공한다.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과는 차별화된 특

별함이 있다. 

이 의류제품은 새로운 특징이 많아서 좋다. 

이 의류제품에 호기심을 느낀다. 

환경적 

가치 

이 의류제품은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된다. 

Chen & Chang 
(2012), 

Yu & Lee 
(2019) 

이 의류제품은 버려진 재료의 수명을 연장하였

다는 점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의류제품은 환경친화적이다. 

이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 이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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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심미적 위험은 박현희, 추태귀(2015), 윤수

인(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고, 위생적 위험은 박현희, 

추태귀(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재활용 의류제품의 맥락

에 맞게 수정하였다. 
 

<표 3-2> 재활용 의류제품의 지각된 위험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지 

각 

된 

 

위 

험 

경제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비쌀 

것 같다. 

박현희, 추태귀

(2015), 

윤수인(2013) 

이 의류제품은 대량 생산되지 못해서 가격이 

높을 것이다.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

로 고가일 것 같다. 

나는 이 의류제품의 가격에 거품이 많을 것이

라 생각한다. 

성과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내구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 의류제품을 오랫동안 착용할 수 없을 것 같

다.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더 빨리 

닳을 것 같다. 

이 의류제품은 세탁하면 스타일이나 색상이 손

상될 것 같다. 

심미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해 맞음새

가 좋지 못 할 것이다. 

이 의류제품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 할 것이

다. 

이 의류제품은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최

근 유행을 반영하지 못 할 것이다. 

이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과의 코디네이션이 쉽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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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 

박현희, 추태귀

(2015) 

이 의류제품은 얼룩이나 때가 있을 것 같다. 

이 의류제품은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 의류제품은 새 제품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3) 제품태도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는 Yu and Lee(2019), 공혜원(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3-3> 제품태도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설문 문항 참고 문헌 

제품 

태도 

나는 이 의류제품이 마음에 든다. 

Yu & Lee 
(2019), 

공혜원(2010) 

나는 이 의류제품에 호감이 간다. 

나는 이 의류제품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의류제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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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의도 

 

소비자 행동의도는 구전의도와 구매의도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구전의도는 박현희, 추태귀(2015), 류은숙(2010)의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를 참고하였고, 구매의도는 김하연, 김종선(2018)의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3-4> 소비자 행동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행 

동 

의 

도 

구전 

의도 

주위 사람에게 이 의류제품을 소개해 주고 싶

다. 

박현희, 추태귀

(2015), 

류은숙(2010)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의류제품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이 의류제품의 착용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

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의류제품에 대해 조언

을 구한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구매 

의도 

나는 이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김하연, 김종선

(2018) 나는 앞으로 내 옷을 쇼핑할 때 이 의류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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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치관 

 

가치관은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개인주의는 윤원아, 김기옥(2000), 한경미, 나영주(2004), 페미

니즘은 Morgan(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

하였으며, 비거니즘의 경우 직접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표 3-5> 가치관 측정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M 

Z 

세 

대 

 

가 

치 

관 

개인 

주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윤원아, 김기옥

(2000), 

한경미, 나영주

(2004)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

다. 

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고

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나는 개인적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기 보

다는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비거 

니즘 

나는 생활 전반에 걸쳐 동물의 부산물이 포함

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작성 

나는 동물 실험을 거친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는다. 

나는 채식을 선호한다. 

페미 

니즘 

나는 성 때문에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여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Morgan(1996)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와야 한

다. 

여성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은 더 

좋은 리더가 된다. (R) 

여성은 남성보다 옷과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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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전문 리서치 기관의 설문 패널을 통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M세대

(1985~1994년 출생)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Z세대(1995~2001년 출생)를 

대상으로 2020년 4월에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응답 과정에서 응답하지 

않은 설문이 있으면 설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설문은 없었으며, 

총 850개의 표본(재사용 의류제품=289개, 새활용 의류제품=282개, 재생

이용 의류제품=279개)이 수집되었고, 850개의 표본이 모두 분석에 사용되

었다. 

 

(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되었다. 주요 변수 측정에 사용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의 구조 파악과 타당성 검증

을 위해 요인분석이 진행되었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1부터 연구 문제 3까지는 회귀분석을 통해 검

증하였고, 연구 문제 4와 연구 문제 5는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

하였다. 

 

 



73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분석에 사용된 850부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우

선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19명(49.3%), 여성이 431명(50.7%)이었으

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대는 M세대가 427명(50.2%), Z세대가 

423명(49.8%)으로 성별과 세대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거

주지에 따른 분류에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256명(30.1%)과 235명(27.6%)

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의 88.1%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93.3%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학력의 미혼자임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은 주로 학생(39.8%)과 사무직(33.1%)이었으며, 이 둘을 제

외하고 나머지 직업은 10%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월평균 가계 수입

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3.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

만(14.0%)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월평균 패션상품 구입 지출액을 

확인한 결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41.6%),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0.0%)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합이 71.6%로 응답자 과반수가 월평균 5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패션상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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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세부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19 49.3 

여성 431 50.7 

합계 850 100.0 

세대 

M세대 (1985~1994년 출생) 427 50.2 

Z세대 (1995~2001년 출생) 423 49.8 

합계 850 100.0 

거주지 

서울 256 30.1 

부산 47 5.5 

대구 44 5.2 

인천 61 7.2 

광주 21 2.5 

대전 28 3.3 

울산 17 2.0 

경기도 235 27.6 

강원도 16 1.9 

충청북도 17 2.0 

충청남도 22 2.6 

전라북도 19 2.2 

전라남도 15 1.8 

경상북도 19 2.2 

경상남도 28 3.3 

제주도 2 0.2 

세종 3 0.4 

합계 85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0.4 

고등학교 졸업 53 6.2 

대학교 재학 302 35.5 

대학교 졸업 429 50.5 

대학원 재학 이상 62 7.3 

기타 1 0.1 

합계 8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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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 

미혼 749 88.1 

기혼 101 11.9 

합계 850 100.0 

직업 

주부 13 1.5 

학생 338 39.8 

사무직 281 33.1 

전문직 47 5.5 

경영 관리직 15 1.8 

전문 기술직 74 8.7 

생산직 근로자 12 1.4 

서비스/판매직 19 2.2 

기타 51 6.0 

합계 850 100.0 

월평균 

가계 수입 

100만 원 미만 52 6.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5 7.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96 23.1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36 16.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12 13.2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2 8.5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119 14.0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2 6.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31 3.6 

1,500만 원 이상 15 1.8 

합계 850 100.0 

월평균 

패션상품 

구입 

지출액 

5만 원 미만 136 16.0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255 30.0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354 41.6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4 7.5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30 3.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 0.7 

200만 원 이상 5 0.6 

합계 8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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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의 자극물이 적절히 

조작되었는지 검증하고, 구분되는 세 비교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1. 자극물 조작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을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으로 나누어 세 

가지 유형의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집단 간 설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재활용 의류제품 중에서도 각각 배정된 유

형의 재활용 의류를 다른 유형의 재활용 의류와 확실하게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문과 그림 설명, 패션 브랜드의 실제 사례 2가지를 함께 제

시하며 계속해서 응답자들에게 이를 상기시켰다. 본 설문에 앞서 재활용 의

류제품 유형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두 가지 

문항을 물어보았으며, 두 문항을 모두 맞춰야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한 문항만 틀리더라도 설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

은 본인이 배정된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으며, 이 

재활용 의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자극물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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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간 동질성 검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세 비교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세 비교군 간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세대, 학력, 직업, 월평균 가계 소득 등 설문에 포함된 모

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세 집단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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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항목 세부 범주 

빈도 

χ2 

(df) 
Prob. 

재사용 

의류 집단 

(N=289) 

새활용 

의류 집단 

(N=282) 

재생이용 

의류 집단 

(N=279) 

성별 
남성 144 

14 

 

141 

 

134 

 

.268 

(2) 
.875 

여성 145 141 145 

세대 
M세대 145 142 140 .002 

(2) 
.999 

Z세대 144 140 139 

거주지 

서울 83 92 81 

26.035 

(32) 
.762 

부산 13 19 15 

대구 11 15 18 

인천 23 19 19 

광주 6 7 8 

대전 10 10 8 

울산 6 6 5 

경기도 82 73 80 

강원도 8 4 4 

충청북도 6 8 3 

충청남도 5 9 8 

전라북도 8 4 7 

전라남도 6 5 4 

경상북도 7 6 6 

경상남도 13 5 10 

제주도 2 0 0 

세종 0 0 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1 1 

6.115 

(10) 
.805 

고등학교 졸업 18 19 16 

대학교 재학 106 101 95 

대학교 졸업 143 137 149 

대학원 재학 이상 20 24 18 

기타 0 0 1 

결혼여부 
미혼 254 249 246 .024 

(2) 
.988 

기혼 35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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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주부 5 3 5 

11.004 

(16) 
.809 

학생 119 117 102 

사무직 93 90 98 

전문직 16 18 13 

경영 관리직 3 6 6 

전문 기술직 23 27 224 

생산직 근로자 2 3 7 

서비스/판매직 9 4 6 

기타 19 14 18 

월평균 

가계 수입 

100만 원 미만 17 20 15 

14.685 

(18) 
.68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2 22 21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64 69 63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47 42 47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41 40 31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33 16 23 

6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39 38 42 

8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5 21 16 

1,0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 
6 10 15 

1,500만 원 이상 5 4 6 

월평균 

패션상품 

구입 

지출액 

5만 원 미만 48 45 43 

6.896 

(12) 
.864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84 89 82 

1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124 111 119 

3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23 20 21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7 13 10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3 1 2 

200만 원 이상 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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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Z세대 가치관 동질성 

 

개인 삶의 지향성을 의미하는 가치관은 소비자의 제품태도 및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김철민, 1999; De Groot & Steg, 2007). 

이에,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간 개인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나타날 외부효

과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으

며,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세 집단 간 MZ세대 

가치관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표 4-3> 집단 간 MZ세대 가치관 동질성 검증 

        집단 

구분   

재사용 

의류 집단 

(N=289) 

새활용 

의류 집단 

(N=282) 

재생이용 

의류 집단 

(N=279) 

F sig. 

개인주의 4.77 4.79 4.82 .256 .774 

비거니즘 3.64 3.59 3.42 2.179 .114 

페미니즘 5.12 5.02 5.04 .494 .610 

Note: 7점 리커트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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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타

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타당성은 베리멕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고, 신뢰성은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를 도출하여 살펴보았다. 

 

1. 지각차원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가치는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환경적 가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각된 위험은 경제적 위

험, 성과적 위험, 심미적 위험, 위생적 위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먼

저 요인별 4개씩 총 32문항에 대해 추출 요인의 개수를 8개로 지정하고 베

리멕스 회전을 적용하여 주성분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가치 1개 문항, 진

귀적 가치 1개 문항이 동일한 차원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문항을 

제거한 후 다시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모든 요인이 고유치 1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최저 기준인 0.5를 충족하여 각 변수가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분산은 각 요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데, 절대적

인 기준은 없으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누적 분산의 요구 기준을 60% 내

외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각차원 총 30개 문항은 총 분산의 

79.5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

로, 추출된 8개 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크론바흐 알바

(Cronbach’s α)가 모두 0.6 이상으로 척도의 신뢰성 또한 검증되었다. 구

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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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지각차원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감정적 

가치 

이 의류제품을 착용하면 행복한 

느낌이 든다. 
.866 

3.690 
12.299 

(12.299) 
.914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854 

이 의류제품 구매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831 

이 의류제품은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해준다. 
.805 

사회적 

가치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26 

2.005 
6.682 

(18.981) 
.841 

이 의류제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718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것이다. 

.711 

진귀적 

가치 

이 의류제품은 독특함을 

제공한다. 
.802 

2.232 
7.441 

(26.422) 
.889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과는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다. 

.793 

이 의류제품은 새로운 특징이 

많아서 좋다. 
.690 

환경적 

가치 

이 의류제품은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된다. 
.919 

3.519 
11.731 

(38.153) 
.934 

이 의류제품은 버려진 재료의 

수명을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905 

이 의류제품은 환경친화적이다. .875 

이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 이점이 많다.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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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비쌀 것 같다. 
.910 

3.285 
10.949 

(49.102) 
.903 

이 의류제품은 대량 생산되지 

못해서 가격이 높을 것이다. 
.900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일 것 

같다. 

.884 

나는 이 의류제품의 가격에 

거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740 

성과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내구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 
.867 

3.312 
11.041 

(60.143) 
.909 

이 의류제품을 오랫동안 착용할 

수 없을 것 같다. 
.854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더 빨리 닳을 것 같다. 
.841 

이 의류제품은 세탁하면 

스타일이나 색상이 손상될 것 

같다. 

.760 

심미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해 맞음새가 좋지 

못 할 것이다. 

.758 

2.494 
8.314 

(68.457) 
.800 

이 의류제품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 할 것이다. 
.727 

이 의류제품은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최근 유행을 

반영하지 못 할 것이다. 

.711 

이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과의 

코디네이션이 쉽지 않을 것이다. 
.703 

위생적 

위험 

이 의류제품은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 
.885 

3.327 
11.089 

(79.546) 
.932 

이 의류제품은 얼룩이나 때가 

있을 것 같다. 
.877 

이 의류제품은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다. 
.842 

이 의류제품은 새 제품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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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태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제품태도에 대한 문항은 선행 연구에 따라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베

리멕스 회전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 이상의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요인 부하량 값은 .896 이상의 범위를 보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도 .952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5> 제품태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제품 

태도 

나는 이 의류제품이 마음에 든다. .960 

3.502 87.545 .952 

나는 이 의류제품에 호감이 간다. .954 

나는 이 의류제품에 관심이 있다. .931 

나는 이 의류제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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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행동의도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구전의도 4문항, 구매의도 2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6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고유값 1을 기준으로 베리멕스 

회전을 통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차원이 2개로 구분되지 않아 요

인의 개수를 2개로 지정한 뒤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전의도, 

구매의도 두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부하량 역

시 .736 ~ .873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6문항이 총 분산의 89.885%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도 .951과 .942로 나타나 모두 높은 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표 4-6> 행동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구전 

의도 

주위 사람에게 이 의류제품을 소개

해 주고 싶다. 
.873 

2.997 
49.947 

(49.947) 
.951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의류제품을 추

천할 의향이 있다. 
.857 

이 의류제품의 착용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748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의류제품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적극 추천하

고 싶다. 

.736 

구매 

의도 

나는 이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871 

2.396 
39.938 

(89.885) 
.942 

나는 앞으로 내 옷을 쇼핑할 때 이 

의류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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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Z세대 가치관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조절 변수로 사용되는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은 하

나의 큰 개념의 하위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요

인분석할 필요는 없으며, 각 변수별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면 

된다. 우선 개인주의를 요인분석한 결과, 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0.5보다 

작아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다. 페미니즘의 경우, 두 가지 역문항에 대해 역

코딩을 한 후 요인분석하였고, 이 때 탈락한 문항은 없었다. 개인주의, 비거

니즘, 페미니즘 문항에 대해 각각 베리멕스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

행한 결과, 모든 고유치가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부하량 역시 .590 

이상의 값을 보였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모두 0.6 이상으로 

척도의 신뢰성 또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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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MZ세대 가치관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개인 

주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848 

1.820 60.664 .658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

에게 중요하다. 
.836 

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나 자신

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635 

비거 

니즘 

나는 생활 전반에 걸쳐 동물의 부

산물이 포함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97 

2.583 64.567 .812 

나는 동물 실험을 거친 제품의 구

매와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855 

나는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

든 옷을 입지 않는다. 
.836 

나는 채식을 선호한다. .590 

페미 

니즘 

나는 성 때문에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여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822 

2.254 56.347 .740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을 도와야 한다. 
.809 

여성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은 더 좋은 리더가 된다. (R) 
.735 

여성은 남성보다 옷과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R)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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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절에서는 각 변수의 기술 통계를 통해 자료의 기초적인 형태와 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변수의 표본 개수는 세 집단을 모두 합쳐 총 850개로 동일하다. 

변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살펴보면, 환경적 가치와 개인주의를 제외한 모

든 변수의 최솟값은 1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최댓값은 7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험, 심미적 위험, 위생적 위험, 비거니즘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평균이 중앙값인 4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용 의류제품의 환

경적 가치(M=5.97)와 페미니즘 성향(M=5.06)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지각 차원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지각된 가치 중 감정적 가치의 평

균이 4.26으로 가장 낮았고, 지각된 위험 중 성과적 위험이 평균 4.10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가치를 

위험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활용 의류제품 수용의 경우, 제품태도의 평균이 4.79, 구전의도의 평

균이 4.27, 구매의도의 평균이 4.26으로 제품태도에 비해 행동의도를 측정

한 구전의도, 구매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MZ세대 가치관의 평균값을 보면 개인주의 4.79, 비거니즘 3.55, 페미니

즘 5.06으로, 페미니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주의의 경우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낮은 표준편차 값을 보였는데, 이

는 개인주의에 대해 응답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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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감정적 가치 1.00 7.00 4.26 1.12 

사회적 가치 1.00 7.00 4.37 1.15 

진귀적 가치 1.00 7.00 4.93 1.24 

환경적 가치 2.00 7.00 5.97 0.96 

경제적 위험 1.00 7.00 3.50 1.37 

성과적 위험 1.00 7.00 4.10 1.28 

심미적 위험 1.00 7.00 3.50 1.21 

위생적 위험 1.00 7.00 3.66 1.40 

제품태도 1.00 7.00 4.79 1.23 

구전의도 1.00 7.00 4.27 1.33 

구매의도 1.00 7.00 4.26 1.37 

개인주의 2.00 7.00 4.79 0.88 

비거니즘 1.00 7.00 3.55 1.31 

페미니즘 1.00 7.00 5.06 1.26 

Note: 7점 리커트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N=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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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 문제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5가지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 그에 관한 결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

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문제 1,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험

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문제 2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연구 문제 4, 5의 경우,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차

원과 제품태도의 관계, 제품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MZ세대의 신념(개인

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표 4-9> 연구 문제 검증방법 

연구 문제 분석 방법 분석 도구 

1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SPSS 25.0 

2 

3 단순회귀분석 

4 PROCESS 

macro 
Model 1 

5 

 



91 

 

1. 재활용 의류제품의 지각차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본 분석에서는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각된 가치 

4가지 요소와 지각된 위험 4가지 요소, 총 8가지 요소를 동시에 독립변수

로 투입하고, 제품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

가 제품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험

이 제품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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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 의류제품의 지각차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첫째, 세 집단을 모두 합친 전반적인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189.99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감정적 가치(β=.390, 

t=13.427, p=.000), 사회적 가치(β=.196, t=6.707, p=.000), 진귀적 가

치(β=.109, t=3.855, p=.000), 환경적 가치(β=.125, t=5.328, p=.000) 

모두 제품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가 지지되었다. 한편, 재활용 

의류에서 지각된 심미적 위험(β=-.113, t=-4.329, p=.000)과 위생적 위

험(β=-.224, t=-7.902, p=.000)이 제품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위험(β=.005, t=.219, p=.826)과 성과적 

위험(β=.017, t=.633, p=.527)은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따라서 가설 2-3, 가설 2-4는 지지되었고, 가설 2-1, 가설 2-2는 기

각되었다. 

둘째, 재사용 의류 집단에 대해서도 가설 검정에 앞서 회귀 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하였다(F=55.331, p<.001). 이어서 지각된 가치차원이 제품태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감정적 가치(β=.417, t=8.276, p=.000), 

사회적 가치(β=.182, t=3.620, p=.000), 진귀적 가치(β=.171, t=3.623, 

p=.000), 환경적 가치(β=.116, t=2.850, p=.005) 모두 제품태도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가 지지되었다. 한편, 재사용 의류에서 지각된 위험차원 중 심미

적 위험(β=-.122, t=-2.782, p=.006)과 위생적 위험(β=-.169, t=-

3.705, p=.000)이 제품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과 가설 2-4는 지지되었으나, 경제적 위험(β=-.004, t=-.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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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4)과 성과적 위험(β=.034, t=.779, p=.437)은 유의한 영향이 확인

되지 않아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셋째, 새활용 의류 집단의 분석에 사용된 회귀 모형의 F값이 71.637으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새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지각된 가치차원 중 감정적 가치(β=.379, t=7.403, 

p=.000), 사회적 가치(β=.253, t=5.206, p=.000), 진귀적 가치(β=.183, 

t=3.521, p=.001)가 제품태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환경적 가치는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β=.030, t=.676, 

p=.499),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한편, 새활용 의류 집단의 경우 새활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험 요인 중 위생적 위험(β=-.223, t=-4.910, 

p=.000)만이 제품태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

지 경제적 위험(β=-.011, t=-.272, p=.786), 성과적 위험(β=-.012, 

t=-.268, p=.789), 심미적 위험(β=-.073, t=-1.757, p=.080)은 제품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가설 2-4를 제외한 가설 2-1, 가

설 2-2,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넷째, 재생이용 의류 집단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

도를 나타내는 F값이 50.375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진

귀적 가치(β=.112, t=1.932, p=.054)를 제외한 감정적 가치(β=.373, 

t=6.669, p=.000), 사회적 가치(β=.117, t=2.045, p=.042), 환경적 가치

(β=.201, t=4.551, p=.000)가 제품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로써 가설 1-1, 가설 1-2, 가설 1-4는 지지되었고, 가설 1-

3은 기각되었다. 한편,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 집단에서는 심미적 위험

(β=-.115, t=-2.278, p=.024)과 위생적 위험(β=-.278, t=-5.249, 

p=.000)이 제품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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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4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위험(β=.064, t=1.547, p=.123)

과 성과적 위험(β=.096, t=1.932, p=.054)은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이 세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감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가치차원 

중 감정적 가치는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은 어떤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에서도 제품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대로 위생적 위험은 모든 집단에서 

제품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섬유폐기물 재사

용 의류제품에서는 지각된 모든 가치가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새활용 의류제품에서는 환경적 가치,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는 

진귀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 집단의 경우에는 제품태도

에 대한 심미적 위험의 부적인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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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재활용 의류제품의 지각차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제품태도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β t p 

R2 

(수정 R2) 
F 

감정적 가치 .431 .390 13.427 .000 

.644 

(.640) 
189.999*** 

사회적 가치 .211 .196 6.707 .000 

진귀적 가치 .109 .109 3.855 .000 

환경적 가치 .160 .125 5.328 .000 

경제적 위험 .005 .005 .219 .826 

성과적 위험 .016 .017 .633 .527 

심미적 위험 -.115 -.113 -4.329 .000 

위생적 위험 -.198 -.224 -7.902 .000 

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β t p 

R2 

(수정 R2) 
F 

감정적 가치 .450 .417 8.276 .000 

.613 

(.601) 
55.331*** 

사회적 가치 .199 .182 3.620 .000 

진귀적 가치 .170 .171 3.623 .000 

환경적 가치 .139 .116 2.850 .005 

경제적 위험 -.004 -.004 -.095 .924 

성과적 위험 .038 .034 .779 .437 

심미적 위험 -.145 -.122 -2.782 .006 

위생적 위험 -.165 -.169 -3.705 .000 

집단 

2 

새활용 의류 

(N=282) 
B β t p 

R2 

(수정 R2) 
F 

감정적 가치 .427 .379 7.403 .000  

 

 

 사회적 가치 .286 .253 5.20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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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귀적 가치 .218 .183 3.521 .001  

.677 

(.668) 

 

71.637*** 
환경적 가치 .041 .030 .676 .499 

경제적 위험 -.009 -.011 -.272 .786 

성과적 위험 -.012 -.012 -.268 .789 

심미적 위험 -.076 -.073 -1.757 .080 

위생적 위험 -.198 -.223 -4.910 .000 

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β t p 

R2 

(수정 R2) 
F 

감정적 가치 .377 .373 6.669 .000 

.599 

(.587) 
50.375*** 

사회적 가치 .113 .117 2.045 .042 

진귀적 가치 .115 .112 1.932 .054 

환경적 가치 .239 .201 4.551 .000 

경제적 위험 .057 .064 1.547 .123 

성과적 위험 .082 .096 1.932 .054 

심미적 위험 -.107 -.115 -2.278 .024 

위생적 위험 -.241 -.278 -5.249 .00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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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제 3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먼저,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전

의도와 구매의도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겠다. 나아가 구전의

도는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3.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소

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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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전체 집단 1377.883, 

재사용 의류 집단 460.640, 새활용 의류 집단 545.748, 재생이용 의류 집

단 276.475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집단

에서 구전의도에 대한 제품태도의 강한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어(β≥.707, 

t≥16.628, p=.000),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1>

에 제시하였다. 

 

<표 4-11>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구전의도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850 .787 37.120 .000 
.619 

(.619) 
1377.883*** 

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859 .785 21.463 .000 
.616 

(.615) 
460.640*** 

집단 

2 

새활용 의류 

(N=282)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888 .813 23.361 .000 
.661 

(.660) 
545.748*** 

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773 .707 16.628 .000 
.500 

(.498) 
276.47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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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전체 집단 1410.645, 재

사용 의류 집단 529.810, 새활용 의류 집단 519.434, 재생이용 의류 집단 

316.434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구매

의도에 대한 제품태도의 강한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어(β≥.730, t≥17.789, 

p=.000),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구매의도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881 .790 37.559 .000 
.625 

(.624) 
1410.645*** 

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931 .805 23.018 .000 
.649 

(.647) 
529.810*** 

집단 

2 

새활용 의류 

(N=282)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930 .806 22.791 .000 
.650 

(.649) 
519.434*** 

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β t p 

R2 

(수정 R2) 
F 

제품태도 .802 .730 17.789 .000 
.533 

(.532) 
316.43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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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전의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F값은 전체 집단 2057.337, 재사용 의류 집단 644.473, 새활용 

의류 집단 716.232, 재생이용 의류 집단 598.486로 모두 p<.001 수준에

서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구매의도에 대한 구전의도의 강한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어(β≥.827, 

t≥24.464, p=.000), 가설 3-3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3>

에 제시하였다. 

 

<표 4-13>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전의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구매의도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β t p 

R2 

(수정 R2) 
F 

구전의도 .868 .842 45.358 .000 
.708 

(.708) 
2057.337*** 

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β t p 

R2 

(수정 R2) 
F 

구전의도 .879 .832 25.386 .000 
.692 

(.691) 
644.473*** 

집단 

2 

새활용 의류 

(N=282) 
B β t p 

R2 

(수정 R2) 
F 

구전의도 .896 .848 26.763 .000 
.719 

(.718) 
716.232*** 

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β t p 

R2 

(수정 R2) 
F 

구전의도 .831 .827 24.464 .000 
.684 

(.682) 
598.48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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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전체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전체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N=850)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1-1 감정적 가치 → 제품태도 .390 13.427*** 채택 

1-2 사회적 가치 → 제품태도 .196 6.707*** 채택 

1-3 진귀적 가치 → 제품태도 .109 3.855*** 채택 

1-4 환경적 가치 → 제품태도 .125 5.328*** 채택 

2-1 경제적 위험 → 제품태도 .005 .219 기각 

2-2 성과적 위험 → 제품태도 .017 .633 기각 

2-3 심미적 위험 → 제품태도 -.113 -4.329*** 채택 

2-4 위생적 위험 → 제품태도 -.224 -7.902*** 채택 

3-1 제품태도 → 구전의도  .787 37.120*** 채택 

3-2 제품태도 → 구매의도 .790 37.559*** 채택 

3-3 구전의도 → 구매의도 .842 45.358*** 채택 

 

 

<그림 4-1> 전체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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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집단 1)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N=289)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1-1 감정적 가치 → 제품태도 .417 8.276*** 채택 

1-2 사회적 가치 → 제품태도 .182 3.620*** 채택 

1-3 진귀적 가치 → 제품태도 .171 3.623*** 채택 

1-4 환경적 가치 → 제품태도 .116 2.850** 채택 

2-1 경제적 위험 → 제품태도 -.004 -.095 기각 

2-2 성과적 위험 → 제품태도 .034 .779 기각 

2-3 심미적 위험 → 제품태도 -.122 -2.782** 채택 

2-4 위생적 위험 → 제품태도 -.169 -3.705*** 채택 

3-1 제품태도 → 구전의도  .785 21.463*** 채택 

3-2 제품태도 → 구매의도 .805 23.018*** 채택 

3-3 구전의도 → 구매의도 .832 25.386*** 채택 

 

 

<그림 4-2>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103 

 

<표 4-16>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집단 2)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N=282)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1-1 감정적 가치 → 제품태도 .379 7.403*** 채택 

1-2 사회적 가치 → 제품태도 .253 5.206*** 채택 

1-3 진귀적 가치 → 제품태도 .183 3.521** 채택 

1-4 환경적 가치 → 제품태도 .030 .676 기각 

2-1 경제적 위험 → 제품태도 -.011 -.272 기각 

2-2 성과적 위험 → 제품태도 -.012 -.268 기각 

2-3 심미적 위험 → 제품태도 -.073 -1.757 기각 

2-4 위생적 위험 → 제품태도 -.223 -4.910*** 채택 

3-1 제품태도 → 구전의도  .813 23.361*** 채택 

3-2 제품태도 → 구매의도 .806 22.791*** 채택 

3-3 구전의도 → 구매의도 .848 26.763*** 채택 

 

 

<그림 4-3>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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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집단 3)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N=279) 

가설 경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과 

1-1 감정적 가치 → 제품태도 .373 6.669*** 채택 

1-2 사회적 가치 → 제품태도 .117 2.045* 채택 

1-3 진귀적 가치 → 제품태도 .112 1.932 기각 

1-4 환경적 가치 → 제품태도 .201 4.551*** 채택 

2-1 경제적 위험 → 제품태도 .064 1.547 기각 

2-2 성과적 위험 → 제품태도 .096 1.932 기각 

2-3 심미적 위험 → 제품태도 -.115 -2.278* 채택 

2-4 위생적 위험 → 제품태도 -.278 -5.249*** 채택 

3-1 제품태도 → 구전의도  .707 16.628*** 채택 

3-2 제품태도 → 구매의도 .730 17.789*** 채택 

3-3 구전의도 → 구매의도 .827 24.464*** 채택 

 

 
<그림 4-4>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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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Z세대 가치관의 조절효과 

 

본 분석에서는 MZ세대에서 두드러지는 가치관 중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차원과 제품태도 간의 관계, 재활

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방법에 의한 조절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조절효과를 검정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정규성 가정이 존재하며 1종 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정규성에서 자유로우며 1종 오류 역시 커지지 않는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구간은 95%, 부트스트랩 샘플 수

는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신뢰구간의 최솟값(LLCI)

과 최댓값(LLCI) 사이에 영가설을 의미하는 0이 포함될 경우 귀무 가설이 

지지되고,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조절 효과가 있다는 대립 가설이 지지된

다. 조절효과 검정 시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아닌 비표준화된 회귀

계수(B)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서영석, 2010), Hayes는 조절

모형 검증 결과에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만을 제시하고 있다. 조절효과 검

정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4. MZ세대의 신념(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

제품에 대한 지각차원과 제품태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5. MZ세대의 신념(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

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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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 의류제품의 지각차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관의 조절효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지각된 가치와 위험이 제품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첫째, 재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지각차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

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귀적 가치와 비

거니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054였고, 95% 신뢰구간이 CI=.0164~.0911

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거니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

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거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진귀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욱 커졌다. 환경적 가치와 페미니

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10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0466~.1725으

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

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

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적 가

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성과적 위험과 

페미니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063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 

-.1089~-.0167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미니즘 수준

이 높을수록 성과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더욱 커졌다. 

위생적 위험과 개인주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088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 =.0355~.1409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수준이 모든(-1SD, Mean, 



107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수준

이 높을수록 위생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완화되었다. 

둘째, 재사용 의류제품의 경우에도 지각차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가치

와 제품태도의 관계에서는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환경적 가치와 비거니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16, 환경적 가치와 페미니

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206으로 둘 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거니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거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증가하였다. 페미니즘의 경우 수준

이 평균 이상(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

향은 더 커졌다. 한편 심미적 위험과 개인주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43

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2792~-.0067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미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더욱 강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위생적 위험과 제품태도의 관

계에서는 개인주의가 부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적 위험과 개인주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86이였고, 개인주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새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지각차원과 제품태도 사이 페미니즘만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성과적 위험과 페미니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25였

고, 95% 신뢰구간이 CI=-.2000~-.0507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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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균 이상(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

향은 더욱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경우 지각차원과 제품태도 사이 비거

니즘만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진귀적 가치와 비거니즘의 상호항 회귀계수

는 .120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0497~.1893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

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거니

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거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진귀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

는 정적 영향은 더욱 커졌다. 한편 심미적 위험과 비거니즘의 상호항 회귀

계수는 .081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0097~.1531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거

니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비거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심미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

치는 부적 영향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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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지각차원과 제품태도의 관계에서 가치관의 조절효과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SE t 

95% CI 

LLCI ULCI 

R2=.311, F=127.378*** 

진귀적 가치 .530 .029 18.375*** .4736 .5869 

비거니즘 .092 .027 3.360*** .0381 .1453 

진귀적 가치 

X 비거니즘 

R2=.007, F=7.984** 

.054 .019 2.826** .0164 .0911 

-1SD(-1.310) .460 .036 12.677*** .3886 .5310 

Mean(.000) .530 .029 18.375*** .4736 .5869 

+1SD(1.310) .601 .040 15.055*** .5224 .6790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SE t 

95% CI 

LLCI ULCI 

R2=.175, F=59.672*** 

환경적 가치 .493 .041 11.924*** .4120 .5744 

페미니즘 .093 .032 2.940** .0307 .1543 

환경적 가치 

X 페미니즘 

R2=.011, F=11.668*** 

.110 .032 3.416*** .0466 .1725 

-1SD(-1.258) .355 .054 6.634*** .2502 .4605 

Mean(.000) .493 .041 11.924*** .4120 .5744 

+1SD(1.258) .631 .062 10.225*** .5099 .7522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SE t 

95% CI 

LLCI ULCI 

R2=.121, F=38.747*** 

성과적 위험 -.267 .032 -8.321*** -.3302 -.2041 

페미니즘 .128 .032 3.955*** .064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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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적 위험 

X 페미니즘 

R2=.007, F=7.156** 

-.063 .024 -2.675** -.1089 -.0167 

-1SD(-1.258) -.188 .047 -4.034*** -.2797 -.0966 

Mean(.000) -.267 .032 -8.321*** -.3302 -.2041 

+1SD(1.258) -.346 .040 -8.573*** -.4254 -.2669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SE t 

95% CI 

LLCI ULCI 

R2=.286, F=112.671*** 

위생적 위험 -.432 .026 -16.695*** -.4829 -.3813 

개인주의 .307 .041 7.467*** .2261 .3873 

위생적 위험 

X 개인주의 

R2=.009, F=10.789** 

.088 .027 3.285** .0355 .1409 

-1SD(-.876) -.509 .037 -13.652*** -.5826 -.4361 

Mean(.000) -.432 .026 -16.695*** -.4829 -.3813 

+1SD(.876) -.355 .033 -10.934*** -.4186 -.2912 

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SE t 

95% CI 

LLCI ULCI 

R2=.132, F=14.413*** 

환경적 가치 .370 .066 5.599*** .2401 .5004 

비거니즘 .122 .055 2.202* .0129 .2305 

환경적 가치 

X 비거니즘 

R2=.016, F=5.340* 

.116 .050 2.311* .0171 .2142 

-1SD(-1.266) .224 .091 2.474* .0457 .4018 

Mean(.000) .370 .066 5.599*** .2401 .5004 

+1SD(1.266) .517 .093 5.572*** .3342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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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SE t 

95% CI 

LLCI ULCI 

R2=.151, F=16.900*** 

환경적 가치 .369 .067 5.520*** .2372 .5000 

페미니즘 .084 .057 1.471 -.0283 .1953 

환경적 가치 

X 페미니즘 

R2=.047, F=15.749*** 

.206 .052 3.969*** .1039 .3084 

-1SD(-1.216) .118 .087 1.362 -.0525 .2882 

Mean(.000) .369 .067 5.520*** .2372 .5000 

+1SD(1.216) .619 .097 6.385*** .4284 .8102 

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SE t 

95% CI 

LLCI ULCI 

R2=.121, F=13.062*** 

심미적 위험 -.319 .068 -4.705*** -.4530 -.1858 

개인주의 .195 .081 2.405* .0354 .3543 

심미적 위험 

X 개인주의 

R2=.013, F=4.267* 

-.143 .069 -2.066* -.2792 -.0067 

-1SD(-.849) -.198 .099 -2.011* -.3919 -.0042 

Mean(.000) -.319 .068 -4.705*** -.4530 -.1858 

+1SD(.849) -.441 .080 -5.503*** -.5983 -.2831 

집단 

1 

재사용 의류 

(N=289) 
B SE t 

95% CI 

LLCI ULCI 

R2=.224, F=27.488*** 

위생적 위험 -.448 .053 -8.493*** -.5521 -.3444 

개인주의 .220 .076 2.890** .0703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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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위험 

X 개인주의 

R2=.032, F=11.738*** 

.186 .054 3.426*** .0790 .2922 

-1SD(-.849) -.606 .078 -7.763*** -.7593 -.4521 

Mean(.000) -.448 .053 -8.493*** -.5521 -.3444 

+1SD(.849) -.291 .061 -4.774*** -.4106 -.1709 

집단 

2 

새활용 의류 

(N=282) 
B SE t 

95% CI 

LLCI ULCI 

R2=.166, F=18.394*** 

성과적 위험 -.270 .055 -4.901*** -.3780 -.1613 

페미니즘 .162 .054 3.009** .0559 .2673 

성과적 위험 

X 페미니즘 

R2=.033, F=10.937** 

-.125 .038 -3.307** -.2000 -.0507 

-1SD(-1.283) -.109 .076 -1.434 -.2581 .0406 

Mean(.000) -.270 .055 -4.901*** -.3780 -.1613 

+1SD(1.283) -.431 .071 -6.068*** -.5702 -.2909 

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SE t 

95% CI 

LLCI ULCI 

R2=.320, F=43.074*** 

진귀적 가치 .585 .055 10.679*** .4772 .6928 

비거니즘 .017 .045 .383 -.0707 .1049 

진귀적 가치 

X 비거니즘 

R2=.028, F=11.362*** 

.120 .035 3.371*** .0497 .1893 

-1SD(-1.284) .432 .062 6.924*** .3088 .5542 

Mean(.000) .585 .055 10.679*** .4772 .6928 

+1SD(1.284) .739 .079 9.331*** .5827 .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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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SE t 

95% CI 

LLCI ULCI 

R2=.176, F=19.545*** 

심미적 위험 -.336 .051 -6.530*** -.4370 -.2346 

비거니즘 .206 .048 4.327*** .1124 .3000 

심미적 위험 

X 비거니즘 

R2=.015, F=4.992* 

.081 .036 2.234* .0097 .1531 

-1SD(-1.284) -.440 .071 -6.230*** -.5795 -.3012 

Mean(.000) -.336 .051 -6.530*** -.4370 -.2346 

+1SD(1.284) -.231 .068 -3.383*** -.3658 -.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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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의류제품 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관의 

조절효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제품태도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첫째, 재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제품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

인주의와 페미니즘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태도와 개인주의의 상

호항 회귀계수는 .064였고, 95% 신뢰구간이 CI=.0161~.1113으로 0이 포

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

으로, 개인주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전의도

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강해졌다. 한편 제품태도와 페미니즘의 상호항 회귀

계수는 .043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0111~.0742로 0이 포함되지 않

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미

니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 커졌다. 

둘째, 새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제품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

인주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태도와 개인주의의 상호항 회귀계

수는 .078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0083~.1473으로 0이 포함되지 않

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주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강해졌다. 

셋째,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경우 제품태도와 구전의도 사이 페미니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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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제품태도와 페미니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05였고, 

95% 신뢰구간이 CI=.0330~.1779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즘 수준이 모든(-

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

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 커

졌다. 

한편 재사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

한 가치관의 조절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9> 제품태도와 구전의도의 관계에서 가치관의 조절효과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SE t 

95% CI 

LLCI ULCI 

R2=.623, F=465.069*** 

제품태도 .836 .024 35.359*** .7893 .8820 

개인주의 .023 .033 .699 -.0419 .0882 

제품태도 

X 개인주의 

R2=.003, F=6.902** 

.064 .024 2.627** .0161 .1113 

-1SD(-.876) .780 .034 22.969*** .7132 .8465 

Mean(.000) .836 .024 35.359*** .7893 .8820 

+1SD(.876) .891 .029 30.289*** .8337 .9492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SE t 

95% CI 

LLCI ULCI 

R2=.625, F=469.190*** 

제품태도 .839 .023 36.249*** .7932 .8840 

페미니즘 .055 .023 2.437* .0108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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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태도 

X 페미니즘 

R2=.003, F=7.059** 

.043 .016 2.657** .0111 .0742 

-1SD(-1.258) .785 .031 25.324*** .7241 .8457 

Mean(.000) .839 .023 36.249*** .7932 .8840 

+1SD(1.258) .892 .030 29.319*** .8325 .9520 

집단 

2 

새활용 의류 

(N=282) 
B SE t 

95% CI 

LLCI ULCI 

R2=.667, F=185.485*** 

제품태도 .868 .040 21.629*** .7891 .9471 

개인주의 .008 .052 .153 -.0951 .1110 

제품태도 

X 개인주의 

R2=.006, F=4.858* 

.078 .035 2.204* .0083 .1473 

-1SD(-.919) .797 .056 14.207*** .6862 .9070 

Mean(.000) .868 .040 21.629*** .7891 .9471 

+1SD(.919) .940 .047 20.114*** .8476 1.0315 

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SE t 

95% CI 

LLCI ULCI 

R2=.524, F=100.834*** 

제품태도 .749 .046 16.149*** .6579 .8406 

페미니즘 .091 .040 2.275* .0122 .1694 

제품태도 

X 페미니즘 

R2=.014, F=8.213** 

.105 .037 2.866** .0330 .1779 

-1SD(-1.277) .615 .066 9.264*** .4840 .7452 

Mean(.000) .749 .046 16.149*** .6579 .8406 

+1SD(1.277) .884 .066 13.452*** .7545 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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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의류제품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관의 

조절효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제품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0>과 같다. 

첫째, 재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제품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

인주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제품태도와 개인주의의 상호항 회귀계수

는 .058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0087~.1063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

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주

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더 커졌다. 

둘째, 새활용 의류제품 역시 제품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주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태도와 개인주의의 상호항 회귀계수

는 .078이였고, 95% 신뢰구간이 CI=.0034~.1523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

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주

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강해졌다. 

셋째,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는 페미니즘이 제품태도와 구매의도 간 관

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태도와 페미니즘의 상호항 

회귀계수는 .122였고, 95% 신뢰구간이 CI=.0519~.1929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

미니즘 수준이 모든(-1SD, Mean, +1SD) 구간에서 조건부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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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적 영향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사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

한 가치관의 조절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0>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가치관의 조절효과 

전체 재활용 의류 

(N=850) 
B SE t 

95% CI 

LLCI ULCI 

R2=.628, F=475.283*** 

제품태도 .866 .024 35.743*** .8183 .9134 

개인주의 .035 .034 1.030 -.0317 .1016 

제품태도 

X 개인주의 

R2=.002, F=5.348* 

.058 .025 2.313* .0087 .1063 

-1SD(-.876) .816 .035 23.434*** .7473 .8839 

Mean(.000) .866 .024 35.743*** .8183 .9134 

+1SD(.876) .916 .030 30.371*** .8570 .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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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2 

새활용 의류 

(N=282) 
B SE t 

95% CI 

LLCI ULCI 

R2=.657, F=177.610*** 

제품태도 .898 .043 20.870*** .8129 .9822 

개인주의 .066 .056 1.178 -.0443 .1765 

제품태도 

X 개인주의 

R2=.005, F=4.233* 

.078 .038 2.057* .0034 .1523 

-1SD(-.919) .826 .060 13.749*** .7078 .9443 

Mean(.000) .898 .043 20.870*** .8129 .9822 

+1SD(.919) .969 .050 19.361*** .8705 1.0676 

집단 

3 

재생이용 의류 

(N=279) 
B SE t 

95% CI 

LLCI ULCI 

R2=.554, F=113.646*** 

제품태도 .793 .045 17.557*** .7037 .8814 

페미니즘 .029 .039 .740 -.0477 .1052 

제품태도 

X 페미니즘 

R2=.019, F=11.694*** 

.122 .036 3.420*** .0519 .1929 

-1SD(-1.277) .636 .065 9.856*** .5091 .7633 

Mean(.000) .793 .045 17.557*** .7037 .8814 

+1SD(1.277) .949 .064 14.842*** .8230 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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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조절효과 검증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1> 조절효과 검증 결과 정리 

전체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N=850) 

조절 변수 경로 상호항 계수(B) 결과 

개인주의 

위생적 위험 → 제품태도 .088** 위생적 위험의 부적 영향 완화 

제품태도 → 구전의도 .064** 제품태도의 정적 영향 강화 

제품태도 → 구매의도 .058* 제품태도의 정적 영향 강화 

비거니즘 진귀적 가치 → 제품태도 .054** 진귀적 가치의 정적 영향 강화 

페미니즘 

환경적 가치 → 제품태도 .110*** 환경적 가치의 정적 영향 강화 

성과적 위험 → 제품태도 -.063** 성과적 위험의 부적 영향 강화 

제품태도 → 구전의도 .043** 제품태도의 정적 영향 강화 

집단 1)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N=289) 

조절 변수 경로 상호항 계수(B) 결과 

개인주의 
심미적 위험 → 제품태도 -.143* 심미적 위험의 부적 영향 강화 

위생적 위험 → 제품태도 .186*** 위생적 위험의 부적 영향 완화 

비거니즘 환경적 가치 → 제품태도 .116* 환경적 가치의 정적 영향 강화 

페미니즘 환경적 가치 → 제품태도 .206*** 환경적 가치의 정적 영향 강화 

집단 2)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N=282) 

조절 변수 경로 상호항 계수(B) 결과 

개인주의 
제품태도 → 구전의도 .078* 제품태도의 정적 영향 강화 

제품태도 → 구매의도 .078* 제품태도의 정적 영향 강화 

페미니즘 성과적 위험 → 제품태도 -.125** 성과적 위험의 부적 영향 강화 

집단 3)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N=279) 

조절 변수 경로 상호항 계수(B) 결과 

비거니즘 
진귀적 가치 → 제품태도 .120*** 진귀적 가치의 정적 영향 강화 

심미적 위험 → 제품태도 .081* 심미적 위험의 부적 영향 완화 

페미니즘 
제품태도 → 구전의도 .105** 제품태도의 정적 영향 강화 

제품태도 → 구매의도 .122*** 제품태도의 정적 영향 강화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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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간 평균 비교 

 

(1)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에 따라 하위변인들의 평균차이가 유의

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Levene 검

정을 통해 각 변인들이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고, 분산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에는 Welch 검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집단 간에 모평균

의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Levene 검정 결과,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

치, 환경적 가치, 위생적 위험, 제품태도, 구전의도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이 변수들은 모두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p<.01). 한편,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진귀적 가치,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심미적 위험, 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자유도를 조정해 분

석하는 Welch 검정이 진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각 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p<.001). 즉, 모든 종속변인들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세 집단 중 어떤 집단끼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후검정

을 진행하였다. 등분산 사후검정에는 Scheffe를 사용하였고, 이분산 사후검

정에는 Dunnett T3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4-22>와 같다. 각 변인별

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재사용 의류제품(M=4.02)에 비해 새활용 의

류제품(M=4.38)과 재생이용 의류제품(M=4.39)에 대해 감정적 가치를 지

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사회적 가치의 경우, 재생이용 의류제품(M=4.70), 

새활용 의류제품(M=4.39), 재사용 의류제품(M=4.03)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진귀적 가치의 경우에는 새활용 의류제품(M=5.55)을 새롭고 독특

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재생이용 의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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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04), 재사용 의류제품(M=4.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가치는 

모든 하위변인들 중 평균값이 가장 높았는데, MZ세대가 재사용 의류제품

(M=5.83)보다 재생이용 의류제품(M=6.14)을 더 환경친화적이라 생각하

고 있었으며 새활용 의류제품의 평균값은 5.95로 두 집단 사이에 속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학 관점에서 보면, 

폐기물이 원래 형태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섬유폐기물을 그대

로 사용한 재사용 의류제품, 섬유폐기물을 변형시킨 새활용 의류제품, 섬유

폐기물을 섬유 수준으로 잘게 부수어 다시 만든 재생이용 의류제품 순으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적어 환경적 가치는 높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세 집단 중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환경적 가치가 실제로는 가장 낮음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위험은 새활용 의류제품(M=4.11), 재생

이용 의류제품(M=3.55), 재사용 의류제품(M=2.84)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성과적 위험은 재생이용 의류제품이 3.57으로 두 집단과 달리 소비자

들은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해 내구성 걱정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위험은 재사용 의류제품(M=3.99), 새활용 의류제품

(M=3.61), 재생이용 의류제품(M=2.9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세 집단

의 평균이 모두 중앙값인 4점보다 낮으므로 응답자들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다양성의 한계로 인한 불안감을 다소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생적 위험의 집단간 평균 비교 결과도 심미적 위험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

났는데,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이 더 많은 변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수록 더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태도와 구전의도

의 경우, 재생이용 의류제품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새활용 의류제품, 재사용 의류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매의도 

역시 재생이용 의류제품이 가장 높았으며, 새활용 의류제품과 재사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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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MZ세대의 78.4%가 세 가지 재

활용 의류제품 유형 중 재생이용 의류제품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한 것과 유

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4-23>. 

전체적으로, MZ세대는 새활용 의류제품과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비해 재

사용 의류제품에 대해 가치는 낮고, 위험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높은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한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만 재사용 의

류제품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섬유폐기물 재생

이용 의류제품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치가 높고, 위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태도와 행동의도 모두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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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 

종속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감정적 

가치 

재사용(a) 4.0234 1.14189 

10.207/ 

0.000*** 

c,b>a 

(Scheffe) 
새활용(b) 4.3768 1.07921 

재생이용(c) 4.3916 1.08709 

사회적 

가치 

재사용(a) 4.0288 1.12951 

25.711/ 

0.000*** 

c>b>a 

(Scheffe) 
새활용(b) 4.3948 1.07791 

재생이용(c) 4.6977 1.13261 

진귀적 

가치 

재사용(a) 4.2307 1.24282 

96.586/ 

0.000*** 

b>c>a 

(Dunnett T3) 
새활용(b) 5.5520 1.01970 

재생이용(c) 5.0370 1.07019 

환경적 

가치 

재사용(a) 5.8253 1.03044 

7.612/ 

0.001** 

c,b>b,a 

(Scheffe) 
새활용(b) 5.9512 0.90401 

재생이용(c) 6.1362 0.92078 

경제적 

위험 

재사용(a) 2.8382 1.20977 

71.290/ 

0.000*** 

b>c>a 

(Dunnett T3) 
새활용(b) 4.1144 1.36279 

재생이용(c) 3.5493 1.22568 

성과적 

위험 

재사용(a) 4.3054 1.12518 

37.227/ 

0.000*** 

b,a>c 

(Dunnett T3) 
새활용(b) 4.4105 1.25354 

재생이용(c) 3.5672 1.28589 

심미적 

위험 

재사용(a) 3.9905 1.03441 

69.388/ 

0.000*** 

a>b>c 

(Dunnett T3) 
새활용(b) 3.6055 1.16831 

재생이용(c) 2.8987 1.1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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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위험 

재사용(a) 4.2898 1.25888 

70.140/ 

0.000*** 

a>b>c 

(Scheffe) 
새활용(b) 3.6764 1.36903 

재생이용(c) 3.0000 1.26271 

제품태도 

재사용(a) 4.3746 1.23377 

36.804/ 

0.000*** 

c>b>a 

(Scheffe) 
새활용(b) 4.7766 1.21662 

재생이용(c) 5.2276 1.09761 

구전의도 

재사용(a) 3.9196 1.34976 

25.636/ 

0.000*** 

c>b>a 

(Scheffe) 
새활용(b) 4.2012 1.32877 

재생이용(c) 4.6900 1.19979 

구매의도 

재사용(a) 4.0277 1.42617 

18.771/ 

0.000*** 

c>b,a 

(Dunnett T3) 
새활용(b) 4.1152 1.40348 

재생이용(c) 4.6398 1.20558 

Note: 7점 리커트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N=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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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3> 선호하는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 빈도 분석결과 

항목 세부 범주 빈도 백분율 

선호 유형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90 10.6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64 7.5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666 78.4 

없음 30 3.5 

합계 8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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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남, 여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독립표

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환경적 가치 모두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매우 유의하였으며(p<.001), 

남자에 비해 여자가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가치를 높게 지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환경적 가치, 진귀적 가치, 사

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순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

히 환경적 가치의 평균은 남자가 5.84, 여자가 6.10으로 중앙값이 4.0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힌편 재활용 의류제품의 위험차원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경제적 위험과 

심미적 위험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p≥.05), 성과적 위험과 

위생적 위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p<.05). 성과적 위험과 위생

적 위험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과적 위험의 경우 남자는 4.35, 여자는 3.85로 위험차원 중 가장 평균값

이 높았다. 즉, 소비자들이 섬유폐기물 의류제품의 내구성에 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제품태도, 구전의도, 구매의도 모

두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1), 세 변인 모

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의 평균치가 남자는 4.65, 여자는 4.92로 가장 높았

는데, 남녀 모두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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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른 차이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001), 남자보다는 

여자가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가치관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니

즘의 경우 여자의 평균값은 5.76, 남자의 평균값은 4.34로 격차가 모든 변

인들 중 가장 컸는데, 이는 남자가 페미니즘 가치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여

자가 페미니즘 가치관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

인주의와 페미니즘과 비교하여, 비거니즘 가치관은 남녀 모두 낮게 나타났

다. 

종합해보면,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

는 높게, 위험은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

며, 이는 더 높은 구전의도, 구매의도로 이어졌다. 한편, 개인주의에서는 남

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비거니즘과 페미니즘 가치관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값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속가능성에 더 관심이 많고, 순환패션 

제품에 대해 더 호의적이며, 지속가능행동에도 더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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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변수 
남자 (N=419) 여자 (N=431) 

t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감정적 가치 4.08 1.06 4.44 1.14 -4.742 .000 

사회적 가치 4.23 1.10 4.51 1.17 -3.656 .000 

진귀적 가치 4.75 1.24 5.11 1.21 -4.330 .000 

환경적 가치 5.84 1.02 6.10 0.88 -4.027 .000 

경제적 위험 3.42 1.41 3.56 1.33 -1.498 .134 

성과적 위험 4.35 1.23 3.85 1.28 5.801 .000 

심미적 위험 3.59 1.25 3.43 1.17 1.935 .053 

위생적 위험 3.76 1.35 3.56 1.44 2.087 .037 

제품태도 4.65 1.21 4.92 1.24 -3.209 .001 

구전의도 4.06 1.31 4.47 1.33 -4.526 .000 

구매의도 4.08 1.35 4.43 1.38 -3.641 .000 

개인주의 4.81 0.89 4.78 0.87 .529 .597 

비거니즘 3.04 1.26 4.04 1.16 -12.047 .000 

페미니즘 4.34 1.01 5.76 1.06 -19.967 .000 

Note: 7점 리커트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N=850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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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그동안 패션산업은 전통적인 선형 경제 시스템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 

폐기하면서 많은 환경적 문제를 일으켜왔다. 특히 패스트패션의 발달은 소

비자들로 하여금 과다소비를 부추기고, 직선형 패션 공급망의 주기를 더욱 

단축시킴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의류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의류사용률은 감소

시키면서 의류폐기물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서 순환패션은 디자인되고, 공급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최대한 귀중한 형태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순환되고 

사용되도록 의도하여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만듦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모델이다. 즉, 지속가능성에 순환성(Circularity)의 원리를 

결합한 것으로, 제품 설계 시 자원 효율성, 비독성, 생분해성 및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다. 과거에는 친환경 브랜드만이 순환 경제를 고려한 공급망 관

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

짐에 따라 순환패션에 동참하는 패션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유

통업계의 주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서, 단순히 마케팅 촉진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가치와 진

정성이 제품으로 녹아드는 변화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패션 기업들은 고객

들로부터 안 입는 옷을 수거하여 온라인사이트 또는 오프라인매장에서 중고 

의류 판매를 하기도 하고, 오래된 의류, 섬유 폐기물, 폐 페트병 외에도 다

양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등 순환패션 실천을 위해 특

히 의류 재료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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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섬유폐기물은 의류제품 생산, 판매 및 소비, 사용 후 처분 과정에

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섬유, 원단,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패션산업

의 고질적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물론 폐섬유 외에 다양한 폐기물을 활

용하여 재활용 패션제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섬유폐기물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에 근거하여 섬유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Textile Waste 

Hierarchy)를 위계적으로 분류하였고, 패션산업의 맥락에서 섬유폐기물 재

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을 재사용 의류제품, 새활용 의류제품, 재생이용 의류

제품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흔히 중고의류라 불리는 재사용 의류제품, 업

사이클링 의류제품이라 불리는 새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 헌 옷이나 자투리 원단을 잘게 부수어 섬유, 실을 만들어 새롭

게 만든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을 나누어, 고객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학술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와 위험이 제품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미닝아웃(Meaning Out)은 소비를 할 때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Meaning)을 적극 드러내는(Coming Out)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MZ세

대가 향유하고 있는 강력한 소비 트렌드이다. 특히 MZ세대는 환경, 윤리, 

젠더, 사회적 책임 등의 이슈를 과거 세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서 친환경 소비, 지속가능패션 소비에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관 중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순환패션과 관련된 변인이라 생각하

여, 이러한 가치관이 순환패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131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

치, 환경적 가치)가 제품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재활용(재

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위험(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

험, 심미적 위험, 위생적 위험)이 제품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셋

째, 재활용(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의 행

동의도(구전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넷째, MZ세대의 신

념(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제품(재사용, 새활용, 재생

이용)에 대한 지각차원과 제품태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본다. 

다섯째, MZ세대의 신념(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재활용 의류제품

(재사용, 새활용, 재생이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

하는지 알아본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하

여 M세대(1985~1994년 출생)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Z세대(1995~2001

년 출생)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집

단간 설계를 하였으며, 응답자는 세 개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총 

850명(재사용 의류제품 289명, 새활용 의류제품 282명, 재생이용 의류제

품 279명)의 자료를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재활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와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효

과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재활용 의류제품은 지각된 위험보다 지각된 가

치가 제품태도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활

용 의류제품에서 지각된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서, 위험

을 느끼더라도 긍정적인 제품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재활

용 의류제품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적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은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요소 중에는 제품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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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인 위생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가격과 내구성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해서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지

만, 신체와 밀접하게 닿는 의류제품의 특성상 재활용 의류제품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부정적인 제품태도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로 지각차

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감정적 가치와 사

회적 가치의 제품태도에 대한 정적 영향, 위생적 위험의 제품태도에 대한 

부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재사용 의류제품의 경우, 진귀적 가치와 환

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신 유행과

의 불일치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제품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새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환경적 이점을 느끼는 것은 제품태도에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미적 위험의 제품태도에 대한 부적 영

향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경우, 제품에서 독특성이나 

희귀성을 인지하는 것이 제품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환경적 이

점이 제품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예상한대로, 제품태도는 구

전의도,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구전의

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

도는 관련된 정보처리, 판단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즉, MZ세대의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 성향 수준에 따라 제품태도에 

대한 지각차원의 효과, 행동의도에 대한 제품태도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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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였고, 조절효과 검정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 재활용 의류 집단에서는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의 조절효

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전의도, 구

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커졌고, 비거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진귀적 가

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커졌으며, 특히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

수록 환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욱 강해졌다. 재사용 

의류 집단에서 역시 개인주의, 비거니즘,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모두 확인

되었다.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 때 심미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강해졌으나, 위생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약해졌

다. 한편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은 환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

향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새활용 의류 집단에서는 개

인주의와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개인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

품태도가 구전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커졌다. 성과적 위험은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페미니즘 조절변수가 투입되자 

페미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이용 의류 집단에서는 비

거니즘과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비거니즘 수준이 높을수록 심

미적 위험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완화되었으며, 페미니즘 수준

이 높을수록 제품태도가 구전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욱 커

졌다. 전반적으로, 비거니즘 가치관보다는 개인주의, 페미니즘의 조절효과가 

더 많이 발견되었고, 특히 비거니즘은 제품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 대다수(응답자의 78.4%)가 재활용 의류제품 중 재생이용 

의류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한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 평균 비교 결과, 소비자들이 재생이용 의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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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해 재사용 의류제품, 새활용 의류제품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가치

는 높게, 위험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태도, 구전

의도, 구매의도 역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

었다. 특히 지각된 환경적 가치도 재생이용 의류제품이 가장 높고, 새활용 

의류제품, 재사용 의류제품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학적 관점과 상반

된 결과를 보인다. 환경학 측면에서 보면, 폐기물이 원래 형태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섬유폐기물을 그대로 사용한 재사용 의류제품, 섬유

폐기물을 변형시킨 새활용 의류제품, 섬유폐기물을 섬유 수준으로 잘게 부

수어 다시 만든 재생이용 의류제품 순으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량이 적어 환경적 가치는 높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세 집단 중 재생이용 의

류제품의 환경적 가치가 실제로는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정반

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다섯째, t-test를 통해 성별에 따른 하위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는 높게, 위험은 낮게 지각하

였으며,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 구전의도, 구매의도 역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가치관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주의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속가능성에 더 관심이 많고, 

친환경 패션제품에 대해 더 호의적이며, 지속가능행동에도 더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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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순환패션 패러다임 확산에 있어 패션산업에서 발생하는 섬유폐

기물에 집중하여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한 가치와 위

험이 제품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지각차원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품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 가치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패션 업계는 친환경 소

재 개발, 사용된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중 특히 폐기물 재활용은 

패션 업계가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패션기업들은 고객들로부터 안 입는 옷을 수거하여 매장에서 중고

의류를 판매하기도 하고, 오래된 의류, 섬유폐기물, 폐 페트병 외에도 다양

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

하고 순환패션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패션산

업에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집중하여, 유형을 세 가지

로 나눈 후,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 태도, 행동의 차이를 비교한 실증

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한 데에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연구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

다는 점이다. 기존의 재활용 패션제품과 관련한 양적 연구 대다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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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행동(value-attitude-behavior hierarchy) 이론을 바탕으로, 재활용 

제품에서 지각된 가치를 중심으로 구매를 설명해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차원과 더불어 위험차원을 포함하였고, 소비

자의 개인적 가치관을 조절변수로 포함시켜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특히 MZ세대에서 두드러지는 개인주의 가치관,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비거니즘, 페미니즘이 순환패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봄으로

써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에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지각차원 중 감정적 가치의 중

요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제품태도 및 행동의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데에 

의의를 가진다. 감정적 가치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해 주관적인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구매행동에 큰 영

향을 미친다(Cho, 2015). 재활용 의류제품이 버려진 폐기물에서 가치를 되

찾은 순환패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품의 출처, 기능성과 디자인, 스토

리텔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가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좋

은 느낌을 형성하여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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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섬유∙폐의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하고, 순환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재활용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을 살펴보았다. 즉, 패션기업들에게 섬유폐기

물 재사용 의류제품, 새활용 의류제품, 재생이용 의류제품 각 유형별로 제

품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소비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시사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략할 타깃 소비자를 명확히 정하고 그들의 취향을 빠르게 파악

하여, 니즈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고 유용한 온/오프라인 매장 환경을 구축

하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는 현재 패션기

업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MZ세대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치를 많이 지각하고, 위

험은 덜 지각하며, 훨씬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Z세대는 개인주의와 페미니즘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페미니즘 성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패션기

업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성

소비자에게는 재활용 여성의류 라인을 강화하고, 펨버타이징(Femvertising)

을 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남성소비자에게는 재활용 의

류제품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특히 내구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일단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끔 하여 새롭게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겠다. 

둘째,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정적 가치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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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위생적 위험은 줄이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모든 

지각차원 중 감정적 가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신체에 닿는 의류제품의 특성상 깨끗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부정적인 

태도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무엇보다 패션기업이 소

비자에게 재활용 의류제품을 통해 행복함,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재활용 

의류제품이지만 깨끗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재사용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

게 세탁 및 수선하였음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위생적 염려를 덜어주어야 한

다. 또한 재사용 의류제품의 경우,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환경적 가치 모두가 제품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각 변인의 평균값은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사용 의류제품의 여러 가치차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환경학 관점에서 보면, 폐기물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재사용 의류제품의 환경적 가치가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재사용 의류제품의 환경적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 원초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넷째, 새활용 의류제품은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사회적 가치와 진귀

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활용 의류제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강

조하고, 더불어 새활용 의류제품의 독특성, 참신함을 강조함으로써 더 활발

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활용 의류제품의 경우, 심

미적 위험의 부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새활용 의류제품 자체가 

유일성, 희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새활용 의류제품에서 다른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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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디네이션에 대한 염려, 맞음새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욱 부정적인 제품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대다수의 소비자가 세 유형 중 재생이용 의류제품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재생이용 의류제품은 환

경적 가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

활용 의류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

자들은 남이 사용하던 물건보다는 세제품을 선호한다. 재생이용 의류제품도 

결국 폐기물을 섬유 수준으로 잘게 부수어, 실을 만들고, 원단을 만들어, 완

전히 새롭게 만든 제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새제품으로 인식되

어 더 많은 선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제품과 

차별점이 없어 보이는 재생이용 의류제품을 판매할 때, 제품이 만들어진 히

스토리를 설명하거나 섬유, 실의 이미지를 같이 전달하여 환경적 가치를 더

욱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반면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독특

성, 희귀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 패션기업들이 순환패션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피

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순환패션을 실천하는 패션기업들에게 

남자보다는 여자를 타겟으로, 섬유폐기물 재활용 의류제품 중 재생이용 의

류제품을 만들어, 감정적 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률

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 하지만 폐기물관리에 있어 재생이용보다

는 새활용, 새활용 보다는 재사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재사용 의류제품과 새활용 의류제품 비중 확대를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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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순환패션 패러다임 확산에 있어 패션산업에서 발생하는 

섬유∙의류폐기물에 주목하여, 이를 재활용한 의류제품에만 집중하였다. 그러

나 최근 패션 기업들이 출시하고 있는 재활용 의류제품들을 살펴보면, 페트

병을 필두로 오래된 그물, 카펫, 카시트, 에어백, 코르크 마개, 커피 찌꺼기

까지 무수한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폐기물로 만들어진 의류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재활용 의류제품 유형별로 각각 다른 의류제품의 사진

을 자극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있어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섬유폐기

물 재활용 의류제품의 유형을 재사용 의류제품, 새활용 의류제품, 재생이용 

의류제품의 세 가지로 나눈 후, 세 유형 중 하나에 피험자를 무작위로 배치

시키고 할당된 유형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배치된 유형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패션기업의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며 실제로 판매되

고 있는 의류제품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험자가 접한 제품의 사진이 연

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

려하여, 의류제품의 사진은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동일한 의류제품의 사진

을 자극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경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재활용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

구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히 새활용 의류제품, 재생이

용 의류제품을 쉽게 접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의류제품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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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사용∙재활용 

패션제품 구매경험에 따른 소비자의 행태 차이를 분석한 윤수인(2013)은 

집단 간 제품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구매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대상을 MZ세대로 제한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통업계에서 타깃으로 하는 주 소비자인 점, 다른 세대에 비해 환경

과 재활용의류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MZ세대를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령을 확대하여 다양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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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연구생 김인화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순환패션에 대한 가치와 위험 지각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용 의

류제품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설문 시작 전 혹은 설문 도중 귀하께서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하실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

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리테일&서비스 연구실  

김 인 화 드림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 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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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설명을 잘 읽은 후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폐기물을 재

활용해서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패션기

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섬유폐기물은 옷이 디자인되고, 공급되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공

급망 전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원단 및 옷을 의미합니다. 공

장에서 의류 제작과정 중 발생한 자투리 천, 불량 원단뿐만 아니라 매장에

서 안 팔린 재고상품, 소비자가 구매 후 더 이상 입고 싶어하지 않는 중고

의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섬유폐기물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의류제품으로 재활용됩니다. 

1. 재사용 

2. 새활용 

3. 재생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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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1. 안 입는 옷을 수집한다. 

 

 

 

 
 

2.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게 된 옷을 분류한다. 

 

 

 

 
 

3. 옷을 세탁 및 수선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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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1. 안 입는 옷을 수집한다. 

 

 
 
 

2. 옷을 해체한다. 

 

 
 

3. 해체된 조각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의류제품을 제작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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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1. 안 입는 옷을 수집한다. 
 

 
 
 

2. 옷을 섬유 수준으로 잘게 부순다. 
 

 
 
 

3. 재생섬유로 재활용 원사를 만들어 새로운 의류제품을 제작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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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음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재활용 의류제품은 무엇입니까? 

 

①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 헌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재판매하는 중고의류 

 

②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 헌 옷이나 자투리 원단을 해체∙조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한 

의류제품 

 

③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 헌 옷이나 자투리 원단을 잘게 부수어 섬유, 실을 만들어 제작한 

의류제품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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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집단군 1 > 

 

 

▶ 이제 귀하께서는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 

게 됩니다. 

 

 

앞서 그림으로 본 것처럼, 섬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재사용은 의류폐기물이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재사용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의류수거시스템을 통해 수거한 상태가 좋은 헌 옷이나 오래도록 팔

리지 않은 재고들은 온/오프라인 중고매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새 옷으로 팔

릴 수 있습니다.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 섬유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 및 수선을 통해 재사용한 

의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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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패션 브랜드 A의‘섬유폐기물 재사용’방법 

 

1. 고객들이 안 입는 옷을 가까운 매장에 기부한다. 

 

 

 

2. 수거된 제품들은 수작업을 통해 분류된다. 

 

 
 

3. 중고의류를 세탁 및 수선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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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패션 브랜드 B의‘섬유폐기물 재사용’방법 

 

1. 창고에 있던 불량품이나 반품 제품, 고객들이 안 입는 옷 등을 수집한다. 

 

 
 

2. 세탁 및 수선한다. 

 

 
 

3. 제품 상태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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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집단군 2 > 

 

 

▶ 이제 귀하께서는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

게 됩니다. 

 

 

앞서 그림으로 본 것처럼, 섬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새활용은 업사이클링의 우리말로, 폐기물을 재사용해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류폐기물을 해체하여 그 원단을 기반으로 새로

운 제품을 만들거나,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 섬유폐기물을 해체∙조합하고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하여 재탄생시킨 

의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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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패션 브랜드 A의‘섬유폐기물 새활용’방법 

 

1. 창고의 불량품이나 반품 제품, 오래도록 팔리지 않은 재고를 수집한다. 

 

 

 

2. 수거된 제품들을 해체한다. 

 

    

 

3. 해체된 제품을 조합하여 의류제품을 제작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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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패션 브랜드 B의‘섬유폐기물 새활용’방법 

 

1. 봉제공장에서 옷을 만들며 발생한 자투리 조각 등 섬유폐기물을 모은다. 

 

 

 

2. 자투리 조각을 조합해 원단을 만든다. 

 

 

 

3. 원단을 활용해 다양한 의류제품을 제작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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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집단군 3 > 

 

 

▶ 이제 귀하께서는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에 관한 설문에 응답

하게 됩니다. 

 

 

앞서 그림으로 본 것처럼, 섬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재생이용은 섬유폐기물을 다시 의류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헌 옷이나 옷을 재단하고 남은 원단 조각을 다시 섬유, 

원단으로 만들어 의류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 섬유폐기물을 원료물질로 만들어 새롭게 제작한 의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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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패션 브랜드 A의‘섬유폐기물 재생이용’방법 
 

1. 고객들로부터 안 입는 오래된 티셔츠를 기부받는다. 

 

 
 

2. 티셔츠를 섬유 수준으로 잘게 부순다. 

 

 
 

3. 재생섬유를 이용해 재활용 원사를 만들어 의류제품을 제작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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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패션 브랜드 B의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방법 
 

1. 옷을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 및 원사를 모은다. 

 

 
 

2. 섬유 수준으로 잘게 부수어, 재활용 원사를 만든다. 

 

 
 

3. 재활용 원사를 활용해 원단을 만들어 의류제품을 제작한다. 

 

 
 

4.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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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물 확인 질문 ---------------------------------- 

 

본 질문은 설문 참여자가 자극물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 2개의 문항 중 1개의 문항이라도 오답을 선택

하신 경우 설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Q2-1. 방금 귀하께서 읽은 패션 브랜드의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섬유폐기물 재사용 의류제품 

② 섬유폐기물 새활용 의류제품 

③ 섬유폐기물 재생이용 의류제품 

 

Q2-2. 방금 본 의류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고의류제품을 깨끗하게 세탁 및 수선하여 재판매 하는 경우 

② 헌 옷이나 자투리 원단을 해체∙조합하여 새로운 의류제품을 제작한 

경우 

③ 헌 옷이나 자투리 원단을 다시 섬유로 만들어 의류제품을 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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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 응답 시작 ---------------------------------- 

 

Q3. 앞서 설명한 의류제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의류제품은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의류제품을 착용하면 행복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의류제품 구매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의류제품은 내가 속한 집단(예: 
직장, 학교)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의류제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의류제품을 구매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의류제품은 독특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과는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이 의류제품은 새로운 특징이 많아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이 의류제품에 호기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이 의류제품은 환경친화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이 의류제품은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이 의류제품은 버려진 재료의 수명을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이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환경적 
이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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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앞서 설명한 의류제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의류제품은 대량 생산되지 못해서 
가격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의류제품은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비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의류제품의 가격에 거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의류제품은 세탁하면 스타일이나 
색상이 손상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의류제품은 내구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의류제품을 오랫동안 착용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의류제품은 일반 의류제품에 비해 
더 빨리 닳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의류제품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의류제품은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해 맞음새가 좋지 못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이 의류제품은 다른 제품과의 
코디네이션이 쉽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이 의류제품은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최근 유행을 반영하지 못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이 의류제품은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이 의류제품은 얼룩이나 때가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이 의류제품은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이 의류제품은 새 제품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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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앞서 설명한 의류제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Q6. 앞서 설명한 의류제품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의류제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의류제품에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의류제품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의류제품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주위 사람에게 이 의류제품을 소개해 
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의류제품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의류제품의 착용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의류제품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이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앞으로 내 옷을 쇼핑할 때 이 
의류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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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개인적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기 보다는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채식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생활 전반에 걸쳐 동물의 
부산물이 포함된 상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동물 실험을 거친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여성은 남성보다 옷과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여성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은 더 좋은 리더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성 때문에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여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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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8-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Q8-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예: 1992년) 

______년 

 

Q8-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Q8-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기타 

 

 

 

 



182 

 

Q8-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주부 

② 학생 

③ 사무직(은행원, 일반 회사원, 일반 공무원 등) 

④ 전문직(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약사, 언론인 등) 

⑤ 경영 관리직(기업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자영업 경영자 등) 

⑥ 전문 기술직(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연예인 등) 

⑦ 생산직 근로자 

⑧ 서비스/판매직(미용사, 운전 기사, 음식∙숙박업 종사자, 판매원 등) 

⑨ 기타 

 

Q8-6. 귀하 가정의 월평균 수입(봉급, 이자, 기타 수입 포함)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 만원 미만 

②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③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④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⑤ 400 만원 이상 ~ 500 만원 미만 

⑥ 500 만원 이상 ~ 600 만원 미만 

⑦ 600 만원 이상 ~ 800 만원 미만 

⑧ 8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⑨ 1,000 만원 이상 ~ 1,500 만원 미만 

⑩ 1,5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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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7. 귀하의 패션 상품 구입을 위한 한 달 평균 총 지출액은 어느 정도입

니까? 

① 5 만원 미만 

② 5 만원 이상 ~ 10 만원 미만 

③ 10 만원 이상 ~ 30 만원 미만 

④ 30 만원 이상 ~ 50 만원 미만 

⑤ 50 만원 이상 ~ 100 만원 미만 

⑥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⑦ 2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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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aradigm of circular economy spread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round the world, and more and more 

consumers reveal their ethical beliefs through eco-friendly consumption, 

circular fashion is recently spotlighted by the fashion industry. Circular 

fashion is a new paradigm with emphasis on reuse and recycle of waste. 

It can be defined as clothes, shoes or accessories that are designed, 

sourced, produced and provided with the intention to be used and 

circulated responsibly and effectively in society for as long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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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most valuable form, and hereafter return safely to the biosphere 

when no longer of human use. Accordingly, fashion companie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lifecycle of their products not to cause social, economic 

or environmental damage from the early stages of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For example, they collect used clothes from customers to 

resell in the market and make clothes using various wastes such as 

textiles, clothing, plastic bottles, and so on. Despite this trend, 

researches on circular fashion have been only conducted in the basic 

stages of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fashion products into aesthetic 

asp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oaden academic understanding 

and practical use by examining more specifically at consumers’ 

perceptions of circular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vide the concept of recycle into 

three sub-dimensions(reuse, upcycle, regenerate) and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perceived values and perceived risks on 

product attitudes and behaviors by types of textile waste recycled 

clothing products. Firs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values(emotional, social, epistemic, environmental) from 

recycled clothing products on product attitudes. Secon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risks(economic, performance, 

aesthetic, sanitary) from recycled clothing products on product attitudes. 

Thir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roduct attitudes on 

consumers’ behavior intentions(WOM, purchase intention). Lastly,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values(individualism, veganism, feminism), which are expected to 



186 

 

moderat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mensions and 

product attitudes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attitudes and 

behavior intention.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Korean MZ generation 

(Millennials generation+Z generation) was surveyed. Prior to full-scale 

questionnaire, respon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types of textile waste recycled clothes. After that, respondents had to 

be able to clearly differentiate the other two types against the type they 

would respond to, by looking at the specific descriptions of the type, and 

the actual examples of fashion bran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850 samples, and all respons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 25.0.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risk on product attitude, perceived value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product attitude formation than perceived risk.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emotional value to feel pleasure and joy in 

the recycled clothes was the greatest, and economic risk and 

performance risk did not affect product attitude. Looking at the 

differences between types of textile waste recycled clothing products, 

there were several commonalities that emotional value and social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product attitude, while sanitary risk had a 

negative effect on product attitude. In addition, in the case of reused 

clothing products, epistemic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product attitude, while aesthetic risk had a negative 

effect on product attitude. In comparison, in the case of upcycled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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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environmental value and aesthetic risk did not affect product 

attitude. Moreover, in the case of regenerated clothing products, 

epistemic valu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 attitud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roduct attitude on 

behavior intention for recycled clothing products,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reused, upcycled, regenerated clothing products group. 

In all groups, product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word-of-mouth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Furthermore, word-

of-mouth inten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val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dimension and product 

attitude, and product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 for recycled clothes,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sm, veganism, and feminism was all 

confirmed in the whole recycled clothes group. The higher the level of 

individualism, the greater the positive impact of product attitude on 

word-of-mouth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and the higher the 

level of veganism, the greater the positive impact of epistemic value on 

product attitude. In particular, the higher level of feminism, the stronger 

the positive effect of environmental value on product attitude. More 

specifically, when looking 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textile 

waste recycled clothing products,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sm, 

veganism, and feminism was all found in the reused clothing product 

group. In the upcycled clothing product group,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sm and feminism appeared, and in the regenerated 

clothing product group, the moderating effect of veganism and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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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ed. 

Lastly, as a result of average value comparison by type of recycled 

clothes, it was found that consumers perceive high value and low risk 

for regenerated clothing products compared to reused and upcycled 

clothing products. Furthermore, the product attitude, word-of-mouth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of regenerated clothing products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two groups, and the majority of 

consumers(78.4% of respondents) preferred regenerated clothing 

products among three types of recycled clothing product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average value comparison by gender, women 

perceived higher value and lower risk of recycled clothes than men. 

Women also had higher product attitudes, word-of-mouth intentions, 

and purchase intentions for recycled clothes. The values of veganism 

and feminism were found to be stronger for women than for men as well, 

and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individualis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wa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circular fashion by focusing on the chronic problem of the fashion 

industry, the generation of textile waste, and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after dividing 

textile waste recycled clothing products into three types. In addition to 

the academic significance, it also holds practical significance in 

suggesting a strategy for boosting consumption that can increase the 

product sales rate for textile waste reused clothing products, upcycled 

clothing products, and regenerated clothing produc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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