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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nonprofit thrift shopping, new marketing strategies are needed to respond to 
accelerated competition in the secondhand market. To help guide the development of marketing strategies for 
nonprofit thrift stor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impacting consumers’ buying behavior for secondhand 
fashion items sold in nonprofit thrift stores.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1) the effects of secondhand fashion 
selection criteria (i.e., design, brand name, lower price) and personal factors (i.e., gender, household income, beliefs 
about environment) on the secondhand fashion consumption experience in nonprofit thrift stores and 2) the 
moderating effects of point of purchase (POP) messages (i.e., “50% Off Sale,” “New Arrivals,” “Helping Other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urchase intention and impulsive buying in nonprofit thrift stores. An online survey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and a total of 197 usable responses were received. The results showed that 1) gender, 
household income, beliefs about environment, and brand name affected the secondhand fashion consumption 
experience and 2) the POP message “Helping Others”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e 
intention and impulsive buying in nonprofit thrift stores. These results can help nonprofit thrift stores’ managers 
to develop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to increase their profits, which can be used to accomplish their mission 
of addressing social issues.

Keywords: nonprofit thrift store(비영리 중고가게), secondhand fashion(중고패션), POP message(POP 메시지), 
impulsive purchase(충동구매)

I.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식과 나눔의식이 높아지면

서 깨끗이 사용한 제품을 기부하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중고제품 거래는 착한소비 또

는 알뜰소비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인의 소비패턴에

관한 KOTRA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중고
제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으며, 지난 5년간 중고제
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D. Y., 2015). 미국에서는 약 25,000개 이상의 중고
매장이 영업 중에 있으며, 미국소비자의 약 28~33%
가 중고매장을 방문하고 있다(NARTS, n.d.).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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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장기불황의 여파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중고시장의 규모

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된다(Cho, 2015).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

고 있지만, 중고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특성
을 이해하고 마케팅 제언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중고제품 거래유형은 다양하다. 첫째, 개인적 친

분을 통해 친인척 및 지인에게 판매하는 비공식적

중고거래 방법이 있다(Williams & Paddock, 2003). 
둘째, 소비자는 개인의 흥미와 소득을 위해 사용하
지 않은 물품을 차고세일(garage sale)을 하거나 벼
룩시장(flea market)에 내다파는 방식이 있다(Guiot 
& Roux, 2010). 셋째,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위탁중
고가게(consignment store)에 의뢰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예. 50%)을 받는 방법이 있다. 위탁중고가
게는 제품구매를 위한 초기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붐이다(Grossmann, 
2014; Molitoris, 2015). 넷째, 온라인/모바일 중고거
래사이트(예. ebay, craigslist, 옥션, 네이버 카페 ‘중
고나라’)를 통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단

체가 운영하는 중고가게에 기부하고 세금감면의 혜

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비영리 중고가게는 기부 받
은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각 단체의 미션에 따라

아동복지, 일자리 창출, 동물보호와 같은 사회적 공
헌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개인 또는 업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중고거래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중고거래에는 동기 및 추

구해야 할 방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고제품
에 관련된 선행연구(Guiot & Roux, 2010; Park & 
Choo, 2011)에서는 중고제품 거래유형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중고매장이 늘어나면서 중

고시장은 경쟁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의차별화를위한 마케팅전략의중요성이강

조되고있으므로(Liu, Eng, & Sekhon, 2014; Mitchell 
& Montgomery, 2010), 비영리 중고가게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중
고가게를 초점화하여, 중고패션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고자하였다. 첫째, 소비자의 개인특성(성별, 소득, 
환경의식)과 중고패션제품 선택기준(디자인, 가격, 
브랜드)이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패션제품 구매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

다. 둘째,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POP(point of purchase)광고 메시지
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비영리 중고가게의
중고패션제품 구매자들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비

영리 중고업체들에게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Literature Review

1. Nonprofit thrift store
사회적 공헌의 실천을 위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

는 중고가게는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

해 운영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통
적인 기업은 이윤 달성이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재화 또는 서비스
를 생산․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지역사회의 발
전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일자리 제공
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
형’, ‘기타형’으로 분류된다(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n.d.). 2000년에 첫 매장을 개점
한 이래로 현재 127개 매장을 운영 중인 한국을 대
표하는 중고가게 ‘아름다운가게’는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 기업리스트 중 기타형에 등록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단체와 구분하여 완전히 분

리된개념으로이해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Liu and 
Ko(2012)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와 기업(enterprise)의 중
간형태인 혼합적 조직(hybrid organization)으로 설
명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비영리단체들이 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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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지향적이면 사회적 기업이라 명명할 수

있다. 국가별 사회적 기업 개념 역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
하는 반면, 미국은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
다(Jin & Lee, 2014).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기금을 추가적

으로 모으기 위해 중고가게를 운영하고 있다(Liu et 
al., 2014). 한국의 대표적인 중고가게 ‘아름다운가
게’는 비영리단체 ‘아름다운재단’의 독립적 사업기
구로 출범하였다(Beautiful Store, n.d.). 미국의 대표
적인 중고가게 ‘굿윌(Goodwill)’의 홈페이지에서는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혼합적으

로 사용하여 ‘굿윌’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
고가게와 관련된 비즈니스 범주 안에서 비영리단체

와 사회적 기업을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
고가게 운영체가 사회적 기업인지 비영리단체인지

를 구분하지 않고 비영리 중고가게(nonprofit thrift 
store)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일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2. Personal factor

1) Gender
여성과 남성의 소비행동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Coley & Burgess, 2003; Tifferet & Herstein, 2012). 
여성들이남성보다쇼핑그자체를즐기는경향이있

으며, 남성들은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쇼핑의 경우
시간적 낭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Rook & Hoch, 
1985).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남․여 소비자의 구매
행동 역시 다르다. 여성은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기
위한 패션 또는 미용관련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

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남성소비자는 전자제품과
같이 기능적 제품군을 즉흥적으로 구매하려는 성향

이 높다(Coley & Burgess, 2003; Rook & Hoch, 
1985). 중고제품 카테고리의 구분 없이 연구된 Huh 
(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중고제품 구
매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패션
제품 카테고리를 제한하였을 때는 결과는 다를 것

으로 예상된다. 여성 소비자들이 패션제품에 더 높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므로 중

고패션제품 역시 여성소비자의 구매가능성이 더 높

을 것이라 기대된다. 

2) Household income
백화점이나 대리점과 같은 소매점에서 새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들이 대

안적 소비방법으로 중고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Williams & Paddock, 2003). 또한, 경기불
황 시 일반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

비심리가 위축되어 사치성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알뜰한 소비성향을 보인다(Yang, Sakong, & Park, 
2001). 여러 국가에서 불경기 때 중고거래량이 증가
하는 트렌드를 보이는데(Kim, D. Y., 2015), 이는 소
비자가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고제품을 구매

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

격에 판매되는 중고패션제품을 더 활발하게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3) Beliefs about environment 
환경의식(beliefs about environment)이란 소비자

가 환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소비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Lee, 2015).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경제적 논리
보다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하기

도 하고, 임대 및 임차, 중고제품, 리필제품을 구
매함으로써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한다(Huh, 2004). 
특히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 패션제품의 비중이 상

당히 높으며, 분해되어지지 않은 섬유들은 토양오염
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패션제품을 재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Seok & Kim, 2005).
여러 선행연구에서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이 중고

제품구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Kim 
& Kim, 2013; Seok & Kim, 2005), Cervellon, Carey, 
and Harms(2012), Huh(2004), Park and Choo(2011)
의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이 중고제품 구매와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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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과 중고제품구매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일관된 결과

를 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단정 짓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환경의
식과 중고패션제품 구매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자 하였다. 

3. Product selection criteria
패션제품선택기준이란 패션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자가평가기준이다(Je, 2011). 소비자에 따라 제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은 동일

하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제품 선택기준은 연구
자마다 다르게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면 Je(2011)의
연구에서는 디자인, 색상, 가격, 소재, 품질, 브랜드, 
유행, 광고를선택기준으로구성하였으며, Kim(2006)
의 연구에서는 스타일/디자인, 색상/무늬, 가격, 유
명상표, 활동성, 체형 적합, 유명골퍼 착용, 소속집
단과의 유사성, 관리의 편리성, 기능성으로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패션제품에 구매결정에 주
요한 기준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요소(디자인, 브랜
드, 가격)만을 포함하였다. 중고패션제품선택기준
따라 구매경험 유/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
였다. 

1) Design
패션제품에서 디자인은 다양한 요소(색상, 소재, 

실루엣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지는 종합적 외관
을 의미하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패션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디자인으로 평가되어 왔다

(Kim & Cho, 2003; Koo, 2011). 일반적으로 소비자
는매력적인디자인을선호하는경향이있을뿐만아

니라, 뛰어난디자인으로인식된제품을더좋은품질
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디자인은 제품 구매
시불확실성과구매후우려되는지각된위험을낮추

는 요인이기도 하다(Page & Herr, 2002; Vanhamme 
& de Bont, 2008). 그러므로 소비자가 디자인적으로
더 끌리는 제품을 선택하였을 때, 구매 후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 중고패션제품 역시, 패션제품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은 중요한 구

매결정기준이 될 것이다.

2) Brand name
브랜드는 소비자의 제품평가와 구매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다. 예컨대 지각된 위험이 높
을수록 소비자는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기

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인다(Campbell & Goodstein, 
2001). 소비자는 외관적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인식
한 제품이 유명브랜드일 때 품질은 더 높게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Page & Herr, 2002). 또한 , 유명브
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일수록 최신 유행패션제품

에 관심이 높고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

다(Kuh & Lee, 1997). 
중고제품 거래가 유명브랜드를 중심으로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이미 사용
된 적이 있는 중고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브랜드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중고
시장에서는 유명브랜드제품을 권장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
므로 새 제품 구매과정과 다르게, 중고제품 구매결
정에 브랜드가 더 중요한 고려기준이 될 것이다.

3) Lower price level
가격은 물건 구매 시 지불하여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하며, 품질을 지각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높은
가격은 구매가능성이 줄어들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
해 제공된 쿠폰이나 세일가격은 소비자의 구매 관

심도를증가시키는역할을한다(Lichtenstein, Ridgway, 
& Netemeyer, 1993). 타인이 사용하다 불필요하여
거래되는 중고제품 역시, 원래 제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는 필요한 제
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중고제품 구매의 주요한 이유로 논

의되어왔다(Cervellon et al., 2012; Guiot & Roux, 
2010; Williams & Paddock, 2003). 그러므로 저렴한
가격은 중고패션제품 구매에 주요한 변인이 될 것

이다.

4. POP advertisement and impulsive buying
충동구매(impulsive buying)란 소비자가 구매계획

이 없던 제품을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일컫

는다(Kacen & Lee, 2002). US와 UK 소비자를 대상



Vol. 24, No. 2 서� � 민� � 정 5

－ 123 －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충동구매율은 온라인 매장

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ATKearney, 2013).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시 매장 내부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소매점 매출의 50% 이상이
소비자의충동구매로일어나므로소비자의충동구매

는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Coley & Burgess, 
2003). 그러므로 영리 및 비영리 중고가게는 매출의
즉각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충동구매는 비영리 중고
가게의 마케팅 맥락에서 사회적 공헌 실천을 위한

매출 증가를 위해 중고제품의 재 소비를 부추긴다

는 점에 착안하였다.
음악, 온도, 조명, 향기, 레이아웃, 광고 등은 상점

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 구매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

다(Bitner, 1992; Muruganantham & Bhakat, 2013; Peck 
& Childers, 2006). 특히, POP(point of purchase) 광
고가 구매시점에 시각적 자극을 통해 소비자의 관

심을 불러일으키고 구매심리를 자극하여 충동구매

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

단 중 하나이다. 또한, 원활한 쇼핑을 돕는 판매원을
대신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

니라 매장의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디스플레이

수단이기도 하다(Ahn, Hwang, & Jung, 1999; Kim, 
H. J., 2015; Otterbring, Wästlund, Gustafsson, & Shams, 
2014). POP 광고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매출 증진효과 또한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 운영진들이 간단하고 편리

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POP 광고물의 메시지 유형에 따라 크게 브랜드

광고, 정보 제공, 프로모션 유형으로 나뉜다(Park & 
Ko, 2010). 브랜드 광고 유형은 소비자의 이목을 집
중시키기 위해 TV나 신문에 광고되는 제품 또는 모
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시한다. 정보제공
유형은 소비자에게 신제품 출시, 가격정보, 제품설
명, 캠페인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프로모션 유
형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벤트 행사,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Park & 
Ko,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세

가지(브랜드 광고, 정보, 프로모션) 유형 중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활용도가 낮은 브랜드 광고 유형은

배제하였다.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흔히 관찰되었던
프로모션 유형과 정보제공 유형에 초점화하여, 프로
모션 유형을 대표하는 메시지로 ‘반값세일(50% off 
sale)’, 정보제공 유형 중 제품정보를 대표하는 메시
지로 ‘신상품(new arrivals)’, 정보제공 유형 중 사회
적 공헌을 대표하는 메시지로 ‘나눔(helping others)’
을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POP 광고와 충동구매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지만(Kim, 2003; Peck & Childers, 
2006), 비영리 중고매장 환경에서 POP 광고와 충동
구매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

았다. 저비용으로 운영되는 많은 비영리 중고가게들
이 사회적 공헌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판매

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POP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중고패션 충동
구매에 가장 전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을 이용한 실험
을 이용하여 POP 광고 메시지 효과를 검증하였기에
실제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구매의도를 이용하

였다. 

III.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1: 소비자의 개인특성(a. 성별, b. 가계소

득, c. 환경의식) 및 중고패션제품 선택기준(d. 디자
인, e. 가격, f. 브랜드)이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판매
하는 패션제품 구매/비구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연구문제2: 비영리 중고가게에 설치된 POP 광고

메시지(a. 반값세일, b. 신상품, c. 나눔)가 중고패션
제품 구매의도와 충동구매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2. Stimulus
충동구매에 POP 메시지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실험을 위한 POP 광고 이미지와 시나리오가
개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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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비영리 중고가게를 방문하여 POP 광고물을 조
사 시 흔히 관찰되었던 빨강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로 POP 광고 이미지를 선정하였고, 메시지 유형은
프로모션을대표하는메시지로 ‘이번주스페셜: 50% 
할인’[반값세일], 제품정보를 대표하는 메시지로 ‘이
번 주 입고된 제품’[신상품], 사회적 공헌을 대표하
는 메시지로 ‘지역 소외아동을 도와주세요’[나눔]를
선정하였다(Fig. 1). 가상의 시나리오에는 버스를 타
기 전까지 30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버스 정류장
오른쪽에 위치한 비영리 중고가게에 들어가 둘러보

던 중 POP 광고물 이미지(반값세일, 신상품, 나눔)
중 하나를 보았다는 상황이 묘사되었다. 통제환경에
대한 시나리오에는 POP 광고물을 보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극물 환경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제작

되었다.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4명의 대학원생에
게 실험자극물의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응답자는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중고패션제품에

대한구매의도를측정하는문항에응답한후, Qualtrics 
웹사이트가 무작위로 배정하는 세 가지 POP 광고물
이미지(반값세일, 신상품, 나눔)에 노출되는 자극물
환경 또는 통제환경에 노출되었다. 자극물 환경에
배정된 응답자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동시에POP 
광고물 이미지를 본 후 충동구매를 측정하는 문항

에 응답하였으며, 통제환경 응답자는 시나리오만을
읽고 충동구매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3. Measurement
선행연구에서 발췌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품선택기준(디자인, 브랜드, 가
격), 환경의식, 중고제품 구매 경험 유/무, 구매의도, 
충동구매,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소득수준, 학력, 
연령)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다. ‘예’, ‘아니오’로 평가
된중고제품 구매 경험 여부와인구통계학적변인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되었다. 

<Fig.�1> POP Image: 50% Off Sale (left), 
New Arrivals (middle), Help Others (right) 

제품선택기준은 Vanhamme and de Bont(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디자인, 가격, 브랜드 3문항을 이
용하였다. 환경의식은 McCarty and Shrum(2001)의
연구에서사용된재활용의중요성에대한신념에대

한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Cronbach’s alpha는 .81로
확인되었다. 구매의도는 중고패션제품의 구매가능
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Kang, Liu, and Kim(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3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0으로 확인되었다. 충동구매
는 Pentecost and Andrews(2010)의 연구에서 발췌하
여 계획에 없는 중고패션제품을 즉흥적으로 구매하

는지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하였지만, 1문항을 제
거 후 Cronbach’s alpha는 .84로 충분한 내적 일관성
이 확인되었다. 

4. Data collection & data analysis
자료수집을 위해 미국 서부해안지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총 20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90부를 제거 후, 197부가 최종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빈도분석, Cronbach’s alpha, 이분형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위계적 계
층적 조절 회귀분석(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해석
을 위한 유의수준(level of significance)은 1%, 5%, 
10%를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5. Sample characteristics 
표본의인구통계적특성은, 성별은남성(32.14%), 

여성(67.86%), 연령은 10대(19.80%), 20대(38.07%), 
30대(11.68%), 40대(8.63%), 50대(11.17%), 60대(6.09%), 
70대(1.52%), 80대(0.51%)로구성되었다. 응답자의학
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11.68%), 대학 졸업(62.44%), 
대학원 졸업(25.89%)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연
간 가계소득 수준은 3만불 미만(38.07%), 3만불 이
상~7만불 미만 (29.44%), 7만불 이상(28.93%)이었
다. 대다수의 응답자(96.84%)가 중고제품 구매한 적
이 있었다. 카테고리 별 제품구매 순위는 패션제품
(87.30%), 기타(83.33%), 서적(78.19%), 주방용품(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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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Purchase experience across secondhand pro-
duct categories

Product category
Yes No

n % n %

Furniture 137 71.73  54 28.27

Kitchenware 143 75.26  47 24.74

Book 147 78.19  41 21.81

Electronic  82 43.16 108 56.84

Toy  84 44.68 104 55.32

Fashion item 165 87.30  24 12.70

Others 150 83.33  30 16.67

N=197 (Missing values excluded) 

가구(71.73%), 장난감(44.68%), 전자제품(43.16%)으
로 나타났다(Table 1).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패션제
품 구매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자제품 구매율이 가
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Results

1. The effects of personal factors and second-
hand fashion selection criteria on secondhand 
fashion consumption experience 
소비자의 개인특성(성별, 소득, 환경의식) 및 제

품선택기준(디자인, 가격, 브랜드)이 비영리 중고패

<Table�2> Predictive factors of secondhand fashion consumption experience

DV IV b SE Wald OR

Purchase 
experience 

(1=Yes/0=No) 

Gender 
(Male)

Female   1.198 .453 6.988 3.314***

Income

(< $30k)

$30k~$50k  －.201 .685  .086  .818

$50k~$70k    .621 .854  .529 1.861

$70k~$90k  －.361 .765  .223  .697

≥ $90k －1.283 .591 4.723  .277**

Beliefs about environment    .699 .289 5.854 2.011**

Design    .009 .173  .002 1.009

Lower price    .261 .175 2.221 1.298

Brand name  －.237 .139 2.920  .789*

*p<.10, **p<.05, ***p<.01.
1k = 1,000

션제품 구매/비구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위해이분형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별과 소득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환경의식, 디자인, 가격, 
브랜드는 연속변수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Hosmer- 

Lemeshow의 검정 결과는 유의확률이 .05보다 훨씬
컸으므로 도출된 모형은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χ2
(8)=4.116, p>.05).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유의한 변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9)=28.128, 

p<.001). Nagelkerke R2은 .237로 투입된 변수의 설
명력은 23.7%로확인되었다. 분류예측정확도는 85.2%
로 상당히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odds ratio(OR)를 살펴보면, 

p<.01 수준에서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중고패션제품 구매경험이 있을 확률은 3.314
배 증가한다. p<.05 수준에서 환경의식이 1단위 증
가하면 구매경험이 있을 확률이 2.011배 증가하였
으나, 가계소득이 9만불 이상인 집단은 3만불 미만
집단보다 중고제품의 구매경험이 있을 확률이 .277
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10 수준에서는 중고
패션제품 구매기준의 브랜드 중요도가 1단위 증가
하면,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구매경험이 있을 확률
이 .789배 낮았다. 다른 중고패션제품 구매기준(디
자인, 가격)은 구매 경험 유/무와 관계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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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성별, 환경의식, 가계소득, 브랜드가 비영리 중고

가게 중고패션제품 구매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중고패션제품 구매율이 높은 반면, 9만불
이상의 고소득 집단과 브랜드가 중요한 소비자일수

록 중고패션제품 구매율은 감소하였다. 

2. Moderating effect of POP mess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e intention and 
impulsive buying
선행연구에서 패션제품 구매 시 여성이 남성보다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Pentecost 
& Andrews, 2010; Tifferet & Herstein, 2012), 연구
문제 2 검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중고제품 구매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구매행동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여성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POP 광고 메시지효과
검증에 앞서, 집단 별 선행변수(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반값세일(n=30, M=4.62, 
SD=1.33), 신상품(n=38, M=4.55, SD=1.38), 나눔
(n=32, M=4.89, SD=1.18), 통제환경(n=30, M=4.72, 

<Table�3> The moderating effect of POP mess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e intention and impulsive buying

Predictor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Main 
effect

Purchase intention .155 .158 1.808*   .160   .162  1.852*   .433   .441   3.010***

Sale   .432   .147  1.434   .395   .134   1.332

New - - - - - -

Helping －.042 －.015 －.143 －.011 －.004  －.036

Control   .199   .068   .661   .165   .056    .558

Interaction 
effect

PI X Sale －.266 －.135 －1.199

PI X New - - -

PI X Helping －.628 －.296 －2.692***

PI X Control －.384 －.170 －1.589

R2  .025  .047  .104

R2 Change  .025  .022  .056

F 3.270* 1.551 2.015*

*p<.10, **p<.05, ***p<.01.

SD=1.16)]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126)= 
.433, p>.10).

POP 광고 메시지 유형이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층적 조절 회귀분석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줄이

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사용하여, 1단계 모형에서는 구매
의도(독립변수)가 충동구매(종속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지를 설정한 후, 2단계 모형에서는 세 가지 메
시지(더미변수), 3단계 모형에서는 구매의도와 메시
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충동구
매에 POP 광고 메시지와 구매의도의 상호작용 효과
를 단순기울기(simple slop) 그래프로 <Fig. 2>에 제
시되었다. 

1단계 구매의도는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16, p<.10). POP 메시지를 추가한 2단계 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OP 메시지와
구매의도의상호작용변인들을추가한 3단계모델에
서 R2 증가량에따른 F 검증은 유의하였다(R2 Change= 
.06, p<.10). 중고매장의 운영목적과 관련된 사회적
공헌메시지(나눔)는 오히려 소비자의 충동구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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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Result of simple slope analysi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POP message

혹을 저해하는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미비하게 드러내었다(β=－.30, p<.01). 또한, 단순기
울기가 음(－)의 방향으로 확인되었기에 비영리 중
고가게에서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소비

자일수록 사회적 공헌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충동

구매를 더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품 매장에서 효과적이었던 ‘반값세일’, ‘신상

품’과 같은 POP 광고 메시지는 중고제품 매장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매장 내에서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메시지를 강조

하는 홍보전략은 오히려 매출 증진에는 도움이 되

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비영리 중고가게의 증가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비영리 중고가게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하지만, 마케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
영리 중고가게의 패션제품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영리 중
고가게에서 중고패션제품 구매 경험에 결정적인 변

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POP 광고 메시지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과 비영리 중고매장 운영자들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중고패션제품 구매

경험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매경험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제품카테고리를제한하지않은 Huh 
(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 소비자가 중고제품 구매
경향이 높았다. 이는 남성 소비자가 전체 중고제품
판매액/판매수량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패
션제품 카테고리에 한하여 여성 소비자가 비영리

중고가게의 주요고객층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비영
리 중고가게는 여성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기 위

한 다양한 패션제품을 꾸준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

며, 동시에 여성 소비자를 위한 프로모션 개발이 도
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시간대에 방문하는
여성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또는 가격할인을 실시하

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간 가계소득 3만불 미만의 최하위 소득

집단은 3~9만불 미만 소득집단과는 중고패션제품
구매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9만불 이상의 최상위 소득집단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9만불 이상의 고소득집단의 중고패션제품
구매 확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고소득집단이 비영리
중고가게의 이상적인 기부 및 판매대상이 될 수 있

다는 Montgomery and Mitchell(2014)의 관점과 다르
게,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고소득집단은 비영리 중
고가게에서 중고패션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낮다

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비영리 중고
가게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판매 홍보 및

판매촉진전략에 대한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중고패션제품

구매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의식과 중고제품 구매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아(Cervellon et al., 2012; Huh, 
2004; Kim & Kim, 2013; Seok & Kim, 2005), 본 연
구에서는 환경의식과 중고제품의 관계를 재검토하

였다. 본 연구는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중고제품 구
매가능성이높다는결과를도출한연구(Kim & Kim, 
2013; Seok & Kim, 2005)들을 지지하였다. 비영리
중고가게라는 특정 환경 안에서는 환경의식이 중고

패션제품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으로 확인되었기에 비영리 중고가게는 소비자의 환

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

발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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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고패션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중요한 소
비자일수록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구매경험은 감소

하였다. 실제적으로 유명브랜드들은 온라인 또는 위
탁중고가게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므

로 기부에 의존하는 비영리 중고가게가 유명브랜드

패션제품을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
히, 브랜드가 중요한 소비자는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원하는 브랜드의 패션제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 중고가게에서 구매경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비영리 중고가게가
다양한 브랜드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중고가게

의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비영리 중고가게가 브랜드제품 판매 금액에 대
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자와 나누는 수익구조를 도입

한다면, 유명브랜드 제품 위탁 기부자의 증가로 다
양한 브랜드 제품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브랜드제품의 구비를 통해, 비영리 중고가게가 브랜
드가 중요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제품 매장에서 효과적이었던 ‘반

값세일’, ‘신상품’과 같은 POP 광고 메시지가 비영
리 중고제품 매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영리 중고가게에서는
기부 받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책정되어 판매되

고 있기 때문에 가격할인이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상품’메시지 또
한 새 제품이 구입된 후 기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비록 중고매장에 방금 도착한 새

로운 상품이라고 할지언정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

기에 충분하지 않을수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두
메시지(가격할인, 신상품)가 소비자의 원활한 쇼핑
을 돕기 위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중고
제품의 구매를 자극하기에는 무용지물이라 평가된

다. 또한, 중고매장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나눔’
메시지는 오히려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방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눔 정신은 소비자가 절약을 실천
하여 어려운 이를 돕고자 노력하려는 의식이 내포

되어 있다(Choi, 2015). 소비자가 비영리 중고가게
에서 쇼핑 중 ‘나눔’메시지를 본 후, 절약을 실천해
야 함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함으로 제품 구매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이는

자신의 신념과 상치되는 소비행동을 했을 때 소비

자는 마음의 갈등을 경험한다는 Park(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나눔 메시지는 비영리 중고가게에 기부를 독

려하기에는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직접
적으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는 부적절하다.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 중고가게는 남
성 소비자보다는 여성 소비자를 고소득층보다 저소

득층을 공략하기 위한 판촉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환경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명브랜드 제
품을 기부 받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가게 내부에는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나눔

을 강조하는 광고물 설치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방법을 중고패션제품
판매의 타게팅을 위해 적절히 이용한다면, 비영리
중고가게는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수익증대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문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지만,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한계점을 바탕
으로 제시한 몇 가지 보완점을 토대로 향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미
국 서부해안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료해석에 주의

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설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에 따라 중고제품
소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후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비영리 중고가게 운영목적인
사회적 공헌을 대표하는 메시지로 선정한 ‘나눔’은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POP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밝
혀졌다. 본 연구에서 환경의식이 중고패션제품 구매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사회적 공헌

을 대표하는 메시지로 환경의식을 강조하는 POP 메
시지를 개발하여 즉흥적 구매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나리오기법에 기반을
둔 온라인 실험이 설문 응답자의 구매욕구를 충분

하게 자극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욕
구를 실제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비영리 중고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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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험을 진행하는 현장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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