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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은 매력적인 자아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복을 착장하고 소비한다. 새롭고 

아름다운 자기에 대한 끝없는 열망과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패션시스템의 작동은 의복소비를 과도하

거나 말초적이며 일회적인 소비행태로 유도할 수 있

다. 특히 최근에 전 지구적 공급망을 이용한 저가 의

류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습관적인 의복

구매와 무분별한 폐기와 같은 소비행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행동은 노동력 착취, 자

원 낭비, 쓰레기 증가와 같은 각종 사회 · 환경적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Ju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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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creativity)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적절하고 

유용한 산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으로(Sternberg, 1999), 

소비자의 창의성은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기업의 신제품 개

발 단계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함으

로써 프로듀서(producer)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존

의 제품을 전혀 다른 용도나 방식으로 사용하여 다양

한 활용안을 개발하는 모디슈머(modisumer)가 되기

도 한다. Burroughs et al.(2008)은 소비자 행동의 다양

한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창의성을 창의적 

소비라고 지칭하였다.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행동은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창출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

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성이 갖는 함의와 관련 연구

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터 소비 

맥락에서의 소비자 창의성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나(Burroughs et al., 2008; Lee et al., 2018; Rim 

et al., 2016) 의복을 착장하거나 관리하는 일상적인 

소비 상황에서 창의성을 적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의복소비행동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다룬 

일부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

어졌으며, 의생활 영역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거나(Song & Lee, 2013)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복장변형행동과 개인의 창

의성, 의상의 심미성, 개성, 자기효능감 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Jeong & Lee, 1999)가 수행되

었다. 의복소비와 관련된 국내의 의류학 연구의 경우 

의복소비가치에 따른 의복소비행동을 살펴보거나

(Moon & Choo, 2008) 의복을 착장하는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착장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Lee, 

2018)가 진행되었으며, 국외연구의 경우 미국의 Y세

대 여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의복의 소비와 창의

성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연구(Ruppert-Stro-

escu et al., 2015)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의

복구매에 따른 지출의 과잉 및 의류 폐기물의 증가

와 같은 심각한 소비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의복소비생활의 개선을 촉구시키는 연구는 양

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복소비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소비자의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의복소비

행동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

로 매일 의복을 착장하고 활용하는 일상적인 소비 맥

락에 창의성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생각하는 창의적 

착장의 의미를 탐색하였으며, 창의적으로 의복을 활

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고 창의적 의복소비

경험이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

디어와 해결책을 생각해냄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독

특하게 표출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문

제해결 수단이 되기도 한다(Baas et al., 2011; Roskes et 

al., 2012).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새로운 의복을 구매하는 대신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복을 전혀 다른 용도와 방식으

로 활용한다면 이는 자신의 개성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습관적인 의복구매를 줄이는 해결책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수행

을 위하여 실행연구(action research)라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이론의 정립이나 실증적 효과성

을 검증하기보다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주체가 되

어 문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참여적 연구방법에 해

당한다(Reason & Bradbury, 2001). 본 연구는 소비자

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의복을 창의적으로 착장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소비 과정을 살펴보고, 연구의 참여 

자체가 의복소비생활의 개선을 위한 실천 행동이 되

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실천적인 관점에서 각 개인이 직

접 창의적 의복소비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이 기

존에 가지고 있던 소비 의식이나 행동 등에 어떠한 변

화를 가져다주는지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의복소

비 맥락에서 소비자 창의성의 역할 및 효과를 이해하

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생산되는 패션 제품을 수동적으로 수용

했던 소비자가 창의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새롭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면 이는 소비자와 패션 산업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창

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창의성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롭고(novel) 적절한(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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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riate) 아이디어, 통찰력, 문제해결방법의 생성’을 

의미한다(Amabile, 1983). 창의성은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Rietszchel et al.(2007)은 

창의성을 독창성(originality), 유연성(flexibility), 유창

성(fluency)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

장하였다. 여기서 독창성은 새롭고 흔하지 않으며 비

범한 특성을 뜻하며, 유연성은 문제나 이슈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창성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 대안,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을 뜻

하며, 학자에 따라 유연성과 유창성을 묶어 창조적 

통찰력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Baas et al., 

2011; Rim et al., 2016). Kent(2007)는 창의성을 ‘새롭

고 가치 있으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활동’으로 정의하

였으며, Csikszentmihalyi(1996)는 창의성을 ‘기존의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변형을 만드는 행위나 사고, 작품’이라고 정의하였

다. 또한 소비 영역에서의 창의성을 다룬 개념으로 

제품 사용 창의성(product use creativity)과 소비자 창

의성(consumer creativity)이 있다. 제품 사용 창의성은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품을 

새롭고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움과 

적합성은 제품 사용 창의성의 평가요인에 해당한다

(Goldenberg et al., 1999; Moreau & Dahl, 2005). 제품 

사용의 주체자 관점에서 소비자 창의성은 소비와 관

련된 문제를 새롭고 유용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개인

의 능력으로(Hirschman, 1980), 제품을 사용하는 상

황(Burroughs & Mick, 2004)이나 제품을 디자인 및 커

스터마이제이션(Moreau & Herd, 2010)하는 등 다양

한 소비영역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창의성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

며, 크게 역사적인 창의성과 개인적인 창의성으로 구

분할 수 있다(Weisberg, 2006). 역사적인 창의성의 경

우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개발처럼 실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과학적인 차원의 창의성이나 영화, 

예술, 문학 등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예

술적인 차원의 창의성 등을 포괄하는 넓고 큰 개념의 

창의성이다. 반면 개인적인 창의성의 경우 우리의 일

상생활이나 직업 등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에 해당하

며, 개인이 지닌 역량으로서 비교적 좁은 개념의 창

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창의성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경험이나 표현과 관련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이라는 점에서 작은 창의성

이라고도 불리며(Richards, 1990), 누구에게나 창의적

인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개인적

인 창의성의 예로는 새로운 조리법을 구상하여 맛있

는 요리를 만든다거나 직장 상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복을 착장하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발

현되는 소비자 창의성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

적인 차원의 창의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의복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창의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발현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 또는 자

질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 연구의 분야

나 연구자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창의성의 특성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

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의복 착장’의 의미

를 함께 살펴보았다.

2. 창의적 소비

Burroughs et al.(2008)은 소비자 행동의 다양한 영

역에서 창의성이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창의적 소비란 제품을 기존의 용도나 방식과

는 다르게 새로우면서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

써 당면한 소비문제를 해결하는 소비 방식을 의미한

다(Rim et al., 2016). 즉, 창의적 소비는 제품의 소비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으로 창

의적 성과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주

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의 전 과정과 관련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와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

의 결과로 보았다(Colzato et al., 2012; Guilford, 1956). 

창의적 사고과정은 창의적 소비를 위한 요소 중 하나

로서 Rim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확산적 사고를 통

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여러 시도 중 한 가지를 선택

해 그 방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수렴적 사고를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확산적 사고는 정답

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 다양성을 추

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의미한다(G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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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1956). 확산적 사고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생성

을 목적으로 하므로 희소하고 독창적인 생각에 도달

할 가능성이 크며, 문제나 이슈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유연성과 관련이 깊다. 소비 맥락에서 확산

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기존의 용도 

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사용법이 정해져 있는 제품을 다른 용도로 새롭게 활

용하기 위해 소비자의 유추적, 은유적 사고능력이 요

구된다. 반면 수렴적 사고는 전형적인 일반적 지능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한 

가지의 답을 찾는 사고를 의미한다(Guilford, 1956). 

즉, 수렴적 사고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한 범주 안에서 해결책을 계속 구상하여 좋은 최종안

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수

렴적 사고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에 초점을 두며, 아이디어 생성의 속도가 중

요하고 동시에 높은 정확성과 논리를 강조한다(Col-

zato et al., 2012).

창의적 산출물은 창의적 소비에 따른 결과물로서 

소비자가 구상한 아이디어나 해결책 등을 의미하며, 

Burroughs et al.(2008)은 어떠한 소비가 창의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새로움과 기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새로움은 단순히 새

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모양을 바꾸거나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움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

으로 제품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소비의 

결과물이 창의적으로 명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

능성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기능성은 소비자의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존의 해결방법을 개선

시킬 수 있어야 한다. Burroughs and Mick(2004)은 창

의성의 세 번째 차원으로 심미성(aesthetics)을 제안

하기도 하였다. 심미성은 창의적으로 소비한 결과물

이나 제품이 아름답거나 세련됨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패션 제품의 경우 새로움과 기능성에 더하여 시

각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

미적 요소는 결과물의 창의성 평가에 필수적인 차원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의복의 추가적인 구매 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의복을 새로운 용도와 방식으로 활

용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의복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창의성을 중단기적 관점에서 관찰 

및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

고과정으로서 소비자가 의복을 활용 및 착장하는 과

정에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발현되는지 확

인하고, 각 사고방식에 따라 창의적인 의복소비행동

이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

가 수행한 10회의 착장을 창의적 산출물로 간주하여 

창의성의 중요한 평가요인인 새로움, 기능성, 심미성

을 바탕으로 각 착장의 창의성을 평가하였다.

3. 의복소비와 창의성

소비자는 제품을 남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

하는 창의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효능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Rosner 

& Bean, 2009). 이뿐만 아니라 창의적 소비는 개인에

게 주어진 자원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소비

재의 효율을 높이도록 이끌고 결과적으로 환경문제

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Bri-

dgens et al., 2018). 의복은 신체 보호뿐만 아니라 개

성과 자아 정체성의 표현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이며, 의복을 기존의 용

도와 방식 외에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은 의복의 창의적 소비로 이해할 수 

있다.

의복의 소비와 창의성을 주제로 한 Ruppert-Stroe-

scu et al.(2015)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의복소비를 추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참여자에게 의복의 구

매 없이 적은 양의 의복으로 약 10주간 생활을 유지하

는 ‘Fashion detox’ 운동을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경험한 사항들을 탐색적으로 조사하

였다. 자발적으로 ‘Fashion detox’ 운동에 참여한 소비

자 중 46%는 10주의 참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

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4%에 해당하는 소

비자는 향후 지속가능한 의복소비를 실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국내 연구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의생활과 관련된 창의성 교육프로

그램이 초등학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Song & Lee, 2013). 해당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창의성 점수가 높게 도출되었으며,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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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집단의 학생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창의성의 하위 영역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호기심 등이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장

변행행동의 긍정적 심리효과를 연구한 Jeong and Lee

(199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시도하는 의복의 

변형, 두발의 변형, 장신구 착용과 같은 복장변형행

동은 의상에 대한 관심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복장변형을 시도하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창의성과 의상 심미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개성과 자기효능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의복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였을 때 자원의 효율적인 사

용 측면에서 의복을 남들과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착용 및 연출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소

비행동이며, 그러한 소비의 실천이 실제 소비자의 창

의성과 개성 표현으로 인한 만족감, 자기효능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의복을 변형하는 행

동이나 의생활의 개선에 있어 창의성의 발현은 여러 

연령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직업과 교육 환경을 가진 20~30대

의 젊은 남녀 소비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미 소지

하고 있는 의복을 각자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방법으

로 활용하는 과제에 참여하게 하고, 과제의 수행이 

소비자의 감정이나 착장 만족도 및 자신감, 창의적 소

비 효능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

가, 성찰의 관점에서 과제 참여 경험이 기존의 의복

소비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실행연구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창의

적 의복소비를 경험하도록 하는 일종의 실행연구 방법

을 채택하였다. 실행연구라는 용어는 1934년에 Kurt 

Lewin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Lewin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 연구

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반성적 사고, 논의, 의사결

정, 그리고 실행의 힘을 개발하도록 보장하는 과정’

으로 실행연구를 정의하였다(Adelman, 1993). Reason 

and Bradbury(2001)는 실행연구에 대하여 ‘인간에게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천지식을 획

득해 가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

다. 실행연구는 사람들의 일상사에 유용한 실천적 지

식을 산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단순히 탐구

의 결과뿐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Bradbury & Reason, 2003). 이러한 점

에서 실행연구는 원인과 결과 중심의 전통적 연구방

법보다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실제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연구참여자 모두가 변화와 개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능동성과 현실성을 지닌다. 

또한 실행연구는 계획(plan), 실행(action), 관찰(obser-

vation), 관찰결과에 대한 성찰(reflection)과 이에 따

른 재계획으로 진행되는 나선형 순환 방식을 반복한

다(Zuber-Skerritt & Fletcher, 2007). 실행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그 특성상 이론과 형식에 얽매

이기보다는 연구의 맥락이나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

구의 실행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된다.

본 연구는 반복적이고 지나친 의복구매와 그에 따

른 의복 폐기물의 증가라는 사회 · 환경적 문제에 주

목하였으며, 의복을 구매하지 않고 기소지한 의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

족시킴으로써 의복소비생활을 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자 하였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의복을 이전과 다

른 용도와 방식으로 새로이 활용하기 위하여 소비자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의복소비행동의 실질적

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체적인 참여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

서 창의적 의복소비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보았다. 또한 의복을 착장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창의성의 역할과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의복소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

구참여자의 실행 과정과 그에 따른 반응 및 성찰 등을 

정성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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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일상의 의복소비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창의성에 주목하여, ‘현재 학

교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의복을 구

매하는 20~30대 성인 소비자’를 참여 조건으로 제한

하였다. 연구자는 20~30대의 소비자가 일정 수준의 

의복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적극적

으로 표현하는 집단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창의성이 소비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창조자로서 모든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 판

단하여, 특정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30대 성인 

남녀 8인(남성: 4명, 여성: 4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

하였다. 참여 인원의 수는 의복소비와 관련된 질적 연

구를 수행한 국내 선행연구(Oh, 2014; Shin et al., 2012)

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초기 4명은 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에 의거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편의

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후에는 눈덩이 표집

법(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여 모집하였다. 또한 

개인의 직업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고 착용하

는 의복의 스타일이나 소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

에 학생, 방송작가, 에디터,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

을 가진 8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과제 참여를 진

행하였다. 연구참여자 8명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직업의 비율은 학생이 8명 중 3명으로 전체의 37.5%

에 해당하였다. 이는 연구에 참여 가능한 연령을 20~

30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의 연구참여

자(참여자D, G)가 비교적 많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

다.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IRB No. 1810/001-002) 시행되었

다. 자료의 수집은 2018년 7월 28일부터 2018년 9월 

4일까지 약 5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

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과

정 등이 포함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

자에 한해 약 5주의 기간 동안 과제 수행을 포함하여 

2차례의 일대일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연구가 모

두 종료된 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 

사례비로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

며, 면접은 평균적으로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1차 

면접은 과제 수행 전 연구참여자의 평소 의복소비생

활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 시 질문은 참여자

가 추구하는 의복소비가치 및 의복구매행동, 창의적

인 착장의 의미, 평소 추구하는 의복스타일 등으로 

구성하였다. 1차 면접이 종료되면 연구자는 연구참

여자에게 약 2주간 10회에 걸쳐 창의적으로 의복을 

착장하는 과제를 전달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창의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

하였으며, 10회의 착장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소비자 

일지와 착장 사진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소비자 

일지의 경우 착장 과정에서 본인이 구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제 참여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 등

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 기간

의 경우, 몇몇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조

정이 필요하였으며 연구자와 협의 후 기간을 일주일 

정도 연장하였다. 2차 면접은 착장 과제를 수행한 후 

No.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A Female 28 Interior designer Graduate university 

B Female 27 Producer Graduate university

C Female 27 Fashion Editor Graduate university

D Female 24 Undergraduate student Attend university

E Male 29 Security guard Graduate high school

F Male 29 Barista Graduate university 

G Male 27 Undergraduate student Graduate university 

H Male 33 Graduate student Attend graduate school

Table 1. Interviewe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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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2차 

면접은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창의

적 아이디어 및 착장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 경험이 연구

참여자의 창의적 소비 효능감, 착장 만족도 및 자신

감, 의복소비 인식 및 행동에 미친 변화 등을 면접 질

문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

자가 제출한 10회의 착장 사진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각 착장에 대해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창의성을 평가

하도록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연구참여자 8인의 심층면접 내용은 모두 필사본

으로 옮겨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마련하였다. 소비자 

일지에 기록된 내용은 분석에 용이하도록 연구자가 

일괄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

가 제출한 10회의 착장 사진의 경우 타당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을 통

해 수집된 자료와 소비자 일지 내용은 개방 코딩(open 

coding)과 범주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Lee, 

2018; Ryu et al., 2012). 개방 코딩은 질적 연구의 보편

적인 접근 방식인 귀납적 탐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지는 부분을 선택하여 목록화하는 작업이다(Cho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자료분석 시 텍스트 안에 포함

되어있는 생각과 의미가 드러나도록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 있는 문장들을 발견하고 그 과

정에서 다양한 개념을 목록화하였다. 다음으로 범주

화 작업을 위해 목록화한 내용에 자료의 이름을 붙이

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먼저 1차 심층면접 시 연구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착장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내용

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응답

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어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의복을 착장하고 활용하는 과제 

참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나타나는 소비자 창

의성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참여자

가 제출한 소비자 일지와 2차 심층면접의 내용을 바

탕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구상한 

창의적인 착장 아이디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참

여자가 경험한 감정 및 생각, 과제가 종료된 후 자신

의 의복소비생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반성과 성찰

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일치될 때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조율

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와 결과

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연구자와 동일한 전공의 박

사 2명에게 정리된 분석 자료와 함께 연구자의 해석

을 보여주고 의견을 참조하였으며, 연구자가 찾아낸 

주요 결과들을 교차 확인하였다.

IV . 연구결과

본 연구는 소비자 실천적인 관점에서 창의적 의복

소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생각하는 

‘창의적 의복 착장’의 의미를 알아보고 의복소비 맥락

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의 창의적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착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상한 창의적인 표현 방

식을 살펴보고 각 착장의 창의성을 평가하였다. 마지

막으로 착장 과제의 참여를 통해 변화된 의복소비생

활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1. 창의적 의복 착장의 의미

본 연구는 다양한 소비 상황 중에서도 의복을 착장

하는 맥락에서 소비자 창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

므로, ‘창의적으로 의복을 입는 것’에 대한 연구참여

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조사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착장 창의성을 ‘새롭고 특이한 착장’, 

‘일반적이지 않은 착장’으로 받아들이고, 독특한 디

자인적 요소가 많은 패션스타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B, F, G, H). 참여자F는 ‘스트리트 패

션’이라는 예시를 사용하여 패션에서의 창의성을 일

반인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설명하였다. 실제로 새로움이나 독창성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창의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

되어왔으며(Mehta & Zhu, 2016; Moreau & Dahl, 2005), 

창의적인 착장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도 일반 대중과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창의적인 건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느낌? 어렸을 때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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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말을 패션 쪽이랑 연관해서 말하지 않다 보니까 패션에

서 창의적이라고 하면 개성 넘치는 게 생각나요. 스트리트 패션

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느낌?” (참여자F)

“창의적으로 입는다는 건 맨날 입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입으라는 느낌이에요. 옛날의 틀을 깨라 이런 거죠.” (참

여자G)

“창의적이라는 게 독특하다는 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

지만, 직감적으로 생각해보면 창의적으로 입는다는 건 특이하

게 입는다는 것 같아요.” (참여자H)

일부 참여자들은 ‘기존 방식을 변형한 착장’으로 

창의적 착장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참여자A, 

C, E). 이들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취하기보다는 사전

에 가지고 있는 의복을 다르게 활용하거나 조합을 달

리 해보는 방식으로 착장의 창의성을 설명하였다. 이 

경우 평상시에 주로 착용하는 상의, 하의 조합이 아

닌 새로운 조합으로 복종 간 구성을 시도해보거나 의

복이 아닌 제품을 착장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이 해당된다. 실제로 참여자A는 입지 않는 의복을 리

폼하거나 스카프와 같은 잡화제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또한 창의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응답

하였다. 참여자C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양

한 의복을 소지하고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의 옷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창의적이라고 응답하

였다.

“적은 옷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창의적일 것 같아요. 전과 다

르게 옷의 색깔을 맞춘다거나 가지고 있는 옷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TPO를 잘 맞추는 것도 창의적인 착장이라고 생각해

요.” (참여자C)

“일단 창의적으로 입는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걸 입는다

거나 당시의 유행을 따른다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입던 방식으로 새롭게 조합해서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E)

이 외에 참여자D는 착장의 창의성을 ‘신체적 장단

점을 효과적으로 고려한 착장’으로 설명하였다. 참여

자D의 경우 평소 자신의 체형을 많이 고려하는 소비

자로서 신체적 매력은 드러내면서 동시에 신체적 콤

플렉스는 숨길 수 있는 패션스타일이 창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상징적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Cho & Koh, 2001) 창의적인 착장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의복을 통한 효과적인 체형 보정이나 이상

적인 신체 이미지의 표현 여부가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신체적인 매력은 드러내고 숨길 수 있는 건 숨겨서 입

는 게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체형을 되게 많이 고

려하는 편이라서 제 신체적 특징을 많이 감안한 코디를 찾으려

고 노력하거든요. 나다움을 잃지 않고 신체적 장점을 살리는 게 

창의성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D)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창의적인 착장이란 

‘새로움의 차원에서 타인과 차별화를 시도한 착장’

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새로움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대중적이지 않은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를 시

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으며, 의복의 디자인을 물리

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착용하는 의복 간의 다양한 조

합을 통해서도 지각될 수 있다. 또한 의복은 다른 제

품과 달리 착용자 자신을 표현해 주는 가장 가시적인 

도구라는 점에서(Finkelstein, 1996/2005) 착용자가 원

하는 자아 이미지나 신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체적 결점을 효

과적으로 보완해주는 착장’은 착용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착

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창의적 의복 착장 방식

연구참여자가 10회의 착장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

술한 소비자 일지 및 착장 사진을 토대로 창의적 의복

소비방식을 살펴본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제품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전환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품의 사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구상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품의 용도 다양화 및 방식 다양화는 

창의적 소비 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에 해당하

는 것으로(Rim et al., 2016) 창의적인 소비와 관련이 

깊으며, 제품의 활용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 확산적 사고 및 수렴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제품의 용도를 확장하는 방식은 사용법이 정

해져 있는 제품을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바꾸어 사용

하거나 한 소비 영역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다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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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참여

자A와 참여자B는 여성 소비자로 주로 목에 두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카프를 신발끈, 가방끈, 벨트, 

헤어밴드 등으로 활용하거나 셔츠를 스커트로 변형

하여 착용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다. 남성 소비자

인 참여자F, G, H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

양한 소품들을 패션 제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넥타이나 열쇠고리를 벨트고리에 묶어 패션 액세서

리처럼 사용하거나 오래된 셔츠에 스티커를 붙여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는 착장을 시도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제품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적

극적으로 사용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창의적인 착

장을 연출하기 위하여 새로움의 측면을 중요하게 고

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창의성의 평가요인인 새로움, 

기능성, 심미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착장에 대해 창의

성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을 때 세 가지 평

가요인 중에서 새로움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중에 스카프나 천으로 엮어서 나온 신발들이 많아서 사

고 싶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시도해보았다. 처음엔 가지고 

있던 스카프 두 개로 신발 두 쪽을 모두 감싸 보았는데 너무 상반

되는 색상의 스카프라 다시 한쪽만 감싸보았더니 그럴싸했다.” 

(참여자A)

“오래 되서 안 입는 검정 셔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

각하다가 집에 있는 스티커가 생각이 났다. 스티커로 셔츠를 데

코레이션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시도해보았고 뭔가 셔츠 디자

인을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하는 느낌이 들었다.” (참여자G)

다음으로 제품의 사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착장 아

이디어의 경우 청청패션과 같이 착용하는 복종 간의 

컬러 조합을 새롭게 하거나 스타일링 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참여자E는 전체 참여자 중 

패션 관여도가 낮고 소지한 의복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상, 하의를 최대한 다양한 조합으로 

착용하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참여자C는 친환경 소

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성 소비자로 자발적으로 활

용할 의복과 신발의 수를 소량으로 정해두고 그 안에

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참여자C와 참여

자D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각 1차례씩 의복을 리

폼하였는데, 참여자C는 가방끈을 줄여서 착용감을 

높이고 참여자D는 블라우스 깃의 사이즈를 줄여서 

디자인을 변형하였다. 수선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을 

변형시키거나 착용하는 의복의 복종 간 조합을 다양

화하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참여자들은 기능성 및 실

용성을 창의적 착장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

다. 특히 과제 수행이 여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몇몇 

참여자들은 스타일 자체의 새로움보다 날씨, 활동성, 

소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착장 아이디어를 구상

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의 착장에 대하여 창의

성의 세 가지 평가요인 중 기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시도한 착장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 및 착장 사진은 <Table 2>에 정리하

였다.

“가지고 있던 가방의 끈 길이를 짧게 줄여서 착용해보았다. 

숄더백처럼 몸에 붙어 이동성이 증가하였고, 똑같은 가방이지

만 새로운 쓰임을 알게 되어 좋았다.” (참여자C)

“블라우스의 칼라가 너무 커서 입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재봉틀로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았다. 오랜만에 리폼을 

해서 입고 나갔는데 주변 반응도 좋고 입지 못하던 옷이 내가 원

하는 스타일의 옷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좋았다.” (참여자D)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착장 창의성에 대

해 연구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나 특성

에 따라 과제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셔츠를 치마로 변형하여 입는 

것과 같이 동일한 패션 제품 내에서 복종의 전환을 시

도하거나 열쇠고리, 키링, 스티커와 같은 패션과 무

관한 제품을 착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소비행동

은 창의성이 지닌 속성 중 새로움이나 독창성이 두드

러지는 착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복종별 고유한 

특성은 유지하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용하는 

의복 간의 소재, 컬러 조합을 다양화하거나 편리성을 

위해 제품 디자인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소비행동은 

창의성이 지닌 속성 중 실용성이나 기능성이 두드러

지는 착장이라고 보여진다.

제품 용도를 다양화하는 전자의 경우, 패션 제품이 

아닌 제품을 착장에 활용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활

용방법을 구상해낸다는 점에서 확산적 사고의 활성

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산적 사고는 문제

나 이슈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특징을 지니

는데, 추가적인 의복의 구매 없이 착장 과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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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여러 소비영역의 제품을 패션 제품으로 전

환시킨 아이디어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보

았다. 반면, 패션 제품의 일부를 변형 및 수선하여 리

폼 행동은 착용감이나 활용성 개선이라는 뚜렷한 목

적을 위해 해결방안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수렴적 사

고의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수렴적 사고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범주 안에서 해결

책을 깊게 구상하는 능력으로, 패션 제품이라는 범주 

안에서 제품 디자인을 변형하여 재활용하는 아이디

어는 더 나은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렴적 사

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창의적 의복소비경험에 따른 변화

1) 창의적 소비효능감

창의적 소비 효능감은 소비와 관련된 문제를 기존

No. Creative consumption method Dressing image

A

Usage expansion

- Decorate the shoes using the scarf

- Switch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oduct

- Focus of novelty

G

Usage expansion

- Decorate the shirts using the sticker

- Switch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oduct

- Focus of novelty

C

Method variation

- Reform the length of shoulder-bag

- Transform the original design or coordination of the product

- Focus on functionality

D

Method variation

- Reform the size of blouse-collar

- Transform the original design or coordination of the product

- Focus on functionality

Table 2. Creative clothing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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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도나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우면서 유용하게 해

결할 수 있는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Rim et al., 

2016), 본 연구는 창의적으로 의복을 착장하는 과정

에서 연구참여자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창의적 소비 

효능감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과제가 종료된 

후 시행된 2차 심층면접의 결과, 다수의 참여자가 과

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창의성 수준을 성찰하고, 소

비생활에 있어서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G의 경우, 과제 수행 전에는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나 과제를 수

행하면서 창의성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의

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

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창의성이 생활에 가깝게 있다고 깨달았어요. 뭐 대단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같이 있는 거라든지 일상용품도 얼

마든지 새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과제하면서 창의성

을 일상 속에서 새로운 발견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참여자G)

참여자A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해야 한

다는 시간적 압박과 의복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약으로 느껴졌으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

용을 시도함으로써 창의적 소비 효능감이 향상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여자E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까지 자신의 창의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지한 남

성 소비자였으나 과제를 참여하는 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제로 시도해보

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패션스타일에 대한 자

신감과 창의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예전부터 창의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옷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

어요. 그런데 과제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쥐어짜야 하니까 이것

저것 시도하는데 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한 번 입고 나가보고... 괜찮다는 말 들으면 자신감이 올라가

죠. 창의성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참여자E)

2) 착장 자신감 및 만족도

약 2~3주에 걸쳐 진행된 창의적 착장 과제는 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새로운 의복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

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정된 양

의 의복으로 10회의 착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였다. 공통적으로 연구참여자

들은 정해진 의복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

현하기 위하여 옷장 안에서 그동안 착용하지 않은 의

복들을 찾고, 그 의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비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성취감과 함께 

의복을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착장에 대한 자신

감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예전에 캠페인 같은 걸 봤는데 1벌의 옷을 30번 이상 

입을 수 있는 걸 사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 계절에 한두 번도 안 입는 옷도 있는데, 이

번 과제 하면서 적은 옷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C)

“처음에는 자신감이 솔직히 없었어요. ‘이상하면 어떻게 할

까?’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도 과제 하면서 제한된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생각하는 범

위도 넓어지고 옷을 살 때도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참여

자E)

그러나 착장에 대한 자신감 향상이 착장 만족도로 

전부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져 있는 

양의 의복으로 창의적인 스타일을 연출하려다보니 

자신이 평소 추구하는 개성이나 매력,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제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F

와 참여자H는 평소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

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으

로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야 할 때 자신의 색깔을 충

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만족도가 낮았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외관 만족도와 별개로 착장 

과정에 드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에서 과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했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참여

자C). 이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선택해야 할 의

복의 수가 줄어들어서 비교해야 할 대안이 명료해짐

에 따라 만족도를 높게 느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착장 과제를 해결하

면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경험을 통해 착

장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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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느라 평소 스타일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외관에 대한 만족도는 다

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는 좀 낮아요. 기간

이 타이트하게 정해져있어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기보다 억

지로 쫓기듯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스카프라던지 활

용할 게 많은데 남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아이템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참여자H)

3) 의복소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행동

과제 수행 경험이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던 의복

소비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 조사한 결과, 크게 네 가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고착된 스타일의 발견’으로 참여

자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옷장 속에 있는 의복들

을 찾아보면서 유사한 스타일이 편중되어 있음을 발

견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여자A는 소재까지 거의 비

슷한 면티 종류들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참여자F는 비슷한 패턴과 색상의 줄무

늬 셔츠를 여러 벌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응답하였다.

“활용할 옷들을 보니까 비슷한 스타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소재들도 되게 비슷하고 면티 이런 종류가 특히 많고 그래서 다

양성이 없더라고요. 과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여자A)

“셔츠 같은 경우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비슷한 스타일

을 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제하는 동안 ‘왜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이 많지?’라고 느낀 게 많아서... 앞으로는 색깔이

나 패턴을 좀 더 다양하게 사보고 싶어요.” (참여자F)

두 번째는 ‘의복의 활용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

로 참여자들은 그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의

복의 사용 효율성에 대해 새로이 생각해보게 된 것으

로 나타났다. 참여자C는 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가진 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한 벌의 옷도 다양하게 활용해보려는 습관을 만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계획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의복을 구매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을 

반복 구매하는 소비행동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확

인되었다(참여자A, E).

“예전에는 집히는 대로 입거나 하고 싶은 대로 샀는데 이번 과

제를 하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늘고 여러 가지를 생각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과제하면서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몇 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활용해볼 것 같아요.” (참여자A)

“아무래도 착장 과제니까 옷을 활용할 때 생각을 한 번 더 하

게 되는 습관이 생겼죠. 이전에는 깔끔하고 무난한 스타일만 고

집하고 그런 것만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E)

세 번째는 ‘의복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구참여자

들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복에 대한 정보 탐색 및 구

매 과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낀 것으

로 나타났다. 참여자E는 8인의 연구참여자 중 패션에 

대한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는데, 과

제 경험을 통해 패션 코디를 평가해주는 유튜브 채널

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으로 스타일링 방법들을 찾아

보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 전에는 항상 자신의 기준에 

맞는 조합으로만 상, 하의를 착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패션 코디를 평가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제가 찾아보게 된 점이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구글에 검색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 저

의 삶에 관심 영역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E)

마지막은 ‘제품의 새로운 발견’으로 참여자들을 

창의적으로 착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스스

로 발견하였고, 특히 액세서리, 스카프와 같은 제품

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고 응답하였다(참여자A, D, E, 

G). 즉 참여자들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복의 활용성

을 높일 수 있는 연출방법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활

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제품들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평소 안 입는 옷들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서 평소 자신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

각하여 기피했던 제품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였다(참여자A, H).

“뭔가 이런 과제에 도전하면서 재미를 느낀 부분이 있기 때

문에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액세서리나 그런 것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제품은 저렇게도 쓸 수 있겠네.’ 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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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되는 변화?” (참여자G)

“쇼핑할 때 조금 더 다양한 품목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는 ‘아 이런 건 절대 안 사.’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 

이런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게 생겼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한

테 한 번씩 물어보긴 하겠지만.” (참여자H)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창의적 착장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자신이 자주 구매하는 의복과 추구

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재점검하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제품들을 재발견하면서 자신의 의복

소비생활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옷장 안에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

되어있는 의복들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면서 의복의 관리 및 사용 효율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일종의 실행연구로서 8인의 젊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간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의복

사용 분야에 소비자 창의성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의

복소비행동을 탐구하였다. 소비자 실천적인 관점에

서 실제로 창의적 의복소비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복소비에 대한 인식이나 행

동 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의복소비 영역에서 소비자 창의성이 지닌 의미와 중

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1차 심층면접을 통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착장의 의미를 탐색한 결과,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창의적 착장에 대하여 새로움의 차

원에서 기존의 것과 차별화된 착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때 새로움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 대

중적이지 않은 독특한 패션스타일을 시도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고, 의복을 리폼하거나 착용하는 의복 

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의복이 착용자가 원하는 자아 이미

지나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신체적 결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는 착장 

또한 창의적인 착장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즉, 창의

적인 착장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새로

움을 전달하면서도 심미성이나 기능성과 같이 의복

을 통해 착용자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반

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0회의 과제 수행에 대한 내용이 담긴 소

비자 일지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가 과제를 수행하

기 위해 사용한 착장 방식을 조사하였다. 그들이 실

제 착장에 사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크게 제품의 용

도를 다양화하거나 사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으

로 나타났다. 제품의 용도를 다양화하는 경우 셔츠를 

치마로 변형하여 입는 것과 같이 동일한 패션 제품 내

에서 복종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열쇠고리, 키링, 스

티커와 같은 패션과 무관한 제품을 착장을 위한 도구

로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과제가 종료

된 후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참여자가 

창의적으로 의복을 착장하는 경험을 통해 소비생활

에 있어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일부 참여

자들은 과제 수행을 통해 창의적 소비 효능감이 향상

되었음을 지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

의 옷장 안에서 그동안 착용하지 않은 의복들을 발견

하게 되고, 그 의복들을 새롭게 활용하게 됨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을 지각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창의적 착장 과제를 수

행하는 동안 방치되어있던 제품들을 재발견함으로

써 자신의 의복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의복 관리와 사

용 효율성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연구는 탐구의 결과뿐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Bradbury & Reason, 

2003).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창의적 과제 수행 경

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비 인식이나 행동 등에 어

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의복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소비 상황

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밝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

였다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의복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주체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창의

적 착장’의 의미를 탐색하여 의복의 창의적인 활용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성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의성의 주요 

평가 요소로 새로움과 기능성을 제안하였는데(Bur-

roughs & Mick, 2004; Burroughs et al., 2008; Mehta & 

Zhu, 2016) 본 연구는 두 가지 요소 외에도 개성 표현

이라는 의복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착용자의 신

체적 결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는 착장 또한 창의

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타인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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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패션스타일의 연출만큼이

나 자신의 결점을 숨길 수 있는 스타일링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창의적인 착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는 창의적 의

복소비경험을 통해 평소 입지 않던 의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과거의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복구매행동을 반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창의성이 지속가능한 의복소비를 이끌 수 있

다는 Ruppert-Stroescu et al.(201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도 의복소비에 있어 창의성

과 지속가능성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중심적인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의

복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의복

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의복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소비행동을 탐

색함으로써 그간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에 치중되

었던 의류학 분야의 연구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의복소비 맥락에서 소비자 창의성이 지

닌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

으나 20~30대의 젊은 소비자층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 예로 20대 여

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

을 질적으로 조사한 Kim(2017)의 연구는 연구참여자

의 50%가 학생에 해당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탐색적 

연구이기는 하나 20~30대 소비자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한 만큼 학생 신분의 연구참여자가 다소 많았다

는 점에서 표본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

다. 창의성의 발현은 지식과 지능, 내재적 동기, 감정

뿐만 아니라(Burroughs et al., 2008) 나이, 직업, 상황

적 관여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Burroughs & Mick, 2004) 조금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제 수행에 따른 창의적 소비 효능감 및 창

의성의 변화는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인 인지 차원에

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변화량을 계량적으로 확

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추후 연구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및 착장 횟

수를 연장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참여

자의 창의적 소비 효능감 및 창의성의 변화를 정량적

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연구에 참여

하기 전과 후에 연구참여자에게 Guilford(1956)가 고

안한 대표적인 창의성 측정 도구인 대안활용검사(Al-

ternate Uses Task; AUT)를 실시하여 두 번의 창의성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창의적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소비자 일

지, 착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 의복소비행동을 

탐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창의

적 의복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인

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면 학문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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