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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onsumption value on attitude and the repurchase intention of

secondhand fashion good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attitudes

according to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Questionnaire data from 220 university students who

made purchases of secondhand fashion good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5 factor solutions for the consumption value of secondhand fashion goods: rare value, emotional value,

functional value, social contribution value, and economic value. Second, rare value, social contribution

value and economic valu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secondhand fashion goods. Third,

attitude had positive impact on the repurchase intention of secondhand fashion goods.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gnitude of the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attitude according to self-

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various guidelines for marketers or

retailers who are interested in secondhan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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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자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

은 점차 자신의 일상에서 환경이 주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Krause, 1993). 그리고 환경보존

문제가 부각되면서 패션분야에서도 친환경 패션제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중고패션제품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패션상점의 마

케터와 리테일러들은 친환경 소비트랜드와 소비자의 관

심을 하나의 사업기회로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업기회에 부합하는 중고패션제품의 마케팅 전략 수립

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한 리사

이클링 또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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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적으로 트럭 위에 씌우는 천으로 만든 스위스

가방 ‘프라이탁’, 아름다운 가게 4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에코파티메아리’,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 ‘터치

포굿’, 영국의 ‘정키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

의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런칭

한 ‘레코드’는 코오롱의 3년차 재고 패션제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대기업의 실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중고가의 환경브랜드로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정판으로 판매되면서 그 희소성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Upcycling Fashion”, 2012).

이와 같이 친환경 트랜드의 확산으로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패션제품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측면에서 중고패션제품

의 소비 또는 구매행동 관련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

다. 지금까지 실시된 중고패션제품 구매행동 관련 연구

는 중고패션제품 소비자 특성을 밝히는 연구나 구매의

도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Huh,

2004; Kim & Seok, 2004; Park & Choo, 2011, 2012;

Seok & Kim, 2005), 중고제품 사이트의 운영실태와 소

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Kim et al., 2004; Yoo, 2006)만이

행해졌을 뿐이다. 이외에 관련 연구로 업사이클링 패션

의 디자인 특성을 밝히는 연구(S. Y. Kim, 2012; Kwan,

2012), 빈티지 패션의 미적가치 및 디자인 특성을 밝히

는 연구(Im & Park, 2007; Ko, 2001; Yang & Park, 2010)

등 디자인 관점에서의 몇몇 관련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또한, 오늘날 소비자들의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관심

이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지고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의

식이나 태도 또한 긍정적이나, 이러한 관심과 긍정적인

의식 및 태도가 구매와 더 나아가 재구매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의

식이나 태도가 구매 또는 재구매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여러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자들

의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며, 중고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특성만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

도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

하여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을 개인이나 제품

에 대한 가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Kim, 2006; Stern & Dietz, 1994).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소비가치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

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소비자는 단순히 중고패션제

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만을 고

려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삶 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중

요한 가치나 목표를 고려해서 중고패션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의 구매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가 제품별로 다르다는 선행연

구를 고려할 때(Sheth et al., 1991), 중고패션제품에 대

한 소비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중고패션제품의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찾는다는 면에서 중요

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재구매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충성고객의 확보에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패션연출 자신감은 소비자의 패션연출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데(Choi, 2006), 패션연출 자신감이 높

은 소비자는 감성이 세련되면서 패션도 감각위주의 디

자인 및 개성적 연출법을 구사하고 상황과 목적에 적절

한 연출을 할 수 있고 남과 다른 개성적인 의복을 착용

하는데 가치를 둔다(Lee & Choi, 2008; No et al., 2005).

따라서, 항상 값비싼 의복을 착용하기보다는 색상이나

소재, 아이템, 액세서리 코디네이트로 새로운 패션을

연출하는 센스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연출에

서의 위험지각도 낮다. 따라서 패션연출 자신감이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 간에는 중고패션제품 소비가치

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첫째, 중고패션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

비가치를 알아본다. 둘째, 중고패션제품 소비가치가 중

고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다. 셋째, 중고패션제품 소비가치가 중고패션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특성변수로서 패션

연출 자신감의 조절역할을 알아본다.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사업기회로 떠오르는 중고패

션시장이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

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고패션 관련 기업의 마케터

와 리테일러들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실

무적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설정

1. 소비가치

한 개인의 일련의 가치는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이끌고 동기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신념으로 소비행동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인생에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최종상태를 의미한다(Lee et al., 2011).

그리고 소비자들이 시장을 선택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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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가치인 소비가치(Park & Lee, 2003)는 소비자 행

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소비가

치는 제품사용에 대한 내재적 가치로서 개인에 따라 차

이가 있으며, 판매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이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획

득으로 발생하는 혜택과 그에 따른 희생 혹은 비용에 대

한 소비자들의 평가나 판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Zeith-

aml, 1988). 이러한 소비가치 개념의 측정에 관한 연구로

는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Sheth et

al.(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기존 가치 관련 연

구들이 추상적이며 구매 또는 소비와는 관련이 낮은 항

목들이 너무 많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가치 문항들을 통합하여 소비와 관련된 가치만

을 추출한 후 특정 제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소비가치로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 상황

적 가치, 희소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Lee and Hur(2009)

는 통신서비스의 소비가치를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Park and Jeon(2012)은 소셜커머스의 소비가치를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금전적 가치, 정보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한편, 의류학 분야에서의 소비가치와 관련된 연구는

의복소비가치라는 개념으로 특화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Hwang, 1997; Kim, 1999; Paik, 2000), 주로 의복구매

시 소비자의 의복소비가치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류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져 왔다(Moon & Choo, 2008).

Hwang(1997)의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소비가치 개

념을 의류제품 연구에 이용한 것으로, 청소년 잡지의 의

류광고에 나타난 소비가치의 연대별 분석을 통하여 의

류제품의 소비가치가 점차 다양화된다고 하였다. Kim

(1999)은 의복소비가치와 의복관여, 유행선도력 등의 소

비자 특성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남녀 대학생의

의복소비가치는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표현적 가치,

심리적 가치, 기능적 가치, 진귀적 가치, 유행성 가치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ik(2000)의 연구에

서는 의복소비가치가 유행적 가치, 유용성 가치, 정서적

가치, 기능적 가치, 탐색적 가치, 심리적 가치로 구분되

었으며, 의복의 가격과 상표가 의복소비가치 집단을 구

별하는 설명력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Moon and Choo(2008)의 연

구에서는 의복소비가치가 표현적 가치, 진귀적 가치, 기

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유행성 가치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에서 표현적 가치가 양면적 의복소비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의복소비가치임을 밝혔다.

Noh et al.(2011)은 스마트의류의 소비가치를 기능적 가

치, 금전적 가치, 상징적 가치, 심미적 가치로 분류하고

스마트의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심미

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가치 차원이 신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소비행동

을 이해하기 위해 소비가치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의류학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과 심층면접

을 통하여 중고패션제품 특유의 소비가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접근

방식, 즉 전문가와의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

적 조사를 통합한 접근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되어 왔

고, 국내 마케팅 분야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방법

이다. 통합적 접근방식에 의해 중고패션제품의 소비가

치는 진귀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의 5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진귀적 가치는 중고패션제품 구매와 관련된 독특

성이나 희귀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으로 선행연구의 진

귀성, 희소성, 표현성 등의 가치와 유사하다. 둘째, 감정

적 가치는 중고패션제품을 착용하였을 때의 느낌이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지각을 의미하는데,

소비의 정서적, 쾌락적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감정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셋

째, 중고제품의 기능성 및 유용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인

기능적 가치는 소비자에게 제품구매와 관련된 기능적

효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온 기

능적 가치 또는 실용적 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있

다. 넷째, 중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

는 일인가에 대한 소비자 지각인 사회공헌 가치는 중고

패션제품의 특유성을 반영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

섯째, 중고패션제품의 가격에 대해 지각하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인 경제적 가치는 비용 측면에서의 혜택

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는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가치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제품에 비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다는 점에서 내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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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도와 재구매의도

Blackwell et al.(2006)은 태도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주

어진 대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반응

하게 하는 학습된 경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고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소비

자의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중고패션제품을 경험할 때 중고

패션제품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거나 또는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재구매의도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과거의 구매경

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차 구입하려는 자신의 신

념으로서 고객이 미래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구매할 가

능성을 말한다(Kim & Matsubara, 2008). 즉, 미래의 시

점에서 고객들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겠다

는 충성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구매의도는

실제적인 재구매행동 및 고객관계유지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행위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K. J. Kim, 2012).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구매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Kim

& Matsubara, 2008).

3. 패션연출 자신감

패션연출 자신감이란 패션연출 상황의 구체적 자신

감으로서 ‘패션제품의 선택, 구매 시 연출 및 착장에 있

어 개인 소비자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확신’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Choi, 2006).

패션연출 자신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인데, 남성복 소비자들의 의복연출 자신감과 정보

탐색과의 관계를 알아본 Choi(2006)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남성 소비자의 의복연출 자신감 분포는 극히 자신

감이 낮은 소비자로부터 아주 자신감이 높은 소비자까

지 그 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액세서리 및 소품 활

용 연출, 체형 보완 연출에 대한 자신감은 개인별로 그

편차가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출 자신감이 높은 집단

은 매장 정보원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매장의 VMD

정보가 주요한 정보원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Park and

Choo(2012)는 소비자 자신감을 정보획득 자신감, 구매

결정 자신감,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자신감, 상표식별능

력 자신감, 설득지식에 대한 자신감의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후 패션연출 자신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정보획득 자신감,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상표식별능력 자신감은 패션연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구매 자신감과 설득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패션연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연출 자신감이 높은 소비자는 시

장에서 전달되는 다양한 유행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고, 타인에 대하여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패션제품 구매와 관

련된 상표와 점포들을 더 잘 범주화하고 다수의 고려

상표군들을 잘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연출 자신감을 중고패션제품 소

비가치와 태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고패션제품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심리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환경의식이나 환경보전행동 관점에

서 접근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패션연출 자신

감이 소비가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성개념들 간의 인과관계의 논

리적 근거는 가치의 전통적인 인지적 학습이론인 Fish-

bein and Ajzen(1975)의 다속성 태도이론을 토대로 중

고패션제품에 대한 인지적 평가(overall evaluation), 즉

중고패션제품 태도는 소비상황에서의 일반적 신념시스

템인 소비가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리

고 가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행동에도 영향

을 미치지만, 가치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며 태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 Homer and

Kahle(1988)의 계층적 모형을 활용하였다.

소비가치는 소비자의 제품속성 및 성과에 대한 선호

또는 신념으로 소비자가 특정한 중고패션제품을 구매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비자

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소비가치를 가지

며, 소비가치에 따라 구매선택을 하게 된다(Sheth et al.,

1991).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소비가치는 그것의 사용으

로 인한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를 모두 포함하며,

소비자의 주관적 경험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따라

서, 소비가치와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다수 실시되어 왔다. Min et al.(2012)은 공정무역제품

의 다차원적 소비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는데, 기능적 가치, 사회심리적 가치, 미적/감정적 가

치 요인이 공정무역제품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치가 건강기능식품

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Noh

et al.(2012)의 연구에 따르면,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 621 –



184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4, 2013

상황적 가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적 가치는 소비자의 태도에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는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국

인들의 특성상 실용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측면과 최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측면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

라 추론하였다. Park and Jeon(2012)은 소셜커머스의 다

섯 가지 소비가치 차원이 소셜커머스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는데, 기능적 가치, 금전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소셜커머스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쇼핑방식의 효율

성이나 실용성, 경제적 혜택, 사회적 친밀감이나 공유

감을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하였다. Park and

Ku(2008)의 연구에서는 소비가치 차원 중 사회적 가치,

차별적 개성추구, 기능적 가치가 의복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각 소비가치 차원들과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희소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은 휴리스틱 반응(Bo-

zzolo & Brock 1992)이나 정교화된 정보처리(Lynn, 1992)

를 통해 긍정적 태도의 희소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

다. 따라서, 중고패션제품 구매와 관련된 독특성이나 희

귀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인 진귀적 가치는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Hirschman and

Holbrook(1982)은 소비의 쾌락적 측면을 반영하는 감정

적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중고패션제품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매력성 지각과 같은 감정적

가치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Fishbein and Ajzen

(1975)에 따르면 소비자가 태도를 형성하는 이유 중 하

나가 실리충족의 기능 때문이다. 즉, 태도가 실리충족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은 제품의 속성이 가져다주는 기능

적, 실용적 혜택 또는 효익이 태도형성의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중고패션제품의 기능적 가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선행연구

들에서 사회적 가치나 상황적 가치가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고패션제품의 특유성을 잘

반영하는 사회공헌 가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다는 점에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

된다. 다섯째, 중고패션제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신

제품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것인데, 지각된 금전적 가

치가 크면 소비자는 그 제품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가 높

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 그리고 가설 1-5를 설정하였다.

가설 1-1: 중고패션제품의 진귀적 가치는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고패션제품의 감정적 가치는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중고패션제품의 기능적 가치는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중고패션제품의 사회공헌 가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중고패션제품의 경제적 가치는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도와 구매의도 및 재구매의도 간의 관련성은 소비

자 행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주제로 변수들

간 정(+)의 영향관계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Zins(2001)는 고객충성모형을 통해 긍정적인 고객태도

와 몰입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으며, Lee et al.(2000)은 서비스품질을

통해 형성된 소비자 태도는 소매점 재이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eo and Hwang(2009)은

공익마케팅과 관련된 연구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

서비스를 자주 접하여 친숙해진 느낌보다는 해당 기업

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의 소

비자 태도가 신뢰와 구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 and Sohn(2010)은 문

화마케팅 활동 연구에서 브랜드 태도와 재구매의도 간

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재구매의도를 높

일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태도는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패션연출 자신감이란 소비자가 패션연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중고패션제품 중에는

중고이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한 희귀한 패션제품도 있

고 신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

의 제품들도 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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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도 포함된다(Park & Choo, 2011). 자신에게 필요하

고 잘 어울리는 적절한 중고패션제품을 선별하고 구매

하기 위해서는 패션제품의 선택, 구매 시 연출 및 착장

에 있어 개인 소비자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라 할

수 있는 패션연출 자신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패션연출 자신감이 높은 소비자는 세

련된 감성을 가지고 패션연출 시 T.P.O.에 적절한 연출

을 할 수 있고 남과 다른 개성적인 의복을 착용하는데

가치를 둔다(Lee & Choi, 2008; No et al., 2005). 또한,

다양한 패션정보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

드, 상점, 코디네이션 정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

며(Lee & Park, 2003) 패션연출에서의 위험지각도 낮

다(Park & Choo, 2011). 따라서, 싼 가격에 독특성, 희귀

성, 환경보존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중고패션제품이 개

성적이고 새로운 패션을 시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중고패션제품의 다차원

적 소비가치가 긍정적인 중고패션제품 태도를 형성하

는데 있어 패션연출 자신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조절

역할을 할 것이라 추측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 가설 3-4, 그리고 가설 3-5를 설정하였다.

가설 3-1: 패션연출 자신감에 따라 중고패션제품의

진귀적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패션연출 자신감에 따라 중고패션제품의

감정적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패션연출 자신감에 따라 중고패션제품의

기능적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4: 패션연출 자신감에 따라 중고패션제품의

사회공헌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5: 패션연출 자신감에 따라 중고패션제품의

경제적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추출은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대구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패션 관련 교양과목을 듣는 대학생들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

고, 회수되지 않거나 질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35부를

제외한 565부를 분석한 결과, 중고패션제품을 구매한 경

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39%를 차지한 220명

이었다. 총 220부의 유효 표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가

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7.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항목은 기존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중고패션제품 소비가치는 중고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고패션제품 특유의 소비가치 요인을 추출하

기 위하여 Moon and Choo(2008), K. H. Park(2011), Park

and Lee(2003), Sheth et al.(1991)의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패션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패션

전문가 집단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중고패션제품 특

유의 소비가치를 진귀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경제적 가치의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

다. 진귀적 가치는 중고패션제품이 가지는 독특성, 희귀

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말하며, 감정적 가

치는 중고패션제품을 착용하였을 때의 느낌이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기능적 가치란 중고패션제

품의 기능성 및 유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평가,

사회공헌 가치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치

로 중고패션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

는 일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경제적 가치는 중고패

션제품의 가격에 대해 지각하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

가를 말한다.

태도와 재구매의도는 Jarvenpaa et al.(2000), Macken-

zie et al.(1986), Park et al.(2007)의 연구를 기반으로 측

정항목을 정제하였으며, 태도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의미하며, 재구매의도는 중고패션제품

에 대한 재구매의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패션연출 자신

감은 Choi(2006)의 연구에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소

비자의 패션연출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연구에서 사

용된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응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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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 및 관련 문헌은

<Table 1>과 같다.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환경보존이나 자원절약 관점

에서 중고패션제품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중고패션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

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영

역의 유행현상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전체 표본 중 중

고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20부의 설문지를 통

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는 여성(61.4%)이 남성(38.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학년은 2학년이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4학년(17.7%), 3학년(15.0%),

1학년(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00

~300만 원 미만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300~400만 원 미만(25.0%), 200만 원 미만(24.5%),

400~600만 원 미만(12.7%), 600~800만 원 미만(6.8%),

800만 원 이상(5.5%) 순으로 나타났다.

IV. 실증분석

1.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

bach's α와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값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은 0.6 이상, 복

합신뢰도 값은 0.7 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내적으로 일

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

결과, 모든 연구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0.703 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복합신뢰도 값도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Tabel 3).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적합도 지수는 χ
2
=124.820, df=98, χ

2
/df=1.274, p=0.035,

Table 1. Measurement items

Variables Items Related studies

Consumption

Value of

Secondhand

Fashion

Goods

Rare

Value

CV1. Does it make you look new and varied style?

CV2. Is it unique in design, material, and color?

CV3. Is it easy to find in general stores?

K. H. Park (2011)

Moon and Choo (2008)

Park and Lee (2003)
Sheth et al. (1991)

Emotional

Value

CV4. Do you feel pleasure?

CV5. Do you feel in a happy mood?

CV6. Does it make you look attractive?

Functional

Value

CV7. Is it easy to manage and groom?

CV8. Is it good in terms of material and stability?

CV9. Is it a convenient product to use?

Social

Contribution

Value

CV10. Is it helpful to conserve resources?

CV11. Is it helpful to preserve the environment?

Economic

Value

CV12. Is it affordable?

CV13. Is the quality of it superior compared to the price of the product?

Attitude 

AT1. I have a good feeling toward secondhand fashion goods.

AT2. It will be an exciting experience to use secondhand fashion goods.

AT4. I like secondhand fashion goods.

Jarvenpaa et al. (2000)

Mackenzie et al. (1986)

Repurchase Intention

RPI1. I have an intention to repurchase secondhand fashion goods in the

future.

RPI2. I will possibly repurchase secondhand fashion goods in the future.

RPI3. I have an intention to recommend secondhand fashion goods to

others in the future.

Park et al. (2007)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SC1. I know how to select the style that goes well with me.

SC2. I can choose harmonizing colors well when purchasing fashion goods.

SC3. I can make fashion style well depending on T.P.O.

SC4. I can make my fashion style more stylish than others.

SC5. I cna make clothing glamorous with proper accessories.

Cho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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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0.033, GFI=0.938, TLI=0.983, NFI=0.948, CFI=

0.988, RMSEA=0.035으로 권장적합기준을 만족하여 본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집중타당

도의 평가는 요인적재량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표준화 적재치가 0.5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Bagozzi & Yi, 1988).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연구변수의 표준화 적재치가 권장수준인 0.5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집

중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각 요인의 추출된 평균 분산

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Fornell & Lar-

cker, 1981). 연구변수의 판별타당성은 대각선에 표기된

각 변수의 AVE 값이 그 값의 좌측과 하단에 표기된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클 때 존재한다(Fornell &

Larcker, 1981). 분석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연구변수의 AVE가 0.5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AVE 값이 각 변수 간의 가장 큰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Table 4).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Initial Items Deleted Items Cronbach's α

Rare Value 3 0 0.791

Emotional Value 3 1 0.925

Functional Value 3 1 0.703

Social Contribution Value 2 0 0.893

Economic Value 2 0 0.743

Attitude 3 0 0.838

Repurchase Intention 3 0 0.932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5 0 0.888

Table 3. The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s

Variables Items
Stand. Factor

Loading
t CR AVE

Rare Value

CV1* 0.830 -

0.776 0.733CV2 0.764 10.552

CV3 0.657 9.256

Emotional Value
CV4* 0.919 -

0.936 0.938
CV5 0.937 16.657

Functional Value
CV8 0.814 7.400

0.769 0.791
CV9* 0.667 -

Social Contribution Value
CV10* 0.937 -

0.883 0.889
CV11 0.861 7.657

Economic Value
CV12 0.736 6.955

0.770 0.791
CV13* 0.804 -

Attitude

AT1* 0.881 -

0.854 0.817AT2 0.796 13.762

AT4 0.731 12.238

Repurchase Intention

RPI1 0.987 18.603

0.930 0.903RPI2 0.939 17.587

RPI3* 0.802 -

*fixed at 1 to standard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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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은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가설

을 검정하였고, 전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133.157,

df=103, χ
2
/df=1.293, p=0.024 RMR=0.039, GFI=0.934,

TLI=0.982, CFI=0.987, NFI=0.944, RMSEA=0.037로 전

반적인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정 결과, 진귀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는 중고패션제품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고패션제품 태도는 중고패션제품 재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 가설 1-4,

가설 1-5, 그리고 가설 2는 채택되었고 가설 1-2,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

성하는데 있어서 진귀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

한,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패션제품

은 이미 타인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신제품에 비해 기능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각되는 면이 강하고 쾌락적 측면에서의 감정

적 가치도 낮게 지각되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3. 조절효과검증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은 중고패션제품의 소비가치(진

귀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경

제적 가치)가 중고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패

션연출 자신감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패

션연출 자신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평균값

(M=3.5109)을 구한 후, 평균값보다 높은 집단을 패션연

출 자신감이 높은 집단으로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을 패

션연출 자신감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

로계수 차이의 비교는 Chin et al.(1996)이 제안한 공식

을 사용하였으며, 이 공식은 Ahuja and Thatcher(2005),

Keil et al.(2000), Noh et al.(2011), Park and Chung(2008)

Table 5. Model estimation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t ResultNon Stand.

Coeff.

Stand.

Coeff.

H1-1 Rare Value → Attitude 0.256 0.263 0.089 2.882** Accepted

H1-2 Emotional Value → Attitude 0.089 0.091 0.090 0.986 Rejected

H1-3 Functional Value → Attitude 0.284 0.195 0.151 1.879 Rejected

H1-4 Social Contribution Value → Attitude 0.157 0.185 0.058 2.704** Accepted

H1-5 Economic Value → Attitude 0.239 0.214 0.100 2.392* Accepted

H2 Attitude → Repurchase Intention 0.810 0.778 0.074 10.890*** Accepted

*p<.05,**p<.01, ***p<.001

Table 4.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the constructs

Rare Value

(1)

Emotional

Value

(2)

Functional

Value

(3)

Social

Contribution

Value

(4)

Economic

Value

(5)

Attitude

(6)

Repurchase

Intention

(7)

(1) 0.733

(2) 0.232** 0.938

(3) 0.116** 0.219** 0.791

(4) 0.002 0.041** 0.042** 0.889

(5) 0.095** 0.086** 0.115** 0.042** 0.791

(6) 0.181** 0.171** 0.153** 0.087** 0.143** 0.817

(7) 0.135** 0.172** 0.180** 0.057** 0.135** 0.488** 0.90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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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에서 적용된 바 있다.

패션연출 자신감에 따른 조절효과 검정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패션연출 자신감에 따라 진귀적 가치, 감

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경제적 가치가

중고패션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 가설 3-2, 가설 3-3, 가설 3-4,

그리고 가설 3-5는 채택되었다. 패션연출 자신감이 낮

은 집단에서 중고패션제품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가 중고패션제품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패션연출에서

자신감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중고패션제품의 착용 시

느낌, 경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사회공헌 가치 측

면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패션연출

자신감이 높은 집단에서 중고패션제품의 진귀적 가치

와 기능적 가치가 중고패션제품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연출 자신감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중고패션제품의 진귀적 가치와 기

능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중고패션시장은 일반패션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서 탐색되지 않은 중고패션제품 특유의 소비가치를 탐

색하고 중고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고패션제품 소비가치가 중고패션제품에 대

한 태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더 나아가 중고패션제품 소비가치가 태도에 미치

는 영향관계에서 패션연출 자신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중고패션제품의 소비가치는 진귀적 가치, 감정

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경제적 가치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기존의 의류제품 소비가치

를 부분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결과와 차

별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의류학 분야에서 행해진 의복

소비가치 차원들은 기능성이나 유용성과 관련된 실용

적 가치 측면, 유행성, 진귀성, 표현성 등의 쾌락적 가치

측면, 정서적, 심리적 가치 측면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Hwang, 1997; Kim, 1999; Moon &

Choo, 2008; Paik, 2000), 중고패션제품의 소비가치에서

는 이러한 실용적, 쾌락적, 정서적 가치에 부가해 중고

패션제품의 가격에 대해 지각하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인 경제적 가치와 중고패션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사회공헌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일반의류제품과 차별화된 중고패션제품 특유의 소

비가치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소

비가치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중고패션제품 소비

자의 소비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중고패션제품 판매현장

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더 원활해지는 것

이 가능할 것이며, 소비자 반응모형의 실증분석을 통하

여 중고패션제품의 판매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중고패션제품 소비가치는 중고패션제품 소비자의 중고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또는 충성도의 소비자 간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소비가치가 중고패션제

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진귀적 가치, 사

회공헌 가치, 경제적 가치는 중고패션제품 태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적 가

치, 기능적 가치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Table 6. The comparison of path coefficient according to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H Path

Path Coefficient (S.E.)

t ResultHigh Group

(n=114)

Low Group

(n=106)

H3

Rare Value → Attitude 0.339 (0.112) 0.149 (0.160) 9.733*** Accepted

Emotional Value → Attitude 0.101 (0.135) 0.166 (0.127) −3.309** Accepted

Functional Value → Attitude 0.314 (0.171) 0.128 (0.260) 6.030*** Accepted

Social Contribution Value → Attitude 0.094 (0.077) 0.179 (0.092) −6.914*** Accepted

Economic Value → Attitude 0.099 (0.153) 0.346 (0.137) −11.273*** Accepted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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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소비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우선, 디

자인, 소재, 색상 등이 독특하고 일반 패션매장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희귀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희소한 제품은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

으로 나 자신의 독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Folger, 1992; H. H. Park,

2011) 중고패션제품에 있어서 이러한 희소하고 진귀한

특성을 강조한 접근은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는데 유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자신이 중고패션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한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도 긍정적인 중고패션

제품 태도를 형성하는데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소비자들이 중고패션제품이 일반패션제품에 비해 상

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는 경제적 가치를 높게 지

각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고패션제품이 관리와 손질이 쉽고 소

재도 좋으며 사용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중고패션제품

을 사용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고패션제품 태도는 중고패션제품 재구매의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중고패션제품 마케터는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가치 충족을 통한 고객태도 및 재구매의도를 높이

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고패션제품의 소비가치가 중고패션제품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개인특성변인

인 패션연출 자신감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연출 자신감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중고

패션제품의 진귀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

려하는 반면, 패션연출에서 자신감이 낮은 소비자일수

록 중고패션제품을 착용할 때의 느낌이나 기분, 경제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사회공헌 가치 측면에도 관심

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패션연출 자신감을 파악하여 구

매고객 유형별로 차별화된 고객응대 및 서비스를 실시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유행현상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연령층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

성별, 수입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는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하였는데, 한 두 번의 구매경험으로 중고패션제

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

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고패션제품

구매경험 횟수를 고려함으로써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고패션제품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가치와 태

도의 인과적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소비가치 이외에 신

뢰, 지각된 위험, 가격민감도 등의 다른 신념변수들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한다면 중고패션제품의 재구

매의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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