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4, No. 4 (June 2014) pp. 176-187 http://dx.doi.org/10.7233/jksc.2014.64.4.176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난 의복 DIY(Do-It-Yourself)의 동기

김 지 연․이 규 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ccessing�motivations� of� DIY(Do-It-Yourself)� clothes� through�

online� community

Ji-Yeon� Kim․Kyu-Hye� Lee⁺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투고일: 2014. 3. 17, 심사(수정)일: 2014. 5. 7, 게재확정일: 2014. 5. 30)

ABSTRACT1)

Although DIY(Do-It-Yourself) clothes are not popular in Korea, they continually reflect emerg-
ing DIY trends. Previous studies have approached the technical aspect of DIY clothes or have 
considered them only as an aspect of consumption tend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online communities to investigate distinctive elements, which form the DIY clothing 
culture. Participant observation of texts and pictures from the online community’s postings about 
DIY was conduc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personal and social 
factors motivated DIY clothes. Personal motivations are comprised of factors such as practical cre-
ativity and personal enjoyment. Practical creativity occurred when someone wished to express aes-
thetics and personality in DIY clothes; personal enjoyment refers to the pleasure and utility that 
one feels when one makes DIY clothes. The social motivations were comprised of factors such as 
a desire to show off and to expand social exchanges. The desire to show off involved wearing 
DIY clothes and then finding satisfaction from reactions of people who notice it. The “expansion 
of exchanges” was not only about sharing information about DIY clothes in an online community 
but also about distributing or giving real goods (materials or tools for DIY clothes and finished 
goods) as gifts. Furthermore, some “DIYers” made DIY clothes sustainable by pursuing economic 
feasibility as an additional motivational factor. When they had expertise and commercial traits, 
they established businesses in the form of independent creative firms, transforming themselves 
from productive consumers to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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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의복 DIY(Do-It-Yourself)는 대

중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DIY 트렌드 중 하나이다. DIY의 좁은 의미는 집수리

나 가구 제작, 정원 관리 등 스스로 자신의 생활공간

을 수리하거나 만드는 활동이고, 넓게는 의류제품이

나 유아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작하거나 자동차 튜닝

을 하는 등 전문가에 의존하던 영역을 스스로 처리

한다는 의미이다. DIY는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인 취미생활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

어 관련 산업의 성장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조사 자

료가 보고되었다. 미국의 The Hobby Industry Asso-

ciation의 보고서는 미국의 전체적인 취미 산업과 수

공예의 규모뿐만 아니라 취미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

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1)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그동안 DIY 문화가 꾸준히

존재하였음에도 마니아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형성하

는 니치마켓으로 평가되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

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의 ‘2011 한국 소비자 라이

프스타일 조사’를 통해 국내 DIY 문화와 소비 집단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해당 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의 DIY 시장 현황

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최경운2)은 국내의

DIY 트렌드가 주류 소비자에게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DIY 문화는 최근에야

가시적인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아직은 하위

분야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러나 DIY 트렌드 확산을 전하는 기사들을 통

해 국내 DIY가 가구 등의 주생활 분야에서 제과 제

빵 등의 식생활 분야 및 의류, 출산용품 등 의생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DIY의 하위 분야 중 의복 DIY는 무한정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류제품의 특성 때문에 그 지속성과 함

께 양적·질적 팽창 모두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현대

사회에서 DIY는 취미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간이 생

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식사를 만드는 것을

제외한다면 주전부리나 후식의 개념으로 만들게 되

는 식생활 분야나 가구, 인테리어 등 주생활 분야는

소비생활에서의 낭비처럼 DIY에서도 과다한 활동이

불필요하다. 식품에는 유효기한이 있고 가구 또한 필

요량을 초과하여 집안에 적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의복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개념

에 의해 소비생활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품목이다. 따라서 의복 DIY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복 DIY를 지속하게 될 것이며 개개인의 활동 규모

는 확대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

게 되면 ‘왜 의복 DIY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의류제품의 무한정한 구매 가능성과 사람들의 소

비 욕구에 의해 의류산업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확대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은 품질과 가격대, 디자인까

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과잉 공급되는 기성

복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소비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의복

DIY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판매

자들과 관련 산업에서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의복 DIY 현상

의 동기 요인을 학술적인 접근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봄으로써 새롭게 태동하는 소비자 그룹의 문화

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DIY의 역사적 배경과 선행 연구
집이나 가구의 수리, 조립 등을 스스로 한다는 의

미의 DIY는 1940년대 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

국 런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전후의 경기침체와

사회기반의 붕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필

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경제

적 동기로 인해 가구와 건축에서 수공업 형태로 시

작된 DIY는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세계

적인 경제 회복기를 거치면서 여가 문화로 유입되어

생산적 레저 활동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DIY의 시초였던 가구 DIY는 현재, ‘무언가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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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로 자아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바탕으로 한

여가 활동’5)으로 정의되면서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

는 소비자들의 취미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는 개성추구 소비 성

향에 의한 산업에의 DIY 적용 및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실용학문 측면의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정하

성6)은 공간의 구조나 크기에 맞춰 디자인의 조절이

가능하고,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 형태를 생성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만드는 즐거움과 완

성 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기호에 맞

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등 DIY 가구의 대표적 특

징을 제시하였다. 이은경, 김선미7)는 개성 추구 소비

트렌드의 특성과 산업 분야에 반영된 예를 고찰하여

DIY 벽지의 적절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고, 남궁선

외8)는 일반 DIY 가구의 제작 시 짜임을 이용한 가

구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외 다양한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도 DIY

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개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소비

자적 측면 및 마케팅적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유진, 최정화9)는 DIY 스타일로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고 소유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디자

이너 토이의 유형과 특징을 소개하였고, 김유나, 김

인성10)은 DIY의 인터액션 특성에 주목하여 사용자

와 재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제품을 만드는 새

로운 형식의 팝업 DIY를 제안하였다. 이상훈, 박성

현11)은 소비자 가치 유형 중 DIY의 가치를 지향하

는 소비자는 ‘강인함’과 ‘성실’의 브랜드 개성을 선호

한다고 밝힘으로써, DIY 지향 가치와 선호하는 브랜

드 개성간의 관계를 소비자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처럼 DIY 관련 연구들은 학문적 접근 보다는 실용

적 학문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의복 DIY의 역사적 배경과 선행 연구
주거생활에서의 DIY와는 다르게 의복 DIY는 포스

트모더니즘 시대의 하위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역사적인 관점에서 의복 DIY는 인

류의 의생활 역사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성복이 의생활의

중심이 되고 의복 제작이 취미활동 영역으로 편입된

이후의 의복 DIY를 주제로 다루고자 하므로 해당 관

점을 선택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치·사회·경제

의 모든 영역에 걸쳐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에서 시

작된 문화운동이자 시대사상으로, 탈중심, 탈권위, 장

르의 붕괴, 혼합과 절충주의, 다원주의 등 기존의 모

든 정형성과 법칙을 부정하는 형태로 설명될 수 있

다. 현대 사회가 중시하는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 자

율성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확산된 가치들이

다. 특히 기성세대의 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청년문화

가 획일화에 반발하면서, 패션에서는 히피가 의복에

염색, 자수, 패치를 DIY 하여 민족적 요소를 반영하

였고12), 펑크스타일에서 청바지를 찢고 가죽 재킷에

그림을 그리거나 금속 장식을 박는 등의 형태로 의

복 DIY가 나타났다.13)

이후 사회 변화에 의해 의복 DIY는 취미생활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학술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

대의 의복 DIY 의미를 파악하는 복식사적 연구를 제

외한 분야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의복

DIY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와 동일선상에 있는 수공

예의 관점으로 놓고 의복 DIY를 공예적 측면에서 해

석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직물

수공예가들이 의복 및 소품의 생산에 참여하는 다양

한 이유와 목적들을 단편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14)15)16) 반면에 국내에서는 복식을 포함한 생활 공

예 측면에서 수공예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찾는 연

구들이 선행되고 있다.17)18)19)20) 이러한 국내 연구들

은 의복과 소품의 DIY를 공예적 가치에서 접근하여

고찰하고 있으나 최근의 의복 DIY는 현대 사회 여가

문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소

비의 가치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의복 DIY 활

동의 주체인 생산적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접근방식
의복 DIY는 아직까지 산업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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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인지도와 관심에서 벗어난 영역이므로 소

수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의복 DIY는 취

미를 기반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동호회로 시작한 온

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고,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인터넷을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복 DIY의 동기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의복 DIY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난

의복 DIY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

기 위하여 참여관찰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대상에 대하여 체

계적으로 참여 및 관찰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풍

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조직

화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종합적, 총체

적, 개방적 이해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관찰은

연구자의 위치와 활동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는데, 현장 외부에서 최저의 관여를 하는 외부

적인 참여, 연구자가 활동 현장에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참여, 연구자가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

의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관찰,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흐를

수록 적극적으로 그 상황의 활동에 관여하는 활동적

참여관찰,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현장 내에서 자연적

으로 참여자가 되는 총체적 참여까지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21) 본 연구는 의복 DIY의 동기

요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이

므로 연구대상에게 강제적 자극을 주어 내용의 변형

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자는 현장 내부에 존재하면

서도 관중의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참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난 의복 DIY의 동기 요인

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선정한 분석의 대상

은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에

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복 DIY 관련 커뮤니티

‘동건짱 봉틀세상’22)의 게시글이다. ‘동건짱 봉틀세상’

커뮤니티는 대다수의 회원이 취미로 의복 DIY 활동

을 하거나 의복 DIY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온라

인을 통해 각자의 의복 DIY 활동을 뽐내거나 의복

DIY 활동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며,

공동구매나 벼룩시장 등을 통한 소규모의 경제활동

까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통된 취미 기반의 온라

인 커뮤니티이다. ‘동건짱 봉틀세상’ 커뮤니티는 2007

년에 의복 DIY 활동을 하는 운영자에 의해 자발적으

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2010-2012) 연속으로 네이버의 대표 커뮤니티

에 선정되었다.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커뮤니티의

가입 회원은 약 5만 7천 6백여 명, 즐겨 찾는 회원은

약 9천 9백여 명이었고, 일평균 게시글 수 약 169개,

검색 조회 수 약 1,300회로 나타나 커뮤니티의 활성

화 정도가 의복 DIY의 동기 요인을 도출해내기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2012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선정 커뮤니티의 게

시글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자료는 게시글의 본문과

댓글 내용을 전사하고 시각자료는 그 특징을 기술하

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분석 기간 동안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의 수는 총 8,619개였으나 게시판 중 의복

DIY의 동기와는 관련이 없는 게시판(운영자의 정보

전달 전용 게시판, DIY와 무관한 일상적 질문 답변

게시판 등)의 게시글을 제외한 2,408개의 게시글을

전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개방적 코딩과 범주화의

질적 분석 단계를 거쳤는데, 코딩의 과정에서 게시글

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684개의 게시글을

범주화하고 주제를 도출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684개의 자료로부터 각각 주제어를 추출한 뒤 비교

하여 우선 공통된 주제어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서로

다르게 추출한 주제어들은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주제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어들은 의복 및 의

복 제작과정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있는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2명에 의해 검토의 과정을 거

쳤으며, 일부 주제어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제어들은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한 범주화 과정을 거쳐 의복 DIY의 개인적 동기

범주로 ‘자기만족적 유희성(31.9%)’과 ‘실용적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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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 주요 어휘

개인적 동기
자기만족적 유희성 재미, 즐거움, 만족, 뿌듯함, 기쁨

실용적 창의성 수정, 변형, 맞춤, 취향, (착용자가) 좋아하는

사회적 동기
과시성 특정 목적(행사, 커플룩, 패밀리룩), 자랑(DIY 의복, 착용자)

교류의 확장 선물, 나눔, 마음에 듬

경제적 동기
전문성에 의한 경제적

이득의 추구
기성복(기성품)-고가, 공동구매, 무료나눔, 중고, 서포터, 1인 기업

<표 1> 의복 DIY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주요 주제

성(28.4%)’, 사회적 동기 범주로 ‘과시성(7.8%)’과

‘교류의 확장(21.6%)’, 경제적 동기로 ‘전문성에 의한

경제적 이득의 추구(20.7%)’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하나의 게시글에 복수의 주제어가 도출된 경우로

인해 주제의 비율의 합은 100%를 초과한다.). ‘과시

성’은 의복 DIY의 다른 동기에 비해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나 연구자 간의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동

기로 결론 내려 결과에 포함하였다.

Ⅳ. 결과분석 및 논의
의복 DIY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가장 비

중 있게 다뤄진 의복 DIY의 동기는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경제적 동기로 범주화되었다. 의복 DIY

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만족을 주는 즐거

움과 실용성이 반영된 창의성을 표출하기 위하여 의

복 DIY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 제작

한 의복이나 제작자의 의복 DIY 실력, 창의성 등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복 DIY를 하거나, 타인에

게 DIY 의복을 선물하는 등의 사회적 동기에 의해

의복 DIY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복 DIY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에 의해 의복 DIY를 하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1. 의복 DIY의 개인적 동기
1) 자기만족적 유희성

의복 DIY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언가를 스스로 만드는 행위 자체를 즐긴다

는 것이다. 자신이 입거나 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

이 입을 의복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행위의 본질

에서부터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인 의복, 그

리고 그 의복을 누군가가 착용하는 시점까지 전 과

정에 걸쳐 뿌듯함과 재미, 보람, 성취감 등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의복뿐 아니라 모든 소

비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 시대의 DIY 트렌드를 설명

하는 동기로, 매년 국내 트렌드를 소개하는 교양서

23)24)에서도 자생·자발·자족 소비자, 불편을 감수하는

소비자 등의 주제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본 연구의 결과로도 도출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의복 DIY를 하는 사람들이 활동 자체에서 즐거

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들이 의복 DIY를 여가의 측면

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자

가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생계에 보탬

이 되는 수단이었던 생산자 개념의 의복 DIY가 그

유래 및 역사와는 다른 방향, 즉 생산적 소비자로 변

화된 것이다.

“이제 막 미싱의 ㅁ자를 배우려고 하는 왕 초보에
요^^;;
문화센터 양재 끊고 첫날 나가서 너무 재미있어서..

아가 데려와야 할시간을 지나쳐서 무진장 난처했
었어용 ㅎㅎ
어렷을적부터 참 해보고 싶었는데 어케 기회가 안

닿아 까먹고있었는데
문득 재봉틀이 너무너무 하고싶어서 덜컥 문화센
터 끊어버리고는 이렇게 인터넷을 헤매다 카페가

입까지 했어요^^;;(12/8-해당 게시글의 게시일자.)
태교때 처음으로 퀼트를 시작하여 바느질의 재미
에 빠져. 신생아를 옆에 두고 기저귀천으로 한땀한

땀 손수건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친정어머니께서 눈나빠진다고. 그렇게 재밌냐며 재
봉틀을 사주셨어요~~!!

가정시간인가. 재봉틀을 그림으로만 봤던지라. 완전
처음 접한 재봉틀 앞에서 어찌나 설레면서도 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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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던지.
그렇게 완전 쌩 초보인제가 동건짱님의 숙제들을
독학으로 하나씩 해가며 아이 내복을 만들기 시작

했더랬지요.(12/25)
맨날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보다가 지퍼다는 걸 처
음 만들어봤네용...ㅋ

그래도 실수없이 잘 된거 같아서 나름 만족했답니
다~(12/26)”

이처럼 의복 DIY는 스스로에게 유희라는 만족을

제공해주므로 의복 DIY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

력은 낭비 혹은 노동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을 제작하는 중에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배움의 과정까지도

‘자기만족적 유희성’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동안은 대충 했던걸...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

우니까 확실히 좋더라구요(11/4)
오늘 장장 5시간동안 만든거랍니다…
저 패브릭 전사지는 어떻게 붙이는건지 자꾸떨어

지려고해서 일일이 색색별로 전부 박아줬어요
이것만 한시간 걸렸네요..
그래도 뿌듯하네요(11/22)

큰맘먹고 야간작업해서 티셔츠를 완성하니 이 뿌
듯함~(12/11)
지퍼울렁증이라서 맘스쏘잉님께 배워서 달았어요.

ㅋㅋ 나름 행복했어요.(12/26)”

2) 실용적 창의성

의복 DIY가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인식되어 있기

는 하나,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아닌 손으로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물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예의 측

면을 가지고 있음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문헌 고찰의 내용을 뒷받침하듯이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도출된 의복 DIY의 ‘실용적 창의성’ 요인은 공예

적 측면의 의복 DIY 동기에 해당한다.

공예로 만들어진 물건은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실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표준

적인 제작 방법을 따른다고 해도 제작 과정에서 수

정과 변형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실용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의복 DIY의 ‘실용

적 창의성’ 동기란, 제작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사

용자에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적합

한 의복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수

반되는 수정과 변형의 과정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제

작자의 개성과 심미성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공예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써, 의복 DIY에서도 실용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성과 심미

성이 함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DIY

의복에서 나타나는 개성과 심미성이란 제작자 고유

의 미적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 요소의 사용도 있지

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제품의 의미도 가

진다. 또한 심미성은 이러한 실용적 창의성을 발현하

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특성

인데, 이는 제작자의 미적 가치와 착용자에게 적합한

디자인이 착용자와 이루는 조화가 아름답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군의 두번째 아우터입니다..
사실 요런 코디로 진작부터 입히고 싶었어요~~ㅋ
이러고 문센갔더니 안내하는 이모들이 넘 예뻐해

주시네요~
예전에 김양 만들어주었던 더블누빔코트에서 후드
빼고

에이라인옆선을 직선으로 내리고
기장을 줄여 만들었어요~(11/12)
아이들의 키를 확인하신 후 만드세용!

직접 만들어서 입히는 거잖아요. 그럼... 딱 맞게...
입히셔야 만드신 보람이 더 크답니다.
너무 크게 만드시면.... 얻어 입힌 옷 같잖아요.ㅋㅋㅋ

그러니.. 엄마의 능력을 발휘하여~~~맞춤복처럼
예쁜 핏으로 만드세용! (11/13)
여자아이를 키우며 늘 안타까운건..

저야 머리가 짧으니 뭘 써도 괜찮지만
머리가 긴 아이가 묶은채 모자를 쓰면..
외뿔이나 쌍뿔 외계생명체가 되어버려 속상할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머리카락 뺄 구멍을 만들었다
죠?? ^^(11/20)

요거 기장만 길게해서 원피스처럼 만들어입을까말
까….가위들고 한참 망설였다는 거~~~^^
걍…한 벌 더 만들지…뭐…하면서 과감히 목티

로~~^^
괜찮은 선택이었죠~~^^(12/31)
맞춤형 야상점퍼면서 좋아하는 취향대로 와펜이나

라벨 달아주고 단추 달아주니
획일적인 똑같은 디자인들과는 차별도 되고 세상
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옷이 되어

올 겨울 멋쟁이로 거듭날 수 있겠어요
모카색 워커힐과도 환상적으로 보여 더 맘에 드네
요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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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 DIY의 사회적 동기
1) 과시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난 의복 DIY 동기 중 하

나는 타인에게 내가 만든 옷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 과시성이다. 의복 제작자는 자기만족을 위해 개성

과 심미성을 표현하면서도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의

복을 만들고 이를 제 삼자인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노력과 실력, 제작의 결과물을 자랑하고 인정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는 결혼

식이나 자녀의 학예발표 등과 같은 특정 행사에 참

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의복 DIY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는 안내가 왔어요..

할로윈 의상이 있으면, 입고오라고~~~
살짝 피곤해서,, 고민하다가,, 좋은엄마되기로 하고,,
만든 할로윈 의상.. 초랭이몬스터!!!

어디를 끌고 다녔는지,, 꼬리가 완죤 더러워져 왔지만,,,
너무 즐거워하는 아들을 보니,,, 밤샘피로가 사라졌
어요..(11/1)

원단이 완전 너무 좋아서(정말 캐시미어 들어간
오리지널 캐시미어 원단) 만들면서도 따땃하더니..
입어보니 더 좋더라구요.

원래 여기저기 잘 안올리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랑질하러 돌아다닙니다.
다른곳에서 보셨으면..죄송해요.^^

옷만드는 재미가 다 이런것 아니겠어요? ㅎㅎ(12/24)”

특히 자녀의 의복을 DIY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게시글이 아이에게 착용시킨 사진을 포함하고 있고,

아이가 옷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을 원하지 않아 DIY

의복 사진만을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에 자녀가 착용

한 사진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는 경우

가 있는 것으로 볼 때, DIY 의복 제작자가 부모(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인 경우에는 자신의 의복 DIY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함께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DIY 의복을

착용한 자녀의 사진으로 과시성을 보여주는 게시글

에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모습에 대한 칭찬이 댓글로

작성되어 의복 제작자인 부모에게 외적 요소로부터

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DIY 의복을 착용한 자녀의 사진이 포함된 게시

글의 댓글)와대단해요
와 대박~~입니다 멋져요^^
모델이 이쁘니 옷도 사네요 ㅎㅎㅎ(12/31)”

2) 교류의 확장

DIY 의복 제작자는 자신이 입을 옷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또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의복

DIY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물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상 교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DIY 의복 제작자는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면서도 실제 착용자(선물을 받

는 사람)를 생각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DIY

의복을 제작하고, 완성된 DIY 의복을 실제 착용자에

게 선물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누린다. 이 때 착용자

에게 전달되는 것은 단순한 DIY 의복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제작자의 정성이므로 실제 착용자는 DIY

의복과 함께 선물하는 주체(제작자)의 마음을 받는

것에서 더욱 고마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착용자는 후에 선물 받은 DIY 의복을 착용하면서도

제작자의 마음을 상기하게 되면서 만족감이나 행복

등을 느끼고, 그 마음을 다시 제작자에게 전하게 된

다. DIY 의복을 선물 받은 착용자의 이러한 감정이

DIY 의복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정신적인 보상이며,

제작자는 이를 통해 다시 자기만족을 느낌으로써 의

복 DIY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엔 선생님께도 선물드리고 했는데
간단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넘 좋아하셨어요….^^

……(중략)…….
제꺼도 이번엔 하나 해입어야 할텐데…ㅋ
만들고 나면 다들 좋다하시니 선물로 주다보니 제

껀 없더라구요.ㅋ(11/22)
계획에 없는 옷을 만들어 준터라 무지 좋아라 해
주네요^^

박음질이 깨끗하게 잘 되진 않았지만 좋아해주니
만들어준 보람이 있네요...(11/27)
맘에 들어하는 딸 덕분에 힘들게 만든 보람이 있

네요. (11/29)
ㅎㅎ 요 두벌이 조카들에게 선물로 갈 겁니다..
아가들이라 겨울이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딸 것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어요..(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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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DIY의 경제적 동기
의복 DIY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의하여 축적된

경험은 의복 DIY 동기의 확장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두드러진 동기로는 ‘경제성

추구’ 요인을 들 수 있다. 의복 DIY는 기본적으로 관

련 도구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 활동으로, 초

기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하다. 또한 소량생산에서

오는 비용의 증가로 인해 대량생산 되는 기성복과

비교하면 총비용의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뿐 아니라 유통 분야까지도

기술 혁신이 거듭되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

으로 좋은 품질의 기성복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 DIY는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활동, 즉 비용대비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아님을

DIY 의복 제작자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점이 앞서 언급했던 ‘의복 DIY가 여가로 인

식된다.’는 논의를 일부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일부 DIY 의복 제작자들에게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의복 DIY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제작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온라

인 커뮤니티에 나타난 의복 DIY의 경제성 추구 동기

요인은 의복 DIY 제작에의 전문성에 따라 여러 형태

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의복 DIY를 지속하게 되

면 그 만큼 의복 제작에 있어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이

고 경제적인 의복 DIY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자연

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의복 DIY에서 경제성을 추구

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의복

DIY가 숙달되면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제작 과정 중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완성하지 못했

던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의복 DIY 과정에서 실수와 미숙

함으로 인해 소모되는 재료와 그에 따른 비용이 처

음에 비해 비교적 감소하는 것이다.

“예전에 딸아이 언바란스 스커트 만든다고
누더기를 만들었던 원단 짜깁기해서

스커트를 만들어 봤어요…^^
……(중략)……

이런 기본 스커트는 막상 사려고보면 맘에 드는
건 너무 비싸서 만들어봤는데… (11/8)”

이러한 의복 DIY 기술의 발전은 더 나아가 제작

자가 기성품(브랜드 의류제품) 수준의 품질과 디자

인을 스스로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이 때 제작자들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더

투자하더라도 완성된 DIY 의복이 고가의 기성품을

대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숙달된

DIY 의복 제작자는 자신의 의복 DIY가 저비용 고효

율의 표준적인 생산 활동은 아니지만, 자기만족을 추

구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는 합리

적인 취미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짜자잔~~~~ 엠씨엠에서 가방 샀냐구요? 아닙
니다..ㅎㅎ
그럼 선물받은 거냐구요? 아닙니다….ㅎㅎ

제가 만든거에요~ (^0^)V
mcm로고 자수가 새겨진 요즘 대~유행인 블링블
링 나염이

새겨진 가죽원단 이랍니다.(11/8)
확실히 손이 더 가면
멋진 거 같아요

…… (중략) ……
맘졸이면서 작업했지만 만들고 나서 배로 만족스
러우니 정말 하길 잘했단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기성품이 따로 필요없어요
넌 완전 기성품삘~ 하트 뿅뿅 발사됩니다,
정말 돈번 느낌이에요….^^(11/26)

암튼 시판되는 옷 중에 맘에 드는 긴 옷이 없고,
너무 비싸서 고민하다가 결국 일을 저질렀네
요.(11/29)”

의복 DIY에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로 의복 DIY에 필

요한 재료와 도구 등을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특히 의복 DIY 재료와 도구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저가의 공급처를 찾아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DIY 의복 제작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구매나 중고제품 매매, 또는 무료 나눔 등의 형

태로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한 DIY 의복 제작자들간의 연결과 소통이 의복 DIY

의 경제성 추구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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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면으로만 한거구요~ ^^
첫번째 세번째 원단은 윗집 언니가 준거
중간꺼는 예전에 천드림에서 물건 사면서 서비스

로 받은 원단이네요.
아래 사진 중.. 미옷에서 나눔 받았던 원단이랑 제
가 산 원단이 한 가지있네요..ㅎㅎ(12/21)”

숙달된 기술을 보유한 의복 DIY 제작자 중 활발

한 의복 DIY 활동으로 더욱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제

작자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서 또 다

른 차원의 경제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의복 DIY와 관련된 특정 업체의 서포터 활

동으로 나타났다. 의복 DIY 제작자가 커뮤니티뿐 아

니라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상의 각종 경로

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인지도를 얻게 되면,

의복 DIY 관련 각종 비즈니스 사이트와 업체들이 이

들 제작자의 의복 DIY 활동을 통해 브랜드 및 제품

을 홍보하여 사업적 이익을 얻고자 후원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 의복 DIY 준전문가가 DIY 업체의 물질

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의복 DIY를 지속하고자 한

다면 양 측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협력을 맺게 된

다. 즉, 의복 DIY 관련 업체는 의복 DIY 제작자에게

의복 DIY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들을 무료로 제공하

고, 의복 DIY 제작자는 후원받은 원재료들을 사용하

여 의복 DIY 활동을 한 뒤 후원 업체를 노출하여 온

라인상에 게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후원 업체를 지

지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난 서포터들의 게시글 특

성을 분석해보면, 후원받은 원재료의 장점을 강조하

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후원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DIY 의복의 착장 후 전신사진과 부분 디테일

사진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는데, 이는 원재료의 장점

및 적용 예시와 더불어 서포터의 전문성을 효과적으

로 보여주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전문

가들은 자연스럽게 댓글을 통해 이에 대한 칭찬 혹

은 정보의 요청 등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서포

터는 이러한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충실히 하면서

계속해서 후원 업체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글)대박짜투리원단 서포터즈가 되어서 처음

작업한 셔링 원피스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자가드 원단으로
원단 양끝이 가운데랑 틀리답니다

원단자체가 마감이 된상태라 작업시 완성도가 훨
씬 좋습니다
살짝도톰한 아이라 지금 외투살짝 걸치고 입기에

딱좋습니다
바느질도 너무 잘되구요 주름이 살짝씩 있는 원단
이라 입었을 때 날씬해보이는 효과랑 핏이 너무

좋습니다
(댓글1)서포터즈 하시는 분들 보면 솜씨가 예사롭
지 않으시더군요..

깔끔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댓글1 피드백)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맘님~^^

제가 잘만들진 못하는데 ...요 원단이 혼자 멋스러
움이 있는아이라 제가 은근 묻어갑니다...^^
(댓글2)역시 솜씨가 예사솜씨가 아니예요~고급스

러운 멋진 원피스가 되었네요~
(댓글2 피드백)****님 감사합니다~^^
만들고 참 보람있는 원단이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이중자가드 원단인데 동생이 탐내서 더 기쁜작업
이었습니다~~~^^
(댓글3)우와~ 라인 깔끔하네요~

모티브랑 허리띠가 포인트로 굿이네요~ ^^
(댓글3 피드백)부자재 덕좀 봤네요 ㅎ 모티브도
스팽글이 있어서 반짝반짝~! 대박서 묻지마모티

브 구입해서 너무 잘사용하네요 허리때도 뱃살가
려주는데 한몫 해주구요~~~!^^
**님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12/6)”

일반적인 의복 DIY 제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서포

터 활동을 하는 의복 DIY 제작자들에게도 온라인 커

뮤니티는 의복 DIY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복 DIY 제작자들은

나눔, 정보 공유 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서포터들은 개인의 이익 추구

목적이 더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포터 경력이 오래된 경우 DIY 의복이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사진의 배경과 착용자의 포즈를 설정하고

게시글과 사진의 배열에도 신경을 쓰는 등 촬영 및

게시글 작성의 기술이 향상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복 DIY 서포터 활동을 하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개인 온라인 활동 공간을 보유한 서포터는 커뮤니티

의 게시글과 사진에 자신의 개인 온라인 활동 공간

을 노출시키는 반면, 후원 업체의 정보는 커뮤니티가

아닌 개인 온라인 공간에만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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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커뮤니티 회원들을 자신의 온라인 활동 공간

으로 유도함으로써 후원 업체의 제품 홍보와 동시에

자신의 개인 온라인 공간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

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글)피치후라이스스판(양면)-쉐비인디핑크 원
단으로 잇츠리얼핏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이 사랑스런 쉐비풍 기모후라이스원단은 아래 오
트밀 색상과 핑크 두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느낌 그대로 아주 포근하면서도 사랑스런

쉐비풍이라 로맨틱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성인옷 만들어도 너무 예쁠 듯 싶어요
이런 예쁜 원단은 품절도 어찌나 빨리 뜨는지 참

아쉽기도 하지만
오트밀색상도 있어서 참 다행인 듯 싶어요
(댓글1)이 패턴과 원단은. 어디에서. 구하나요?? 글

고. 사이즈 140도. 있을까요?
(댓글1 피드백)보통은 제블로그 원문에 원단과 패
턴정보 링크걸어둔답니다^^

(댓글2)딸래미 참 많이 컸어요~ ****님 딸 아이
는 카페 통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이웃집 아이같
은 느낌~~^^

저 혹시 예전에 아동복 쇼핑몰 하지 않으셨었나
요~ 울 딸래미 옷 사면서 아이모델사진으로 첨
본거같은데...

****님 디자인은 모두 샤랄라 꼬마 공주님 스타
일~너무 예뻐요~~
(댓글2 피드백)늘 좋게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아동복 쇼핑몰 사진은 아닙니다
원단과 패턴 서포터즈를 오래해서 혹시 다른 사이

트서 보신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12/13)”

의복 DIY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분석 결과,

의복 DIY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또 다른 경

우로 전문성과 함께 상업성을 갖춘 제작자들이 의복

DIY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들은 완성된 DIY 의복을 판매하여 얻어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복 DIY를 하는 이들로,

근래에 주목받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규정한 ‘1인 창조기업’이

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활성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초소형 기업(유·무선 인터넷과 IT 및 관련 분

야의 기술 발달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기업의 형태. 세계적으

로 초소형 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

한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의 명칭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완전하게 전문성과 상업성을 갖춘 의복 DIY

제작자는 자신의 브랜드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

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기획에서 디자인 및 생

산, 판매까지 스스로 진행하고 있어, 개인이 브랜드

가 될 수 있는 경우를 ‘1인 기업’이라고 정의한 Tom

Peters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25)

이러한 DIY 의복 1인 기업이 작성한 온라인 커뮤

니티 게시글은 완성된 DIY 의복의 장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품이 돋보이는 사진을 첨부하는 등 의복

DIY 서포터의 게시글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통해 DIY 의복 1인 기업은 의복 DIY 서포

터와 유사한 목적 즉, 1인 브랜드의 홍보를 주된 목

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대구에 사는 고객님께서 주문한~ 수면조끼랍니다
……(중략)……

요번에 만든 아이는요... 겉감은 연핑크가 너무나
이쁜
다이마루퀼팅 누빔지로 만들었어요…

뭐니뭐니~~해도 수면조끼는 따뜻한게 생명이니까
요~
요즘 아가들..우리아들도 그렇지만 이불을 도통.ㅡ.

ㅡ 덮으려 하지를 않아요.
이불덮어놓으면 죄다 차버리기 일수…..킁.ㅋㅋㅋ
그러다보니까 요렇게 이불처럼 큼직한 조끼를 입

힐수밖에요….
내새끼 추울까봐 요런거 불티나게 팔리죠????
(11/7)“”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복 DIY를

학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동기 요인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복 DIY를 주제로 하는 온라

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의복 DIY의 동기 요인은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되었다. 기본적으로 DIY 의복 제작자들

은 스스로 의복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고

뿌듯해 했으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 보람 등

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착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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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기 위하여 DIY 과정 중에 수정과 변형을 거

침으로써, 실용성을 획득함과 더불어 제작자의 개성

과 심미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기만족적 유희성’과 ‘실용적 창의성’ 요인은

의복 DIY를 지속하게 하는 개인적 동기 요인으로,

의복 DIY 행위 자체의 원동력이 됨을 확인하였다.

의복 DIY의 사회적 동기로는 타인에게 내가 만든

옷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과시성’ 요인이 나타났

는데, 이 때 게시글의 댓글에 형성되는 칭찬과 인정,

공감대 등은 제작자의 의복 DIY를 격려함으로써 의

복 DIY를 지속하게 하는 동기 중 하나가 되기도 한

다. 또한 DIY 의복 제작자들이 DIY 의복을 선물함으

로써 착용자(선물을 받는 사람)와의 긍정적인 감정

공유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교류의

확장’ 요인이 의복 DIY의 또 다른 사회적 동기 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이처럼 의복 DIY의 기본적인 동기에 의해 의복

DIY를 지속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 등 경험이 축적되

고, 이로 인해 ‘경제성 추구’라는 동기 요인이 나타났

는데, 의복 DIY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제작자

의 전문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다른 형

태로 나타났다. 의복 DIY 제작자는 DIY 과정이 숙달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의복 DIY의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보다 전

문성을 갖춘 의복 DIY 제작자는 의복 DIY 관련 업

체에게 재료 및 도구들을 후원받고 이를 사용한 의

복 DIY 활동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여 간접적으로 후

원업체를 홍보하는 형태로 비용 감소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의복 DIY 전문성에 상업성까지

갖춘 의복 DIY 제작자는 1인 창조기업(1인 브랜드)

의 형태로 의복 DIY를 통해 실물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복 DIY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즐거움과 개성 표현으로 인한 자기만족’ 및 ‘실용성

있는 결과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의

생산적 취미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복 DIY 현상

의 표면적인 내용에만 집중한다면 산업 및 학술 분

야에서는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DIY 의복 제작자들은 의복

DIY를 지속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확장하기도 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산적 소비문화를 형성

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추구’의 관점으로 볼 때, 의

복 DIY 관련 업체와 의복 DIY 제작자 사이의 스폰

서-서포터 협력 관계는 주류 경제활동 영역의 마케

팅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브랜드와 기업 등의 간

접광고 방식이 의복 DIY라는 비주류 경제활동의 영

역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복 DIY

전문가가 1인 브랜드를 창업하는 것은 생산적 소비

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점이

의복 DIY가 단순한 여가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논의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질적연

구와 함께 양적연구가 병행되어 보다 광범위하고 체

계적으로 의복 DIY 소비자들의 독특한 소비문화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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