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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clothing disposition and examines their effect on the dimensions

of clothing disposition behavior. The data of 316 women were collected nationwide using an online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This study initially identified five types of disposition behavior as revising, per-

manent separation, giving away, selling, and donating to charity.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

sis identified the underlying determinants of clothing disposition as self-concept, reusability, economic fac-

tor, social environment, affective association, storage, fashionableness, and a sense of belongingness. Struc-

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demon-

strated that six out of eight determinants significantly affected clothing disposition behavior. The effects of

social environment and a sense of belongingness were relatively strong determinants that influenced the

four types of disposition behaviors. However, self-concept and affective association did not influence the

disposition behaviors. A series of one-way MANOVA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eight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four modes of clothing disposition. Giving away, permanent separation, and

donating to charity differed significantly in the groups of thre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monthly

income, and marital status. This study empirically elucidates what criteria consumers use when confronted

with unused clothing and how the determinants of clothing disposition influence the modes of clothing dis-

position behavior.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for clothing disposition behavior and its determinants

as well as suggests a new approach to clothing disposition behavior and improvements in marketing deci-

sions.

Key words: Clothing disposition behavior, Personal factors affecting disposition behavior, Sociological

factors affecting disposition behavior, Product factors affecting disposition behavior; 의복 처

분행동, 개인요인, 사회적 요인, 제품요인

I. 서 론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은 소비결정, 취득, 사용, 사용

후 처분의 네 가지 차원, 혹은 취득, 소비, 처분의 세 가

지 차원으로 구분된다(Haws et al., 2008; Henry, 1991). 각

차원들은 서로 다른 행동 패턴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각 차원의 특성에 따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소비자 행동 연구는 소비자의 취득행동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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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에 비해 사용

후 처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Henry, 1991)

소수의 연구들만이 처분행동, 특히 직물에 관련된 처분

행동을 다루어 왔다(Bianchi & Birtwistle, 2010). 이것은

앞서 언급한 소비의 차원들이 대체로 순환이 아닌 순차

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비

결정은 처분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은 또 다

른 취득에 영향을 끼친다(Haws et al., 2008). 특히, 의복

소비는 다른 제품군에 비해 매우 폭 넓고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의복 소비의 정보탐색, 취득, 사용, 보관, 처분,

처분 후 평가까지의 각 단계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

이며, 타 제품들과는 달리 매일 소비한다는 점에서 독특

한 특성을 지닌다(Ha-Brookshire & Hodges, 2009). 이와

같은 ‘매일의 소비’를 위해 소비자들은 새 의복을 구입하

고, 새 의복을 구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데(Chu & Liao, 2007; Ha-Brookshire & Hodges, 2009),

이 처분은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라이프스타일과 관련

있어서(Cherrier & Murray, 2007), 새로운 취득으로 순

환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의 패러다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H&M, ZARA, TopShop과 같

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낮은 가격대의 10회 미만의 착

용을 기대하는 의복의 판매를 통해 몇 번 입지 않고도

의복을 처분하는 새로운 현상을 이끌고 있다(Birtwistle

& Moore, 2007). 여기에 소비자의 소득 증가와 빈번하

게 새로운 라인을 출시하는 패션 브랜드의 전략으로 인

해 직물류 쓰레기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ianchi

& Birtwistle, 2010). 이런 상황에서 처분은 고형쓰레기 처

리와 자원보존 같은 중요한 환경문제에 명백하게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Fran-

cis & Butler, 1994).

이를 반영하듯, 다수의 의복 처분행동 연구는 친환경

의식(Han, 2009; Jeong & Park, 2006; Park & Oh, 2005;

Shim, 1995), 환경보존 의식이나 환경보존적 태도, 행동,

정보접촉(Jeong & Lee, 2001; Park, 1998; Park et al.,

1995), 재활용 의식(Roh & Kim, 2002), 사회책임적 소

비태도(Chang & Park, 1997)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물질주의 성향(Park & Oh,

2005)과 사회/인구통계적 변수(Huh, 2005)와 처분행동

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의복 처분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는 연구는 여전

히 부족한 실정이다. Yoo(1996)는 의복 처분의사 결정요

인을 연구하였으나 의복에 대한 평가기준 특히, 의복 자

체의 본질적 특성과 성과, 소비자의 감정적 소비경험에

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품 외적인 변수들을 고려

하지 않았으며, 기준 자체가 의복 처분이라기보다는 폐

용에 한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 행동으로서의 의복 처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특정 신념이나 가치 관점에서의 연구에 앞서 다양

한 변수들을 다루는 전체적인 관점의 고찰이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개

인, 상황요인들과 처분행동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을 연구하였던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심층면접(Birtwi-

stle & Moore, 2007; Coulter & Ligas, 2003; Harrell &

MaConocha, 1992; Kleine et al., 1995; Morgan & Birtwi-

stle, 2009)이나 참여관찰(Albinsson & Perera, 2009) 등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 구분에만 집중되어 있으므

로, 이론 중심의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실증적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의복 처분행동에 대한 결정요인과 그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의복 처분행동의 유형과 의복 처분에 대한 결정요

인들을 밝혀내고, 의복 처분의 결정요인이 특정 의복 처

분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 처분행동

1) 처분행동의 정의

처분(disposition)은 본래의 목적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행동(Burke et al., 1978)으로, 소비결정,

취득, 소비 등의 다른 종류의 소비자 행동과 함께 소비

자 행동의 과정 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처분에 대한 문

제 인식, 탐색과 평가, 처분결정, 처분 후 결과의 네 단

계 과정을 거친다(Hanson, 1980). 처분은 표면적으로는

사물의 소유권 혹은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

하는 과정을 포함하지만(Paden & Stell, 2005), 개인 소유

의 제품이 개인의 공간이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타인

에 의해 통제되는 공적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은 문화적

청사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기

도 한다(Cherrier, 2009). 즉, 개인은 사물의 기능적 효익

을 넘어 제품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개인의 아이덴

티티와 역사,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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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은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Price et al., 2000),

타인과의 제품 공유를 통해 타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Cherrier, 2009). 처분은 사물이 자아에 대한 상

징적, 의미 있는 연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인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해진다(Roster, 2001). 이런 맥락에

서 많은 연구자들이 처분을 소유자와 소유물 간의 관계

를 분리하는 과정이며(Burke et al., 1978; Chu & Liao,

2007; Roster, 2001), 자아로부터의 분리과정(Lastovicka

& Fernandez, 2005; Young & Wallendorf, 1989)으로 정의

해 왔다. Lastovicka and Fernandez(2005)의 세 가지 경로

에 따르면, 처분은 미래의 새 주인과 공유된 자아를 가

지고 있다고 지각할 때 발생한다.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의미의 조작이나 일치성의 발전은 처분의 과

정을 “we-self” 혹은 공유된 자아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한

다(Cherrier, 2009). 또한, 처분은 “never-me self” 혹은 바

람직하지 않은 과거의 자아의 연장을 벗어버릴 때 발생

하는데,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

키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기쁘고, 긍정적인 버전의 새로

운 자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

로, “not me”와 “me”를 구분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소유물의 박탈의식을 치르게 되며 이런 의식

(rituals)을 거치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소유물의 처분이

감정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처분은 소비과정 동안 발생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기능적, 상징적 역

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

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처분행동의 유형

처분행동은 Jacoby et al.(1977)에 의해서 개념적으로

최초로 분류된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보완하거

나 연구목적에 맞도록 재분류하여 사용하여 왔다. Jac-

oby et al.(1977)는 처분행동을 크게 보관, 영구적 처분,

일시적 처분으로 구분하였는데, 보관은 원래의 목적으

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혹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영구적 처분에는 버

림, 양도, 교환, 재판매 등이 포함되며, 일시적 처분은 남

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Burke

et al.(1978)은 보관, 폐기, 판매, 양도, 교환에 기부를 포

함시켰으며, Harrel and McConocha(1992)는 기부를 세

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와 그렇지 않은 기부로 세분

하여 구분하였다. Francis and Butler(1994)는 차고세일과

같이 소유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위탁상점을 통한

판매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걸레로 사용하거나 재사

용, 혹은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처분행동에 포함시

켰다. 앞서 설명한 전통적인 처분행동에 덧붙여 Bian-

chi and Birtwistle(2010)는 판매에 중고상점과 함께 e-

Bay와 같은 온라인 중간상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사용하

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오늘날의 소비자들에게 가

장 중요한 새로운 처분행동 채널이 인터넷이기 때문이

다(Chu & Liao, 2007). 또한 재활용도 처분행동의 한 가

지 유형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사교모임과 동시에 물

건을 교환하는 의복 교환 이벤트를 연구하였던 Albinsson

and Perera(2009)는 처분행동을 나눔(sharing), 거래, 기부,

재활용, 버림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 Coulter and Li-

gas(2003)는 양도/기부, 버림, 판매, 재활용의 네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의 재활용은 다른 용도로 사

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자원활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문헌에서 명확한 정의는 나와있지 않으

나 본인이나 타인에 의해 원래의 용도에 부합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재사용과는 차이가 있

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재활용의 의미와는 다르게, Chang

and Park(1997)의 연구에서의 재활용은 보관과 폐기로

설명되는 비재활용의 반대되는 의미로서, 처분동기 관

점에서 경제적 처분 외에 이타적 처분을 포함시켜 계획

적이고 책임감 있는 처분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효율성, 사회적 책임, 동기, 재분배 등

특정 관점에 의해 처분행동을 구분하였다. Park et al.

(1995)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기증

하는 방법을 효율적 처분, 집에 그냥 두거나 버리는 경

우를 비효율적 처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Jeong and

Lee(2001)와 Jeong and Park(2006)은 판매나 교환의 경

제적 처분행동과 가족에 양도, 기부, 재활용을 포함하

는 이타적 처분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서

론에서 밝힌 것처럼 많은 연구가 환경의식이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다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Shim(1995)

은 FGI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재판매, 기부, 재사용,

폐기의 네 가지 유형을 그 동기에 따라 경제적 동기/환

경적 동기의 재판매, 자선적 동기/환경적 동기의 기부,

경제적 동기/환경적 동기의 재사용, 편의지향/무인식적

폐기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Paden and Stell

(2005)은 제품 재분배 모형을 통해 처분행동을 재분배와

비재분배로 구분하였다. 비재분배는 매립되도록 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분배는 다시 보상유무에 따라

개인에게 직접 양도하거나 비영리단체를 통한 기부 등

의 무보상적 재분배와 차고세일, 벼룩시장 등의 직접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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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와 경매, 중고상점 등을 이용하는 간접 판매의 보상적

재분배로 구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처분행동의 유형에는 보관, 영구적 처

분(폐기), 양도, 재활용, 교환, 판매, 기부, 일시적 처분이

포함되며, 양도, 판매, 기부가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2. 의복 처분행동의 선행변수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제품, 개

인, 상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Albinsson & Pe-

rera, 2009; Hanson, 1980; Jacoby et al., 1977; Paden &

Stell, 2005). 특히, Hanson(1980)은 소비자 제품 처분과

정 패러다임을 통해 각각의 차원들은 처분과정뿐만 아

니라 차원 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의사

결정자의 심리적 특성, 사회/인구통계적 특성 등은 개

인차원에 포함되며, 제품의 기능상실, 진부화, 스타일,

가격 등은 제품차원에 포함된다. 또한 상황차원에는 재

정, 보관장소, 취득상황, 시기, 물리적/사회적 상황 등이

속한다.

1) 제품차원

제품은 소비자의 제품 소비동기와 목적에 따른 기능

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능적 의미는 제품의 실

용적인 속성과 특성을 말하는데(Coulter & Ligas, 2003),

처분은 이러한 기능적 의미가 상실되었을 때 즉, 제품이

닳거나 손상, 혹은 고장으로 더 이상 물리적 기능을 실

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Paden & Stell, 2005). 제품의

상태, 색상, 내구성(Albinsson & Perera, 2009; Jacoby et

al., 1977), 교환성, 가치(Albinsson & Perera, 2009; Han-

son, 1980) 등이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의복 제

품의 경우 물리적 효용 감소, 품질불만족, 형태/치수변

화(Park, 1998), 불편함, 부적합성(Park, 1998; Yoo, 1996)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값비싼 옷은 비록 입

지 않더라도 보관하는 경향이 있는데(Birtwistle & Moore,

2007), 이는 제품의 최초 가격(Jacoby et al., 1977)도 처

분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k et

al.(1995)은 처분이유를 기능상의 결함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효율적 처분과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으

나 유행, 디자인 등의 이유로 처분하는 경우를 비효율

적 처분으로 구분하였는데, 다수의 연구들이 유행변화

를 처분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Hanson, 1980;

Jacoby et al.,1977; Paden & Stell, 2005; Park, 1998; Yoo,

1996).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와 처분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한 DeBell and Dardis(1979)

는 기계적/성능적 진부화와 유행/기술적 진부화가 처분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각각 처분의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이나 특성들이 처분행동의 유형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소유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소유물에 의미를 부여한다(Chu & Liao, 2007).

제품의 또 다른 측면인 상징적 의미는 특정 사건, 대인

관계의 질을 높이고, 타인에 대해 소비자 자신을 동일

시하는 방법을 도와주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Coulter

& Ligas, 2003). 이것은 제품과 연관된 개인적이고, 내재

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인요인과 겹쳐지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체조팀에서 입었던

셔츠에 감성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

지 못하거나 좋은 상태의 의복을 버리는 것이 기분이 좋

지 않은 것은 제품의 감성적, 상징적 가치가 영향을 주

기도 하지만(Albinsson & Perera, 2009), 개인의 가치관,

성격, 감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의 상징적 의미는 제품요인으로도 개인요인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2) 개인차원

제품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개인차원의 요

인은 크게 의사결정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인구통계적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심리적 특성변수는 개인의 성격

태도, 감정, 인지, 창의력, 지적 능력, 자기이미지, 자기개

념, 감성적 연상 등을 포함한다.

소비자들은 자기이미지와 더 이상 맞지 않거나 상징

적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을 처분하는데(Paden &

Stell, 2005), Coulter and Ligas(2003)는 심층면접을 통

해 Packrats(무엇이든지 잘 모아두는 사람)과 Purgers(깨

끗이 하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Packrats이 Purger

보다 소유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품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와

처분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공통된 아이덴티티를 갖는 구매자들(예를

들면, 유사한 직업 등)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팔았을 때

에만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Lastovicka & Fernandez,

2005). 자기개념 역시 처분결정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요

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을 환경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소

비자는 폐기보다는 재활용이나 교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Albinsson & Perera, 2009). 소비주의 성향(H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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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회책임적 의류 소비태도(Chang & Park, 1997),

환경의식(Han, 2009; Morgan & Birtwistle, 2009; Park

& Oh, 2005; Park et al.,1995; Shim, 1995)도 분리수거

나 재활용, 기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선도력(Morgan & Birtwistle, 2009)이나 경쟁적 성향 등

개인의 성격특성도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들 성

향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의 구매나 온라인 경매에

서 타인들이 입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과 흥분

을 위해 제품을 처분(재분배)하기도 한다(Paden & Stell,

2005). 이러한 변수들은 단순히 처분행동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특정 처분행동의 유형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

다. Bianchi and Birtwistle(2010)은 스코틀랜드와 호주 소

비자의 처분행동 비교 연구에서 유행선도력이 양도, 환

경의식이 양도와 기부, 일반적 재활용 행동이 경제적 처

분, 양도, 기부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의 인구통계적 변수 역시

처분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

다. Jacoby et al.(1977)는 의사결정자의 사회계층, 또래

압력이, Francis and Butler(1994)는 교육수준이, Albin-

sson and Perera(2009)은 실직, 이혼, 이주 등의 역할변화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Park et al.(1995)는 종교, 주

거형태에 따라 제품의 처분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

고, Huh(2005)는 성별, 혼인여부, 연령, 소득이, Roh and

Kim(2002)의 연구에서는 직업, 사회계층, 연령, 성장지

역 등의 요인들이 재활용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Hanson(1980)은 인적 요인이 크게 개인과

가족으로 나뉘어져 가족의 의사결정과정과 가족 내 의

사결정과정에의 참여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처

분행동의 결정에 가족의 영향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

로, 가족구성원 수(Park et al., 1995), 가족형태나 형제서

열(Roh & Kim, 2002), 가족의 처분패턴(Albinsson & Pe-

rera, 2009) 등이 처분행동에 영향을 준다. Jeong and Lee

(2001)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학년과 자매유무가 경제

적 처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의 취업여

부도 이타적 처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상황차원

상황차원의 요인에는 시기나 물리적/사회적 상황(Han-

son, 1980; Paden & Stell, 2005)과 보관장소, 취득상황

(Jacoby et al., 1977) 등이 포함된다.

일 년 중 특정 시기는 처분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각 학년이 끝나고 나면 기숙사나

아파트를 이주하는 학생들이 많은 소유물을 처분한다

(Paden & Stell,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옷장을 정리하거나, 이사가 집중되어 있는 봄, 가을

등이 의복을 처분하는 시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보

관장소의 크기 역시 중요한 변수이며(Chu & Liao, 2007;

Paden & Stell, 2005), 선물로 받은 경우인지 아니면 직접

구매했는지의 취득상황이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

다(Jacoby et al., 1977).

또한, 처분행동은 준거 대상자와 사회적 규범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Henry, 1991;

Paden & Stell, 2005), 사용할 만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사회분위기라면 소비자는 책임감

있다고 여겨지는 처분행동 즉, 판매나 기부, 양도 등의

처분행동을 선택할 것이다(Harrell & McConocha, 1992).

의복 교환 이벤트를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으로 연구한

Albinsson and Perera(2009)는 소유물을 정기적으로 처

분하기 위한 동기로서 교환을 장려하는 네트워크 커뮤

니티의 존재여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바자회나

자선활동을 주관하는 종교단체나 부녀회와 같은 조직

체에의 접근성이나(Park et al., 1995), 재활용 인프라구

조와 미디어, 절약상점과 자선단체의 존재여부가 중요

한 변수가 될 수 있다(Albinsson & Perera, 200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품,

개인, 상황변수를 포함하는 결정요인과 의복 처분행동

에 대한 그 효과를 밝혀내는 것이다. 개인요인 중에 인

구통계적 변수는 일부 문헌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수만

을 중점적으로 다룰 만큼 중요한 변수이며, 또한 다른

변수들과 달리 명목척도로 측정하므로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의복 처분의 결정요인과 의복

처분행동의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의복 처분의 결정요인이 의복 처분행동

의 차원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

인한다.

연구문제 3.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의복 처분행동

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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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의 20~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

였다. 전국 규모 100만 명 이상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2016년 2월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316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

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83명(26.3%), 30대가 75명

(23.7%), 40대가 76명(24.1%), 50대가 82명(25.9%)이었

으며, 직업으로는 사무직(n=124, 39.2%), 전업주부(n=

74, 23.4%), 학생(n=42, 13.3%), 전문직(n=31, 9.8%)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

만(n=110, 34.8%),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n=107,

33.9%)과 6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n=38, 12.0%),

200만 원 미만(n=34, 10.8%)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학

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n=177, 56.0%), 고등학교

졸업(n=67, 21.2%), 전문대 졸업(n=54, 17.1%)의 순이었

으며, 기혼자가 182명(57.6%), 미혼자가 125명(39.6%)

로 나타났다. 이들의 동거가족의 수는 4명인 경우가 총

136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은 80명(25.3%),

2명과 5명이 각각 37명(11.7%)과 30명(9.5%)이었다. 거

주지는 서울특별시(n=121, 38.3%), 부산, 대구, 인천, 대

전,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n=73, 23.1%), 중소도시(n=

59, 18.7%)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도시 거주자였으며, 주

거형태는 아파트(n=178, 56.3%), 다가구형 주택(n=62,

19.6%), 단독주택(n=44,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 월 의복 구입비용은 5만 원 이상~10만원 미만(n=102,

32.3%)이 가장 많았으며, 10만 원 이상~15만 원 미만(n=

83, 26.3%), 15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n=46,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크게

처분행동의 유형,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일반적

인 인구통계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Bianchi and

Birtwistle(2010), Harrell and McConocha(1992), Jacoby

et al.(197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처분행동의 유형 12문

항과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품, 개인, 상황변수는 Al-

binson and Perera(2009), Coulter and Ligas(2003), Han-

son(1980), Harrell and McConocha(1992), Kleine et al.

(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76개 문항을 이용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일련의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문

항을 축소, 추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

이 비슷한 내용을 의미하나 표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

는 경우들이 많아 전문가 2인의 표면적 타당성 검증, 수

정, 보완을 통해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처분행동의 유형 14문항,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34문항, 사회/인구통계적 질문의 9문항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경우 ‘나는

입지 않는 옷을 처분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때, 의복이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가를 고려한다’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복 처분행동의 유형과 이에 대한 결정요인의 추출

을 위해 SPSS 15.0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AMOS

7.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른 의복 처분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변

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특성

을 밝혔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처분행동의 유형과 결정요인의 추출과 확인

의복 처분행동의 유형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Vari-

max 회전의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형, 영구적 결

별, 양도, 판매, 기부의 다섯 가지 처분행동의 유형을 추

출하였고,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그 차원을 확

인하였다(χ
2
=102.813, df=45, p=.000; χ

2
/df=2.285; NFI=

.923; CFI=.954; RMSEA=.064).

같은 방법으로 의복 처분행동의 여덟 가지 결정요인

인 자기개념, 재사용 가능성, 경제요인, 사회적 환경, 감

정적 연상, 보관, 유행성, 소속감이 추출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그 차원을 확인하였다(χ
2
=515.433, df=

223, p=.000; χ
2
/df=2.311; NFI=.864; CFI=.916; RMSEA

=.065).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구분하였던 선행연

구(Albinsson & Perera, 2009; Hanson, 1980; Jacoby et

al., 1977; Paden & Stell, 2005)와 비교해 보면, 여덟 가지

결정요인 중에서 제품의 최초 구매가격이나 미래 구입

예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경제요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감정적 의미와 관련된 감정적 연상, 그리고 제

품의 상태에 따른 재사용 가능성, 제품의 유행성 등 모

– 884 –



의복 처분행동의 결정요인과 효과 111

두 제품과 관련된 요인이다. 또한, 자기이미지나 이상적

인 모습과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자기개념과 조직이나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소속감은 개인차원

에, 보관능력과 관련된 보관과 재활용 시설 인프라나 사

회분위기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환경이 환경차원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처분행동의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의 영향력 검증

1)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추출된 요인들을 구

성하는 모든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이 .380에서 .928까

지로 모든 항목이 대응하는 요인에 유의하게(t-value>

1.96)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경의 요인 중

‘책임감 없는 처분에 대한 비난’과 관련한 문항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380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전체 표본의

수가 300명 이상이고(Hair et al., 1998) 내용면에서 사회

적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항목이므로 집중타당성

이 확보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개념신뢰도는 .583 이

상 .906 이하이고, 분산추출지수는 .401 이상 .828 이하

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의 내적일관성이, 모든 구성개념

간의 평균 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φ
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각 구성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
2
=981.215(df=516, p=.000; χ

2
/

df=1.902), NFI=.831, CFI=.910, RMSEA=.053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구조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 구조모형을 통한 결정요인의 영향력 검증

처분행동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자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제시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
2
=1036.386(df=525, p=.000; χ

2
/df

=1.974), NFI=.821, CFI=.901, RMSEA=.056으로 수용 가

능한 모형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총 40개의 경로 중 16개

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

세히 살펴보면, 재사용 가능성은 양도(β=.166, p<.05)와,

자선적 기부(β=.178, p<.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영구적 결별(β=−.402, p<.001)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에는 영구적 결별(β=

.328, p<.001)과 판매(β=.473, p<.001)에 정의 영향을 주

었으며, 사회적 환경은 각각 변경(β=.248, p<.05), 영구적

결별(β=.180, p<.05), 양도(β=.271, p<.01), 자선적 기부(β=

.681,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보관요인은 양

도(β=−.126, p<.05)에 유의한 영향을, 유행성은 판매(β=

−.276, p<.01)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소속감은 변경(β=

.206, p<.05), 양도(β=.429, p<.001), 판매(β=.300, p<.001),

자선적 기부(β=.25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개념과 감정적 연상은 처분

행동 유형에 어떠한 영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는 사회적 환경과 소속감으로 각각 다

섯 가지 처분행동의 유형 중 네 가지 유형에 영향을 주

었고, 재사용 가능성이 뒤를 이어 세 가지 처분행동에 영

향을 주었다. 이에 비해 자기개념과 감정적 연상은 아무

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제품을

처분하는 데 있어 그 잔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소비행동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Ha-Brookshire &

Hodges, 2009),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

키는 처분행동(Bianchi & Birtwistle, 2010; Paden & St-

ell, 2005)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독려하는 사회적 환

경과 의복의 재사용 가능성, 의복에서 기인하는 소속감

등이 처분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복은 유행의 변화나 개인의

싫증 때문에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데(Han, 2009), 한 개

인의 좋은 기억이나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의복이라면 처분보다는 계속해서 보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복과 관련된 연상이나 자신의 현재, 혹은 이상

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자기개념이 처분행동의 어떤 유

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결과를 처분행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

면, 첫째, 변형에는 사회적 환경과 소속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재활용과 기부 등을 독려하는 사

회분위기와 시설의 구비는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히 재활

용과 기부에 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

비를 지향하는 윤리적 소비의식과 행동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중매체에 자

주 등장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의복 리폼 경연을 보여주

는 TV쇼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는 의복 리폼 강

좌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식과 행

동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위의 윤리

적 소비자들로부터의 영향, 지속적인 교육과 재활용 문

화 등의 윤리적 시스템의 경험 등이 윤리적 의복 소비 실

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Jung(2011)의 심층연구 결과와

도 일치한다. 또한, 처분하고자 하는 의복이 사회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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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model testing results                                                      (N=316)

Constructs Measurement items SFL
a

SE t-value
Construct

reliability
AVE

b

Determinants

of disposition

behavior

Self-concept

Fit my image .782 - -

.878 .707Tell who I am .892 .071 16.409

Show who I aspire to be like .845 .069 15.775

Reusability

Wearable for others .906 - -

.855 .668Possibility for future use .876 .051 18.569

In good condition .641 .052 12.550

Economic

factor

Purchasing cost .682 - -

.808 .585Current income .809 .103 11.542

Purchasing cost in the future .797 .104 11.476

Social

environment

Accessibility to recycling facilities .436 - -

.737 .440
Accessible charity organizations or bazaars .887 .261 07.651

Community encouraging responsible disposition .800 .217 07.500

Blame for irresponsible disposition .380 .179 05.199

Affective

associations

Worn in the happiest moment of my life .709 - -

.813 .594Reminds me of my childhood and growing up .851 .098 12.203

Related to family or friends .745 .094 11.545

Storage

Storage capability for new clothes .767 - -

.774 .543Storage capability for castoff clothes .878 .103 10.551

Take up a lot of space .520 .066 08.549

Fashion-

ableness

Keep up with trends .812 - -

.770 .539Outdated fashion (R) .839 .086 12.461

Possible to regain its vogue .503 .082 08.375

A sense of

belonging

Affiliated with groups or parties .917 - -
.906 .828

Feel connected with others .928 .055 18.288

Disposition

behavior

Revising
Use for other purpose (e.g., town-wear used for work) .710 - -

.583 .472
Transform for another use .587 .078 07.552

Permanent

separation

Throw into the discard .780 - -

Cut or disjoin .651 .085 07.850 .655 .401

Put into recycling bin .414 .107 05.906

Giving away
Give used clothing to friends and family members .679 - -

.757 .613
Swap clothing with friends and family members .875 .109 10.939

Selling
Sell to a second hand shop .688 - -

.734 .582
Use an online intermediary to sell .831 .113 09.845

Donating

to charity

Give to charity organizations or thrift stores .856 - -

.877 .705Donate to charity bazaar and auction .869 .052 18.724

Give to needy neighbors .791 .053 16.464

a: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he first item for each construct was set to 1.

b: Average extracted variance

(R): Reverse question

– 886 –



의복 처분행동의 결정요인과 효과 113

Table 2.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testing

Paths Estimate CR

Self-Concept → Revising −.101*** −1.184

Self-Concept → Permanent Separation −.104*** −1.137

Self-Concept → Giving away −.103*** −1.354

Self-Concept → Selling −.062*** −.748

Self-Concept → Donating to charity −.122*** −1.935

Reusability → Revising .014*** .190

Reusability → Permanent Separation −.402*** −4.610

Reusability → Giving away .166*** 2.359

Reusability → Selling −.094*** −1.237

Reusability → Donating to charity .178*** 3.062

Economic Factors → Revising .163*** 1.828

Economic Factors → Permanent Separation .328*** 3.724

Economic Factors → Giving away .098*** 1.396

Economic Factors → Selling .473*** 5.350

Economic Factors → Donating to charity −.015*** −.204

Social Environment → Revising .248*** 2.197

Social Environment → Permanent Separation .180*** 1.961

Social Environment → Giving away .271*** 3.256

Social Environment → Selling .157*** 1.900

Social Environment → Donating to charity .681*** 6.303

Affective Associations → Revising .132*** 1.510

Affective Associations → Permanent Separation .013*** .145

Affective Associations → Giving away .032*** .441

Affective Associations → Selling −.019*** −.242

Affective Associations → Donating to charity .088*** −1.442

Storage → Revising −.106*** −1.474

Storage → Permanent Separation −.018*** −.250

Storage → Giving away −.126*** −2.047

Storage → Selling .055*** .840

Storage → Donating to charity −.147*** −2.882

Fashionableness → Revising −.127*** −1.461

Fashionableness → Permanent Separation −.059*** −.665

Fashionableness → Giving away −.113*** −1.528

Fashionableness → Selling −.276*** −3.286

Fashionableness → Donating to charity .016*** .264

A Sense of Belonging → Revising .206*** 2.117

A Sense of Belonging → Permanent Separation .157*** 1.857

A Sense of Belonging → Giving away .429*** 5.515

A Sense of Belonging → Selling .300*** 3.782

A Sense of Belonging → Donating to charity .255***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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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χ
2
=1036.386(df=525, p=.000; χ

2
/df=1.974), NFI=.821, CFI=.901, RMSEA=.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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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감을 느끼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

히 의복을 재활용 수거함에 넣거나 기부하여 소비주체

와 분리되기보다는 의복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거나

형태를 변형하여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영구적 결별에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 재

사용 가능성(−)이 영향을 주었다. 영구적 결별에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넣는 것

으로, 재활용의 경우에는 진행 경로, 제품의 최종 목적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분리수거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제품 영구폐기와 같은 의

미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의

경제적인 가치 등 금전적인 측면을 고려할수록 영구적

결별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제품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처분방법, 즉, 판매 등을 선택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이 처분의 재정적인 측면에 관여한다면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다른 개인에게 직접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한 Jacoby et al.(197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재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면 보관이나 판매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넣는 것이 가장 용이한 처분방법

일 것이다. 따라서 영구적 결별에 대해 재사용 가능성이

가장 강력한 부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양도에는 재사용 가능성과 사회적 환경, 소속감

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고, 보관요인이 부의 영향을

주었다. 양도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 등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서 사용하였던 제품이 더 이상 자신에게 그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제품의 상태가 재사용 가능하

고, 재사용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보관장

소가 부족하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통

해 제품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동시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Albinssion & Perera, 2009; Harrell & Mc-

Conocha, 1992; Lastovicka & Fernandez, 2005). 또한, 단

체나 사회조직에의 소속감처럼 상징적으로 소비자에게

의미를 주는 제품은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Coulter & Ligas, 2003), 이는 소비자가 그

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유한 제품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Chu & Liao, 2007). 따라서

소비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처분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양도할 가능성

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판매에는 경제적 요인, 소속감과 유행성(−)이 유

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 중 경제적 요인의 가장 강

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제품의 경제적인 가치를 고

려하는 소비자라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중

요시할 것이고 당연히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판매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값비싼 옷

은 비록 입지 않더라도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Birt-

wistle and Moore(2007)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의 경우,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교복

의 재활용 실태에 대해 연구한 Lee et al.(2014)는 응답

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복 재활용 시장에서의 교복 구매

및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 교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미혼 취업여성의 사장의복(un-

used clothes)의 처분행동에 대해 연구한 Kim and Cho

(2000)에 따르면 회사의 의복 외압이 사장의복을 발생시

켰고, 재활용 필요성 인식이 높고 의류비 지출이 많으며

장기간 근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취업여성들이 경제적

처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의 근무복 용

도로 계속해서 구매한 의복은 경제적 목적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의복의 소속감이 높을수

록 재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의복이 여전히 유행하는 스타일

이라면 계속 착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할 가능

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기부에는 재사용 가능성, 사회적

환경, 소속감, 보관(−)이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사회적

환경의 자선적 기부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했다. 소비자들의 의복 기부행동은 소비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Ha-Brookshire & Hod-

ges, 2009)이며, 타인을 도움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개

인적인 긍정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Bianchi & Bir-

twistle, 2010; Paden & Stell, 2005)일 수 있다. 따라서 사

람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품질상태의 의복을 기부할 가

능성이 높으며, 개인의 자선적 태도와 함께 사회적으로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기부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속감을 나타내

는 의복의 경우 특정 행사나 단체에서의 착용을 위해 기

능적이거나 앞서 언급한 학생교복과 같이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일 경우가 많아서 기부에 적합할 것으로 예

상되며, 최근 사회적 기업이나 구청의 교복 장터 등에 기

부하는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부에 대한 보관의

부적 영향은 처분을 결정할 때, 보관능력, 보관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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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보관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된

다면 굳이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의복 처분행동의 차이

검증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의복 처분행동에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직업, 월 소득, 교육수준, 가

족구성원 수, 주거형태, 월 평균 의복 구입비, 혼인여부

등 여덟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처분행동의 다섯

가지 유형인 변형, 영구적 결별, 양도, 판매, 기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one-way MANOVA)

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Wilks' λ=.905, F=3.162,

p<.01), 월소득(Wilks' λ=.921, F=1.171, p<.05), 혼인상

태(Wilks' λ=.963, F=2.856, p<.05)의 세 가지 변수만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독립변수 각각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 Scheffé's test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처분행동은 양도(F=3.30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

펴보면 20대와 40대의 소비자들의 양도에서 차이가 났

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이 양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월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영구적 결별(F=

3.591, p<.05)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200~400만 원인 집단이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소득이 낮은 집단이 일반폐기나 재활용 수

거함을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집단과 비 혼인집단 간의 차이는 양도(F=9.000, p<

.01)와 기부(F=5.881, p<.05)에서 나타났으며, 기혼 소비

자들이 더 많이 타인에게 양보하고 기부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인구통계적 변수 가운데 연령,

월 소득, 혼인상태가 양도와 기부 같은 의복 처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후검정의 결과는

연령이 높고, 기혼자일수록 더 많이 양도하거나 기부하

며, 소득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영구적 폐기를 덜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미혼자, 연령이 낮은 집단, 그

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환경보존적 처분행동

Table 3. The results of MANOVA testing

Source Dependent variable Groups F-value

Age

20-29 (n=83) 30-39 (n=75) 40-49 (n=76) 50-59 (n=82)

Revising 3.42 3.38 3.41 3.52 0.257

Permanent separation 3.09 3.16 3.07 3.09 0.304

Giving away 3.02B 3.25AB 3.63A 3.52AB 3.309*

Economic disposal 2.28 2.38 2.47 2.12 1.067

Donating to charity 2.72 2.64 2.90 3.21 2.308

Monthly

income

(KRW)

Below \2M
a

(n=34)

\2-4M
a

(n=107)

\4-6M
a

(n=110)

Above \6M
a

(n=65)

Revising 3.68 3.41 3.40 3.42 0.613

Permanent separation 2.85B 3.22A 3.10AB 3.05AB 3.591*

Giving away 3.46 3.34 3.35 3.32 0.076

Economic disposal 2.37 2.33 2.27 2.30 0.061

Donating to charity 2.60 2.64 3.03 3.13 2.314

Marital

status

Married (n=182) Not married (n=134)

Revising 3.39 3.50 0.803

Permanent separation 3.13 3.06 1.265

Giving away 3.55 3.09 9.000**

Economic disposal 2.30 2.31 0.015

Donating to charity 3.04 2.64 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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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nd AB are the results of a Scheffé's post hoc test (A>B).

a: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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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 Huh(2005)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이며, 직업이 재활용 행

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Roh and Kim(2002)의

연구와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Huh(2005)의 연

구의 경우 의복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보존

적 처분행동을 다루었다는 점과 Roh and Kim(2002)의

경우에는 미혼 취업여성의 재활용 행동에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복 처분행동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복 처분을 결정하는 요인

들과 의복 처분행동의 차원을 밝혀내고, 의복 처분의 결

정요인의 처분행동 유형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복 처분행동의 유형의 다섯 가지 차원인 변형,

영구적 결별, 양도, 판매, 자선적 기부를 실증적으로 확

인하였다.

둘째, 의복 처분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여덟 가지 차원

인 자기개념, 감정적 연상, 자선, 비용, 사회적 환경, 보

관, 제품특성, 수익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Albins-

son & Perera, 2009; Hanson, 1980; Jacoby et al., 1977;

Paden & Stell, 2005)와 비교해 보면, 수익성, 비용, 감정

적 연상, 제품특성은 제품차원에, 자선, 자기개념은 개

인차원에, 보관과 사회적 환경이 환경차원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처분행동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검

증한 결과, 총 40개의 경로 중 16개의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

을 주는 변수는 사회적 환경과 소속감이었으며, 이에 비

해 자기개념과 감정적 연상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처분행동에는 감정과 같은

개인차원의 요인들보다는 제품 자체의 가치나 상황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람

직한 의복 처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

기와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사회

는 물론 기업차원에서의 교육이나 홍보, 시설물 설치, 재

활용이나 기부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

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재활용에는 자선, 수익성(−), 감정적 연상(−)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은 크게 사회책임적

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있는 재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가 처분결정 상황에서 제품의 수익성을 많이 고려한다

면 재활용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방법을 선

택할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이며, 또한 개인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제품은 진

행 경로, 제품의 최종 목적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

를 알 수 없는 재활용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해석된다.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 자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재활용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활용의 활성화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 자원보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의복 처분으로 인한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양도에는 재활용 가능성, 사회적 환경, 소속감

과 보관(−)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자신의 확

장된 자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복이 전혀 모르

는 타인에게 전해지거나 금전적으로 환산되기보다는 가

족이나 친구 등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며, 동시

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섯째, 판매에는 경제적 요인, 의복의 유행성, 소속

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온라인 경매나 명

품 중고상점, 다양한 중고제품 유통채널의 활성화나 교

복이나 단기간 착용하였던 정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의 개발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만일 소비자가 초기 구입비용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

거나, 반대로 미래에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제품의 소유

할 수 있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옷장 속에 가둬둔 의

복들을 판매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기부에는 재활용 가능성, 사회적 환경, 보관,

소속감이 영향을 주었다. 즉, 소비자들은 상태가 좋은 의

복을 기부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기부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와 관련한 기업

의 촉진전략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수익금

이나 헌 의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통한 중

고 의복 보상판매나 교환판매 등은 소비자의 자선욕구

를 충족시키며, 매출 증진과 함께 기업이미지 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인구통계적 변수 중, 연령, 월 평균 소득, 혼

인상태의 세 가지 변수에 따른 의복 처분행동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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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고, 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기부하며, 연령이 높은 기혼자일수록 양도를 더 많

이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의복을 다루지 않

았거나 특정 처분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연구

와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인구통계변수가 처분

행동에 대한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의복 구매빈도가 높아지고 의복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의복을 버리는 유행(Birtwistle & Moore, 2007)은 가속

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는 물론 다양한 사회현

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의복 처분행동이 중요한 이슈로 등

장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품, 개인, 환경

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적 틀을 마련했다. 기존

의 처분행동 연구들이 환경의식이나 사회책임적 소비태

도 같은 특정 요인이나 재활용과 같은 특정 처분행동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과 처분

행동 유형을 포함하는 전체적 관점에서 처분행동의 결

정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유형별로 영향요인이

상이함을 밝혔다. 또한,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 등의 질

적 연구와 이론 중심의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학문적으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소비자들

은 새로운 제품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은 물

건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단순히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하지 못한다(Chu & Liao, 2007). 이런 상황에서 기부

나 재판매는 스트레스 없이 새로운 제품의 구입을 정당

화시킬 수 있다(Chu & Liao, 2007). 만일 기업이 소비자

들의 고민과 죄책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처분방법을 제

안하거나, 헌 옷에 대한 보상판매, 기부와 관련된 이벤트

나 판촉활동 등과 같이 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한다면,

기업의 이미지 고양은 물론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소비자의 처분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그 활

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 나은 마케팅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으므로(Raghavan, 2010), 다양한 처분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을 밝혀 통합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국한하였으

나, 최근 남성 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남성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성

별 비교나, 연령대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처분행동을 고찰하였다면 특정 의

복이나 특정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 또한, 취득과 처분행동의 비교나 상호간의 영

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소비자 행동이 순환구조

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면 소비과정에서의 처분행동

의 중요성을 더욱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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