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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ow clothing can increase in the age of the shared economy and as an alternative

to the capitalist economy of the 21st centur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fants and children use clothes

as they undergo many changes based on physical growth, identifies use and disposal methods for surplus

clothing from the perspective of a shared economy and explores plans to foster an environment for the heal-

thy use of cloth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dentify the need for new clothes based

on physical changes in the human body; second, propose an alternative to permanent disposal by making

used clothes appropriate for temporary disposal (renting and leasing). In sharing services, the condition and

quality of the product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 condition and quality of the prod-

uct (70.0%)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haring services. The sharing services for clothes and goods

of infants and children could become popular quickly if there was a reliability guarantee offered by such

sharing services. In addition, providing trial services and aggressive publicity for sharing services is urgent

for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general consumers.

Key words: Clothing sharing, Sharing economy, Sustainability, Children's wear; 의복쉐어링, 공유경제, 지

속가능성, 아동복

I. 서 론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발생한 공

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

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

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협

력적 소비이다. 오늘날 소비자는 과거 ‘옷을 장만한다’는

개념에서 의복구매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개

성과 취향을 손쉽게 표현하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개

념으로 의복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처럼 변화되는 의복의 구매형태와는 달리 한국 소비자의

중고의복의 구매나 의복 대여행동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의복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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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속가능 의복 소비행동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친환경적 소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로

일반적인 소비자 처분행동(Han, 2009; Hanson, 1980; Ha-

rrell & McConocha, 1992; Lessig, 2008), 자원의 재활용

행동(Kim & Lee, 1997; Shim, 1995)에 관한 연구가 있으

며 친환경적 의복소비로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사장

의복에 관한 연구, 의복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환경의식

과 의복 재활용 및 구매에 관한 연구, 구매유형과 친환경

적 의복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특히 직장의 근무복 문화와 소비자의 재활

용 의식에 따라 중고시장에서 의복 구매경험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적인 의복쉐어링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유아기 또는 아동기

어린이의 지속가능 의복에 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

이다.

DeLong et al.(2016)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의복의 착용실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의복활용의

연장(extending clothing)은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착용실태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각국의 특성

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복착용에 따른 훈련과 학습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중고의류 매장의

이용빈도가 낮았으나 유일하게 아동복의 경우에는 타인

의 옷을 물려받아 착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DeLong et al.,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의복쉐어링의

활용을 위한 대상으로 유 ·아동기 어린이의 의복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신체의 성장에 따른 급속한 체형

의 변화로 인해 주기적 의복의 구매빈도가 높은 유 ·아

동기 의복 활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따른 의복쉐

어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성장에 따른 신체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의복활용에 따른 변화가 많은

유 ·아동기 어린이의 의복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공유경

제의 관점에서 의복쉐어링을 활용한 잉여의복의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 ·아동

기 어린이의 의복구매 및 습득방법의 변화와 잉여의복의

활용실태 및 처분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의복

활용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의복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 ·아동기

어린이의 새로운 의복의 필요로 발생하는 의복의 구매

및 습득방법에 활용되고 있는 의복쉐어링 실태를 파악

한다.

둘째, 의복 활용확대(extended clothing)를 위해 사후

의복의 영구적인 처분(버림)방법에서 일시적인 처분(기

부, 판매, 교환)인 대여와 임대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 의복쉐어링을 정의하고,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

복쉐어링에 대한 실효가능성 여부와 공유경제 시대에 맞

는 의복쉐어링 서비스에 필요한 주요 요인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공유’란 물건, 공간, 지식, 경험, 정보 등을 함께 나누

어 사용해서 자원의 활용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가치

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Cho, 2013). 글로벌 경기침체

시대에 ‘공유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소유권 개념으로 공동의 경험

을 공유하는 방식이 새로운 가치형태로 등장하였다. 공

유경제에 대하여 Botsman and Rogers(2010)는 경제가

회복되면 시들해질 단기적 현상이 아닌 다음 10년을 지

배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언급하면서 쉐어링 서비스

가 갖추어야 할 세가지 주요 요인으로 1) 제품 서비스

(product service system), 2) 신뢰성 있는 시장(redistribu-

tion, markets), 3) 협력관계의 라이프스타일(collabora-

tive lifestyle)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1년『Time』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꼽았

으며 Forbes(2013)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다가

오고 있다”(p. 105)고 언급하면서 공유경제를 전 세계적

인 키워드로 지목하였다. 이는 과거 ‘품앗이’와 같은 공

유활동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활동으로 활용되면서

‘공유경제’라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 51억 달러였으며, 2014년

100억 달러에 이르면서 연 8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을 하는 메가트랜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Bilbao-Oso-

rio et al., 2013). 이미 공유경제는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

어, 북미(60.0%)와 유럽(35.0%)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

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작단계에 성장

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기대는 매우 높은 수준이

다(Kim et al., 2014). 또한 경제학자들은 공유경제가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loT)라는 플랫폼을 통해 미

래 공유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loT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유경제로 전환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o,

2014; Rifk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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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2008년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Lessig,

2008)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쉐어이코노미(sh-

areconomy)’ 또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

tion)’이라는 말로도 지칭된다. 이는 동료들 간의 물건과

서비스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하는 하이브

리드 마켓 모델(hybrid market model)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소

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이다(Lessing, 2008).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태학적인 높은 지속

가능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Prothero et al., 2011).

따라서 최근 개발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비

시장으로 협력적 소비를 그 플랫폼으로 제안하고 있다

(Phipps et al., 2013). 지속가능의 문제는 환경, 사회 그

리고 경제 안에서 소비의 최적화라는 결과물을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요구를 만족시키는 조건 안에서 만들

어내야 하기 때문이다(Luchs et al., 2010).

이러한 시점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

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발생한 공유경제

는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에게 더 이상 필

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방식의 협력적

소비에 개념인 공유경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는 최근에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그 개념이 확

대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의 대

표적인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Botsman & Rogers, 2011).

2. 공유경제에서 의복쉐어링(sharing clothing in

sharing economy)

‘공유경제’는 자원의 고갈과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위협이 가중되면서 2000년대 초, 대불황 속에서 대두된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자신

의 노동력과 경험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서로의 물건

을 교환하는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다양한 공유활동

이 다시 재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유경제는

초기단계로 현재까지는 해외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서울시

를 비롯한 부산, 경기도 등에서 ‘공유도시(sharing city)’

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 2014). ‘의복(clothing)’ 역시 공유경제,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의복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사

용으로 인해 수명을 다하여 처분하기보다는 유행이나

소비자 개인의 싫증으로 인해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따라 의복의 경우, 인간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친

화적 처분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

다(Han, 2009). 오늘날 소비자는 과거, 옷을 장만한다는

개념에서 의복구매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개

성과 취향을 손쉽게 표현하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추

세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의복의 달라진 구매형태

와는 달리 중고의복의 구매나 의복 대여행동은 저조한

실정이다(Huh, 2007; Roh & Kim, 2002). Veverka(1974)

는 소비자들이 의복의 소유를 포기할 때 의복의 영구적

인 처분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영구적인 처분방법으로

버림, 포기, 양도, 교환, 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Hanson(1980)은 제품의 처분과정을 ‘처분행동으로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품의 유지, 영구

적인 처분, 일시적인 처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품의 영구적인 처분은 버림, 기부,

판매, 교환을, 제품의 일시적인 처분은 대여와 임대로 제

시하였다. 이러한 제품의 처분방법은 실질적으로 공유

경제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의복행동의 대안은 교환, 기

부, 재고상품의 구매를 통해 사용자가 바뀌는 주인의 전

이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Swapstyle이나 ReSe-

cond와 같은 의복쉐어링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은 옷들을

사용자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Zilch이나 ThreadUp 역시 교환이나 기부방식으로 운영

되며 판매되는 재활용 상품을 가장 인기있는 카테고리

부터 인기가 적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Ta-

ble 1). 또 다른 예로 eBay(1995년 설립)는 사이버공간에

벼룩시장과 경매방식을 도입해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제품을 등록,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키플(kip-

le)은 대표적인 중고아동복 중개회사이다. 키플은 옷의

품질에 따라 A등급부터 C등급으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의류용품을 통해 사회적 기여활동

까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키플 이외 국내의 의류 관

련 공유기업으로는 작아져서 입지 못하는 아이옷을 다

른 이웃과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열린

옷장(https://theopencloset.net) 등이 국내에서 의복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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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시대에 따른 의복의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적 연구를 기본

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신체의 변화가 가장 빠

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유 ·아동기 어린이의 의복인 아

동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복은 넓

은 의미에서 유아복까지 포함하며 0세부터 초등학생까

지를 대상으로 하는 의류를 의미한다(Jin, 2013). DeLong

et al.(2016)에 따르면 아동복은 한국인 소비자 가운데

중고의류 및 타인의 옷을 물려받아 착용하는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유 ·아동기 어린이의 잉여의

복의 활용실태 및 처분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는 생

후 5개월부터 10세 이하 유 ·아동기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40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의복쉐

어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

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의복쉐어링 경험이 있는 5명의

응답자에게 30분의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유 ·아동기 어린이는 유아기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한정하였으며 SMS 설문과 인터뷰가 병행으로 실시되

었다. 최종 회수된 설문의 결과는 SPSS 23.0으로 분석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유 · 아동기 어린이를 위한 의복 구매형태

유 ·아동기 어린이를 위한 의복 구매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의복구매 및 습득의 주요 방식에 관한 질

문에 대하여, 설문에 참여한 어머니의 50.0%(n=20)는 자

녀의 의복을 의류매장에서 구매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0%(n=12)의 응답자가 주위사람들로부터 작아진 옷

이나 더 이상 입혀지지 않는 옷을 받아 입힌다고 응답하

였다. 20.0%(n=8)의 응답자는 해외 직구 서비스를 활용

한다고 응답해 최근 젊은 여성들의 다양화된 의복 구매

형태가 자녀의 의복 구매형태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살

Table 1. Overview of mapping of 254 collaborative consumption services

Mode of exchange Trading activity
Monetary

transaction

Market

allotment
Example

Access over ownership
Renting Yes 131 https://www.renttherunway.com

Lending No 60 https://www.couchsurfing.com

Transfer of ownership

Swapping No 59 http://www.swapstyle.com

Donating No 59 http://freegive.co.uk

Purchasing used goods Yes 51 http://threadup.com

From Hamari et al. (2016). p. 2049.

Table 2. Clothing sharing service in Korea

Areas Company Contents

Fashion City Miner Free clothing sharing service

Objects

Hello Market Mobile marketplace for used goods that facilitates direct peer-to-peer transactions

TWR (Theatre Waste Recycle) Recycling and bartering of stage equipment from performances

Jirakdang Cultural place that shares goods within a community

Village Peer-to-peer sharing of used goods through mobile Internet

Children's

wear

Pull-up Sharing clothes with neighbors that children have outgrown

Kiple
A service that uses virtual currency that can be accumulated by donating children's

clothes to purchase children's clothes from others

Men's

wear
Open Closet

Renting of donated formal wear, which is not frequently used, to young adult job-

seekers for job interviews

From Kim et al. (201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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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었다(Table 3).

응답자의 52.5%(n=21)는 2~3달에 한 번씩, 그리고

25.0%(n=10)의 응답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복을 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 ·아동기 자녀를 위해 거의 매달

의복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유

·아동기 자녀의 의복비 지출에 대하여 47.5%(n=19)의

응답자가 ‘매우 부담이 된다’고 하였으며 30.0%(n=12)

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절반

이 넘는 77.5%(n=31)의 응답자가 유 ·아동기 자녀의 의

복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 ·아동기 자녀의 의복비 지

출에 대한 부담과 자녀의 의복쉐어링 사이에 유의할 만

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유 · 아동기 어린이 의복쉐어링

본 참여한 유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 가

운데 85.0%(n=34)는 자녀의 의복을 쉐어링한 경험을 가

지고 있었으며 자녀의 의복쉐어링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을 가진 2.5%(n=1)의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자는 의복쉐어링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7.7%(n=23)의 응답자는 매

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35.0%(n=14)가 긍정적인 의

견을 보여 전체 응답자 중 92.5%(n=37)가 유 ·아동기 어

린이의 의복 및 유 ·아동용품 쉐어링에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85.0%(n=34)의 응답자는 유 ·아동기 어린이

의 의복쉐어링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하여 유 ·아동기 어린이를 위한 신뢰할 만한

의복 및 기타 용품 쉐어링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된다면

실효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복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경

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나누어 의복쉐어링 서비스의 필요

성과 추후 의복쉐어링 서비스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결

과, 서비스 필요성 항목과 의복쉐어링 서비스 활용가능

성 항목에서 쉐어링 경험 유 ·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쉐어링 서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쉐어링

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앞으로 전문적인 쉐어링 서비

스가 제공되었을 때 쉐어링 서비스의 필요성(p<.05)과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p<.01)에 대해 쉐어링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Table 4). 또

한 쉐어링 서비스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소비자일수

록 추후 의복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

(p<.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쉐어링에 대한 경험이,

이후 의복쉐어링 지속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

복쉐어링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추후 의복쉐어링 행동

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에 의복쉐어링에 대한 경험이 없었

으나 의복쉐어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신뢰할 만한 의복쉐어링의 경험을 통하

여 기존에 의복쉐어링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변화가능

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의복쉐어링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가능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의복쉐어링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의복쉐어링 서비스

가 보다 폭넓게 제공된다면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쉐어

링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축적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쉐어링에 대한 경험축적의 중요성은 앞으로의 공유경제

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와 함께 의복쉐어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실제적인

Table 3. Shopping types for children's wear

Shopping type

Frequency

Apparel shop

n (%)

Peer to peer sharing

n (%)

Internet shopping of international service

n (%)

Total

N (%)

20 (050.0) 12 (030.0) 8 (020.0) 40 (100.0)

Table 4. Results of independent t-test on the clothing sharing service

Perceived values Mean difference df S.D. t

Necessity −1.34 38 .26 −5.696**

Using willingness 0−.41 38 .14 −2.78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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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거부행동인지, 의복쉐어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편견이나 부정적 이미

지에 대한 반응에 따른 행동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추

후 더 구체적인 후속연구를 통한 논의가 요구된다.

3. 의복쉐어링을 위한 서비스 요인

의복쉐어링 서비스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가운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공되는 물품의 상태 및 품질

(70.0%, n=2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존 사용자(30.0%,

n=12)가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Table 5). 의복의 구

매형태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

우에도 의복의 쉐어링 서비스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로

제품의 브랜드가 아닌 상품의 상태 및 품질이 가장 주

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생각하는 주요 요인과 중고의류제품을 구

매 및 쉐어링을 할 때 나타나는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 사용자와의 신뢰할 수 있는 네

트웨크가 쉐어링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구매에 영

향을 주는 핵심 요인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의

복쉐어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를 활용한 경

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쉐어링 물품의 상태 및 품질을 의

복쉐어링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p<

.001)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의복쉐어링 서비스가

갖추어야 핵심 요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따

라서 의복쉐어링 서비스에서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상품의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되

며 현재, 키플(아동복 쉐어링 회사)에서 제공하는 오염

도 및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서비스 방식은 사용

자들이 쉐어링 서비스 및 상품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복쉐어링 서비스의 주요 요인 분석결과는 Bot-

sman and Rogers(2011)이 제시한 쉐어링 서비스의 세

가지 요건, 1) 제품 서비스, 2) 신뢰성 있는 시장, 3) 협력

관계의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을 다시 증명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 ·아동기 어린이를 위

한 의복쉐어링 서비스 제공의 필요와 실효가능성을 제

공한다. 특히 쉐어링을 직접 경험한 어머니들의 경우, 지

역맘 카페나 지인을 통해 쉐어링을 경험한 사례가 전체

쉐어링 경험자의 43.6%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구청산

하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름다운 가게, 인터넷

중고사이트의 이용이 각각 14.4%를 나타냈다. 특히 유

·아동기 어린이의 경우 평소에 취향이나 사이즈의 문

제로 착용하지 않은 잉여의복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위

한 쉐이링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6세와 10세 자녀를 둔 한 응

답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유 ·아동기 어린이의 의복의 경우 얼룩이나 오물이 많이 생겨

서 쉐어링이 어려운 옷들도 있어 모든 옷의 쉐어링은 다소 어려

울 수 있다. 하지만 선물로 받거나 구매 후 선호하는 디자인 및 사

이즈가 맞지 않아 몇 번 착용하지 못하고 버리거나 못 입게 되는

옷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쉐어링 서비스가 유용

할 것 같다.” (이**, 41세/ 6세 남아, 10세 여아)

아동복에 대한 의복쉐어링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쉐어

링 경험이 향후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전

문적인 아동복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

나 회사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없었다. 이는 현재까지

소비자들이 아동복 쉐어링에 대한 필요성과 직접 아동

복 쉐어링을 활용하기 원하지만 그 방법과 활용할 수 있

는 매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

쉐어링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와 체험의 기회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의류 ·패션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의 경제(economy), 사회(social) 그리고 환경적 정책(eco-

logical principles)의 개념을 ‘공유경제’ 시대에 실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복쉐어링을 살펴보았다. 한국인

의 중고의복의 구매 및 활용실태가 미비한 실정인 것에

비해 과거부터 유 ·아동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주변 지

Table 5. Results of reading factors on the clothing sharing service

Reading factors for

the clothing service

Quality of product

(n=28)

Delivery or

supply chain

Reliable previous user

(n=12)

Brand of

products

Total

(N=40)

Frequency 70.0% - 3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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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통해 타인의 의복을 물려받아 입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85.0%)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는 소비의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의복쉐어링을 아동복을 그 대상으로 하

였을 때 높은 실효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유 ·아동기 자녀의 의복

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어머니들은 특정 의복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정보활용도는 낮았지만 주변 지인들을

통해 서로간에 쉐어링(peer to peer sharing)을 의복구매

및 습득의 주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0.0%로 나타나 제품의 상태와 품질에 대한

신뢰가 보장된다면 유 ·아동기 자녀의 의복 및 물품의

쉐어링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 및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유 ·아동기 어린이의 의복 및 용품

을 쉐어링하는 사이트(키풀)가 있으나 현재 홍보와 서

비스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의복쉐어링을 제공하는 회

사에서는 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범

서비스 활용기회 제공을 통해 쉐어링에 대한 경험이 희

박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유경제 시대

에 협력적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공유경제의 쉐어링 서비스에 보다 다각

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의복쉐어링 서비스가 ‘공유경제’

시대에 제대로 정착되어 적용되면 경제적, 사회적 그리

고 환경적(environment)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서 의복쉐어링은

재활용 물품부터 시장성이 없던 비전문가의 아이디어 및

경험, 창작까지도 거래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거래

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요시장이 생성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유경제’는 중고

물품부터 시장성이 없던 비전문가의 아이디어 및 경험,

창작까지도 거래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거래의 용이

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요시장이 생성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의복쉐어링은 의류분

야에 있어서 미래 자원활용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가능하

다. 이에 따라, 사회 ·경제에 대한 희생 없는 수혜자로써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개인, 마을단위 시장참여로 비경

제인구(노인, 주부, 비취업자 등)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 시대를 대비한 의복쉐어링

시스템 구축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공유경제 시대

가 열리기 위해서는 부각하여 소비자와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커뮤니티 형성과 상호작용 요소를 통한, 범

국민적 인식의 전환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의복쉐어링은 의복의 효율적

활용과 그 활용의 연장을 통한 다양한 지속가능 의복의

실효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안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한정된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를 중심

으로 이루어진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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