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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tisfaction of wearing an outfit in daily life can lead to the attitude toward the clothes and further

the brand image and repeat purchases; however, satisfaction generated from the moment the outfit was pur-

chased is only temporary.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tudy the antecedent variables that precede

daily outfit satisfaction. In the current study, to understand the antecedent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daily

outfit satisfaction of consum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irteen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e results showed that peoples' outfit satisfaction was dependent on a comparison between their prior ex-

pec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outfit based on expectation-performance disconfirmation. The outfit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themselves or others. Simultaneously, it was found that the others' opinion

on the clothes and surroundings influence daily outfit satisfaction. This research helps deepen the under-

standing on the individual and social influential factors of the temporary satisfaction from purchase to the

satisfaction of actually using clothes. This result ultimately intensifies the understanding on the consumption

and evaluation of clothes in the whole life cycle of clothing products from purchase to disposal.

Key words: Outfit, Daily grooming process, Outfit satisfaction, Expectation-performance disconformation,

Indepth-interview; 착장 의복, 의복 착장 과정, 착장 만족도, 기대-성과 불일치, 심층면접

I. 서 론

최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기업 인터브랜드(Interbr-

an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2017 브랜드 가치 100대

기업』에 패션브랜드 10개가 포함되어 있다(Interbrand,

2017). 10개의 패션브랜드에 H&M과 ZARA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글로벌 패스트패션(fast fashion) 브랜드가

다른 명품브랜드에 뒤쳐지지 않는 매출과 브랜드 가치

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패션

산업 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값싸고 다양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패스트패션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패스

트패션 열풍은 의복의 무분별한 소비 측면에서 환경 문

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대중화로

인해 소비자의 의복 구매 횟수가 증가하면서 의복의 착

용 수명이 짧아지고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폐기가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보고서에서는

패스트패션을 폐기물 양산의 원인으로 규정하였고(All-

wood et al., 2006) 국내에서도 환경 문제 원인의 일환으

로서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다룬 연구사례를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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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ee, 2015; Lee, 2008; Park et al., 2014). 이에 합리

적인 의복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

복 폐기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ang, 2013;

Yoo, 1996; Yoon et al., 2013). 하지만 소비자가 의복을 처

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복 폐기 단

계뿐만 아니라 의복의 구매에서부터 전 사용 과정을 아

우르는 패션제품 소비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

요하다. 소비자가 의복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충동적인

판단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의복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이 포함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매일 착용하는 의복과 관

련하여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소

비자의 의복 사용 행태를 밝히고자 한다.

사람들은 의복의 가격, 디자인, 브랜드, 개인의 취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복을 구매하고 시간, 장소, 상황

(T.P.O)에 맞춰 의복을 착용한다. 어떤 의복은 착용하면

서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자주 입게 되는 반면, 의복 구

매 당시 만족도가 높았을지라도 의복을 착용하면서 만

족도가 떨어지거나 구매 후 한 번도 입지 않게 되는 의

복이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 전 평가 속성과 구

매 후 평가 속성이 다르며(Fishbein & Ajzen, 1975) 의복

을 착용하면서 얻게 되는 효용이나 만족은 구매 만족도

와 별개이다. 구매 당시 지각한 만족도는 일시적이지만

의복을 지속적으로 착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해당 옷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브랜드 이미

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착용 의복 만족도의

선행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할 필

요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복 관련 연구는 구매 시점에

한정적이며 의복 사용 행동을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의복 착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복 구성 분

야에서는 착용 의복의 핏(fit) 만족도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 Kim, 2016; Sindicich & Black,

2011). 의복의 핏에 대한 평가는 착장 만족도와 직접적

인 관련성이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지

만 착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하나의 아이템에 국한된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착

용 아이템이 달라질 경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

려우며 의복 맞음새 이외의 요인이 착장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마케팅 분야에

서는 착장 의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복(Choi, 2012;

Kim, 2013; Lee et al., 2006), 소방복(Han et al., 2008;

Kwon et al., 2012), 작업복(Ha et al., 2008; Park & Bae,

2008), 유니폼(Lee & Kim, 2007) 등과 같이 특정 집단

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제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일상적인 의복의 착용 동기나 의복 선택 기준을

다루는 선행연구도 있으나(Park et al., 2009) 이는 의복

착용 행동의 초기 단계에 해당할 뿐, 개인이 선택하고 착

용한 의복 만족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추가 연

구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착장 만족도에 대한 심

도 깊은 이해를 통해 소비자의 의복 소비 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의복을 처분하는 근본적

인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접을 통해 응답자의 의복 착용

과정을 구조화하고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떤 요인이 착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의 종류와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

에 각기 다른 직업을 지닌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착장 행동을 탐색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의복 착장 과정에 대해

다룸으로써 의복 구매 시점에 한정적이었던 기존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복 소비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 착장 만족도

소비자 만족은 기대와 실제 성과 간의 일치 여부에 따

라 달라지는 개인의 긍정적 감정 상태로 정의된다(Oli-

ver, 1981). Oliver(1981)가 제시한 기대불일치 이론(ex-

pectation-disconfirmation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

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때 제품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

지게 되고 제품을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그 성과를 파악

하게 된다.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실제 제

품의 성과가 나으면 긍정적 불일치(positive disconfirm-

ation)가 발생하고 반대로 제품의 성과가 소비자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onfirma-

tion)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불일치는 소비자 만

족을 부정적 불일치는 소비자 불만족을 초래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토대로 소비자

만족을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구

매 전 기대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로서 정의하였다(Ko, 2011; Park & Lim, 2011).

의복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만족 형성 과정을 설

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 and Lim(2011)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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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바지 구매 전 기대와 구매

후 성과를 측정하여 기대와 성과의 일치-불일치 여부가

의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Chang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캐주얼 의류 광고를 본 후 소비

자가 지각하는 제품에 대한 기대와 해당 제품을 실제로

만져보게 하고 입어보게 한 후 제품에 대한 성과를 측

정하였다. 기대와 성과가 의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성과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의 공통

점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의복의 실제 성과가 소비자 만

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 형성을

다섯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Chou et al., 2013; Oliver,

1981).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비자는 구매 전 특정한 상

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된다. 두 번째 단

계에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인식한다. 세 번째 단계

에서 소비자는 구매 전 지녔던 기대와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지니게 된 성과 인식을 비교하면서 사전 기대

가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사전 기대와 성과가 일치할 수도 있고, 사전 기대보다

성과가 더 높게 인식되어 긍정적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사전 기대에 성과가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 불일치가 발

생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소비자는 기대와 성

과의 일치 수준에 따라 만족 혹은 불만족을 형성하게 된

다. 기대와 성과가 일치하거나 긍정적 불일치는 소비자

만족을 이끌고 부정적 불일치는 불만족으로 연결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소비자는 만족 ·불만족 여부에 따

라 해당 서비스와 상품을 재사용하고자 사용을 중단하

는 행동 의도를 보이게 된다(Chou et al., 2013). 이와 같

이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은 주로 상품의 구매와 서비스

단계에서 소비자의 만족 형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비자 만족 형성의

다섯 가지 단계는 상품의 구매 및 서비스 상황이 아니더

라도 상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계적 모습이다. 또한,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전 기대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신념의 차원이며(Jung,

2004) 성과 역시 외부의 자극과 별개로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나 자극에 대해 지각하게 되는 주관적인 인식이

기 때문에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소비자 개인의 소비

상황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복의 실제

성과는 의복을 소비하면서 얻게 되는 의복에 대한 평가

이기 때문에(Chang et al., 2001) 본 연구의 착장 만족도

와 유사하다. 이에 소비자가 착장 전 지니게 되는 기대

와 착장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착장 만족도 형성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복 착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liver(1981)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따라 착용한 의

복의 성과가 의복 선택 시 고려하였던 기대에 미치거나

더 나을 경우 소비자의 착장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소

비자의 착장 기대감을 파악하기 위해 의복 선택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모임을 위한 의복은

착용 상황의 적합성이 중시되었으며, 직장에서 착용하

는 의복의 경우 상황 적합성과 옷의 맞음새가 중요한 선

택 기준으로 나타났다(Stemm, 1980). Cassill and Drake

(1987)는 사회적 모임에서 입는 의복을 적합성, 경제성,

타자 지향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람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사회적, 상황적 요인

을 고려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적

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옷을 착용하게 된다. 선

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의복은 대부분이 공적 ·사회적

상황을 위한 것이지만, 의복 착용은 사적인 영역에서부

터 시작된다. 착용 의복의 사적 ·공적 영역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Choi(2002)는 코르셋 룩이 유행하면서

속옷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공간에 따른 복식의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

였다. Lee(1997) 역시 란제리 룩의 영향으로 속옷이 겉

옷화되고 있으며 의복의 사적 ·공적 영역의 구분이 파

괴되고 있다고 하였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착용

하는 의복의 외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만, 착장 의복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형성이 각 영역

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이 선택한 착장에 대한 성과는 개인의 주관적 평

가와 타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복 구매 상

황에서 개인의 평가는 제품의 디자인, 색상, 가격, 품질

등과 같은 제품 속성이 개인의 선호에 맞는지에 기초

하지만 착용 상황에서는 해당 제품 속성들이 착용하고

자 하는 상황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Han, 1987). 착용한 의복이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라면 착장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an(1987)은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의복

적합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교수/교사가 정숙성, 색상,

디자인 면에서 적합한 옷을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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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에 대한 자기

평가가 의복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다. 착장에 대해 개인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접하게 되는 타인의 평가는 착

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복 제품은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물리적 속성과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

한 심미적 속성이 한 제품 내에 공존하고 있으며(Rhee,

1991) 다른 소비 제품에 비해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영

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Ju & Chung, 2003). 사람

들은 타인의 평가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를 고

려하여 상황적 자기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에 맞는 의복

을 선택한다. 타인을 의식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의복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Lee & Nam, 2003)

착장 의복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개인이 지각하는 착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사전 기대와의 비교를

통해 착장 만족 ·불만족을 형성할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복 소비 과

정을 구조화하고 의복 착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다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시행되었

던 착장 만족도 연구는 의복 만족도의 선행요인을 제품

속성에 한정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함으로써 착

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편적으로 규명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Chang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의복을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선택한 의복

을 착용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착장 만

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음에 드는 의복을 선택하

여 착용하였다 할지라도 하루를 보내면서 경험하게 되

는 여러 상황,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착장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착용한 의복에 대한

태도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와 같이 개인의 착장에 대한 태도는 단편적으로 파악하

기 어려우며 개인이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경험하는 일

련의 사건 및 사회적 요소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족 형성을 설명하

는 대표적인 이론인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에 따라 착장

에 대한 기대감과 착장의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개인의

착장 만족도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착장 선택 기준과 착장 기대감

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착장에 대한 성과 평가를 살펴

본다.

연구문제 3. 소비자의 착장 만족도와 이의 행동 결과

를 살펴본다.

2. 자료의 수집

소비자의 의복 착장 과정 및 착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하

였다. 20~30대 여성 소비자는 다른 연령대 ·성별에 비

해 의복 착용 관여도가 높고 의류 지출 비용이 높기 때

문에(Workman & Studak, 2006)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초기 5명은 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에 의거하여 연구의 의도에

적합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후에는 눈덩

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샘플을 수집하

였다. 개인의 직업에 따라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매

일 착용하는 의복의 유형과 의복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다

르기 때문에 학생, 일반 사무직, 간호사, 디자이너, 교사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1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심층면접 질문은 의복에 대한 관심 정도, 구매 행동 등

과 같은 일반적인 의복 소비 행동을 도입 질문으로 제시

하여 대화의 주제를 착장 의복에 대한 만족 경험으로

유도하였다. 착장 의복에 대한 만족 ·불만족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최근 일주일 내 가장 만족스러운 옷차림을

하였던 날과 본인의 옷차림이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날

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떠

올리도록 한 후, 그 옷차림을 선택한 이유, 옷차림에 대

해 가지고 있던 기대, 그 옷차림이 만족(불만족)스러웠

던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추가적

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적이 있는지, 옷차림에

대해 타인의 칭찬이나 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함

으로써 착장 만족도에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하였는지 파

악하고자 하였다. 옷차림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행동

결과로서 의복 재착용 의도나 다른 행동적인 결과가 보

여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

면접 질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각 면접 내용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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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총 면접 시간은 응답자

의 의복 관련 관심 정도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

도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모두 필사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Table 1. Interviewees' characteristics

No Age Gender Occupation The level of outfit control

A 26 Female Musician Low

B 31 Female Nurse High

C 31 Female Office work Low

D 26 Female Graduate student Low

E 33 Female Public official High

F 31 Female Graduate student Low

G 31 Female Designer Low

H 31 Female Sales work High

I 33 Female NGO assistant Low

J 33 Female Highschool teacher High

K 33 Female Graduate student High

L 31 Female Instructor Low

M 25 Female Teacher High

Table 2. Semi-constructed questions

Types Questions

Preliminary questions

Questions about general clothing consumption

• Shopping place, time, brands, etc.

• Fashion involvement, knowledge, interests

Introductory questions

Clothing selection criteria

• T.P.O (time, place, opportunity), weather, personal preference

• How to coordinate clothing items

• Difficulty in matching items and coordination

Transition questions The most satisfying/unsatisfying outfit within last 1 week

Main questions

Past experience about the satisfying/unsatisfying outfit

• Explanation about the outfit (each clothing item, accessories, coordination, etc.)

• Why you selected the items and coordinate them

• How you satisfied the chosen item

• How you felt after wearing the clothing

• The outfit evaluation from others

• The main reason why you satisfied/unsatisfied with the outfit

• The behavioral intention to expose your outfit to others on SNS and purchase the other clothing

Additional questions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

• Clothing conformity

• Sensitivity to social comparison and others' evaluation

• Clothing selection confidence

• Body-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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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방 코딩(open co-

ding)과 범주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Ryu et al.,

2012; Yun & Choo, 2015). 개방 코딩은 텍스트 안에 포

함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 및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

업으로서 수집된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목록화하는 작업이다(Cho et al., 2011).

개방 코딩을 위해 각 질문에 대한 대답 중 의복 착장 과

정 및 착장 만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을 모두 목록화하

였다. 다음으로 범주화 작업을 위해 목록화한 내용에 자

료의 이름을 붙이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특히 심층면

접의 내용은 의복 선택에서부터 착장 의복의 만족도를

평가하기까지 하루 동안의 전반적인 의복 소비 행동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복 착장 과

정을 범주화하였다. 추가적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 의복 착장 과정 및 착장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슷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면접자를 분류하여 이

들의 의복 착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을 범주화하

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심층면접 분석결과, 의복 착장 과정은 크게 사적 영역

(private process)과 공적 영역(public process)으로 나누

어졌다. 사적 영역은 집 안에서 옷을 선택하고 이를 착

용한 후 직접 혹은 타인(e.g.,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에 의해 확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 확인이 이루어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가게 된

후 마주치는 여러 사회적 요인의 영향으로 착용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되는 과정을 공적 영역이라 정의하

였다. 착장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모두 착장에 대

한 기대와 실제 성과 사이의 긍정적 불일치, 부정적 불

일치가 보였으며 이는 개인의 착장 만족도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1. 의복 선택 기준과 착장 기대감

10명의 응답자 모두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고

려하여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옷

을 선택하는 기준은 곧 개인이 옷에 대해 지니는 기대감

과 관련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당일 날씨와 T.P.O(time,

place, occasion)와 같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입을 옷

을 선택하고 코디를 계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날씨 어

플을 사용하여 일교차, 강수 여부 등을 검색한 후 이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회의, 외근 등과

같은 공적인 스케줄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약속과 같은

사적 스케줄에 따라 선택하는 의복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회의, 미팅, 행사, 지인과의 약

속 등의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복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assill & Drake, 1987; Kwon

& Drayton, 1987). Kwon and Drayton(1987)의 연구에 따

르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 지 선택할 때

날씨와 환경의 요인,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고려한다고 한다. 특히, 의복은 개인의 역할 기대(role

expectation)를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맞

는 착장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그룹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다(Kwon & Drayton, 1987). Stemm(1980)

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모임을 위한 의복이나 직장에서

착용하는 의복 모두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가와 같은 요

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랑 오늘 무슨 행사가 있거나 미팅이 있거나 이런 거?” (응

답자G)

“저는 대부분이 날씨. 매주 같은 담당자를 보거나 점포를 가게

되어서 입는 거는 비슷한데 날에 따라 춥거나 덥거나에 따라 달

라지는 듯.” (응답자H)

“자유롭게 옷 입어도 되지만 그 날 약속이 있으면 좀 신경 써

서 입는 편이에요.” (응답자F)

“어디를 갈지를 가장 먼저 따지고, 좀 편한데 가면 캐주얼하게

입고 중요한 자리나 교회 갈 때에는 꼭 정장이나 꼭 치마 입고 자

리를 많이 생각해요. 자리에 맞는 옷을 입으면 심적으로 편하죠.”

(응답자A)

당일 날씨와 상황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요인 역시 착장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F는 평소에는 검정 색상을 주로 착용하지

만 기분 전환을 위해 튀는 색상의 옷을 착용하기도 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도 기분 전환을 위해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의 착장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개인

의 신체적 요인을 고려한 의복 선택은 주로 체형상 결

점을 감추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갑작스럽게 살이

쪄서 체형이 변화한 경우 착용할 수 있는 의복에 제한이

생기고 체형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의복을 선택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신체적 요

인은 의복을 구매할 때 고려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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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Chung, 2013; Park, 2012), 해당 조건을 충족

하여 구매한 의복이라 할지라도 착장을 선택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K

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방학 때 한국에서 항상 옷을 많

이 구매해 가는데 어떤 옷은 피팅룸에서 옷을 착용했을

때 날씬해 보여서 구매하였는데 막상 미국에서는 자신

의 결점이 감추어지지 않아 잘 입지 않게 된다는 응답

을 하였다. 이와 같이 착장을 선택할 때 당시의 기분, 개

인의 체형 등을 고려한다는 결과는 Kwon and Drayton

(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개인이 자신의 체형을 어

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선택하는 착장이 달

라진다. 자신의 체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옷차림

에 자신감이 있으며 과감한 의상을 착용하지만 자신의

체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부족한 체형 결점을 감

추기 위해 의복을 선택하게 된다(Kwon & Drayton, 1987).

 

“통자 허리여서 허리를 잡아주는 옷을 주로 구매하는데 어떤

옷은 막상 입으려고 보니 허리가 날씬해 보이지 않아서 손이 안

가요. 그런 옷이 엄청 많음.” (응답자K)

“갑자기 살이 쪄서 바지가 다 작아요. 옷을 다시 살 수도 없고,

맨날 원피스만 입고 다니죠. 그래서 아침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이 한정적이어서…” (응답자L)

특정 기준에 따라 선택한 의복은 곧 착장 기대감으로

연결된다. 날씨를 고려하여 선택한 의복은 당일 날씨에

적합할 것이라는 기대를 수반하며 T.P.O를 고려한 착장

은 해당 의복이 상황에 적합할 것이라는 기대를 수반한

다. 예를 들어 응답자J는 날씨(e.g., 강수량 많은 날)를

고려하여 의복(e.g., 방수 제품)을 선택하였으며 선택한

제품이 특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e.g., 옷이나 가방

이 젖지 않을 것, 젖어도 금방 마를 것)를 가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어플을 키고 하루 날씨를

보는 거죠. 일교차가 크면 가디건 같은 것 들고 나가고 비 오는 날

은 물에 젖어도 되는 가방이나 신발을 선택해요. 전에 아끼는 가

죽 신발이 비에 젖어서…” (응답자J)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착장을 선택하였더라

도 의복을 실제로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선택한 옷을 세탁하지 않았거나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

계획한 옷을 찾지 못한 경우, 가족이 계획한 옷을 먼저 착

용하고 나간 경우 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

에 의해 선택한 옷을 착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의복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계획한 의복의 착장

여부가 달라지며, 의복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의복 선택

과 코디 계획을 다시 하게 된다.

“지금 자취하는데 집에서 옷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입을 옷이

많이 없어요. 입을 옷을 생각해 둬도 막상 그 옷이 집(본가)에 있

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자D)

“뭘 입어야지 하고 미리 생각한 옷이 있는데 빨래바구니에 들

어가 있고 이러면 다시 코디를 생각해야 하고 아침에 시간 없으

면 패닉이죠.” (응답자J)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전날에 미리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

해 두기도 하는데 다음날 그 옷 입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응답자E)

2. 착장 성과 평가

선택한 의복을 착용한 후에는 착장이 적합한지에 대

한 착장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개인의 착장 평가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착장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착장의

성과가 지각되고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착장 성과는 착장 만족도로 이어졌다.

1) 사적 영역에서의 착장 성과 평가

사적 영역에서 사람들은 계획한 의복을 착용한 후, 착

용한 의복이 잘 어울리는지, 만족스러운지에 대해 점검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자가 확인 과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자가 확인 과정을 통

해 착용 의복의 실제 성과가 일차적으로 평가되는데 이

는 착장 기대에 부합할 수도 있으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착장 전에는 의복이 잘 어울릴 것이라

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착장 후 자신이 상상한 모습

과 실제 착장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자가 확인 과정을

통해 지각된 착장의 성과는 착장 만족도로 이어졌는데

이를 Oliver(1981)의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의복을 착용하기 전 가지고 있던 착장 기대

보다 실제 착장의 성과가 클 경우 긍정적 불일치로 인해

착장 만족도를 초래한다. 반면에 착장 기대감보다 실제

착장의 성과가 작을 경우 부정적 불일치로 인해 착장 불

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착장 성과만 가지고 착

장 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택한 의복을

착용한 후 거울을 비추어 보았을 때 평가되는 착장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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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동일할지라도 개인의 착장 기대에 따라 착장 만족

도는 다를 수 있다. 응답자L의 경우, 급격히 변화한 체

형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제한적이고 착장에 대

한 기대치가 낮아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대체적으

로 착장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반면 착장 기대감이 높고

의복 관여도가 높은 응답자K의 경우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하여도 본인의 착장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완

벽한 코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장 만족도가 떨어진

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착장 만족도는 착장에 대한

사전 기대감과 실제 성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착장 성과 평가, 즉 자가 확

인 과정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타인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면접 결과

를 토대로 착장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전 기대

와 비교하여 긍정적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부정적 불일

치가 발생하는지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자기 중심

적인 평가는 옷을 착용한 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

어보며 착장의 핏, 어울림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타인 중심적인 평가는 계획한 옷을 착용

한 후 가족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착장 의복에 대해 타

인의 확인을 받는 것을 뜻한다. 자가 확인 과정에서 착장

성과는 주로 개인 특성에 따라 개인이 직접 거울을 보며

착장을 평가하거나 혹은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

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

감(e.g., 의복 선택에 대한 자신감, 신체에 대한 자신감

등)이 있고 타인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의 사람

들은 전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옷차림

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의

복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응답자F와 응답자I의 경

우 착장 의복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평가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만족하면 착용한 의복을 고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착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면,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

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거나 착용한 의복의

맞음새가 좋을 경우 착장에 대한 사전 기대와 일치하여,

혹은 긍정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착장에 대한 높은 만족

도를 형성하였다. 반면 착용한 의복이 서로 조화를 이루

지 않거나 불편할 경우 착장 기대 대비 착장의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착장에 대한 불만족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번은 비오는 날 헌터부츠를 신고 나가려는데 아빠가 이상

한 거 신고 나간다고…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내가 헌터부츠

를 좋아해서요.” (응답자F)

“남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응

답자A)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해도 내 눈에는 뚱뚱해 보이고 이상해

서 계속 갈아입었어요.” (응답자I)

반면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옷

을 구매할 때도 타인의 의견이 중요한 타인 지향적인 사

람들의 경우, 계획한 옷을 입은 후 가족에게 의견을 물

어보면서 착장 의복에 대해 확인을 받는 행동이 나타났

다. 이들은 옷차림에 대한 가족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착장 성과를 평가하는데 타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장 옷차림에 대해 가족이 칭찬할 경

우 착장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착장 만족도가 높아졌으

나 가족이 착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할 경우

착장에 대한 사전 기대와 불일치하여 착장 만족도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제가 잠바 입으면 더 없어 보이고 뚱

뚱해 보인다고… 그래서 겨울에 잠바 사지도 않고 잘 안 입어요.”

(응답자E)

“엄마가 옷 보는 눈이 좋아서 옷 살 때나 엄마 의견에 많이 신

경 쓰긴 하죠. 원단 같은 것도 확실히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믿음

이 가요.” (응답자B)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뚱뚱해 보이는지 핏

이 어떤지 항상 엄마한테 물어봐요.” (응답자C)

사적 영역에서는 착장 불만족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의복을 계획하고 착용할 수 있다. 사전에 계획한 의복을

착장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의 체형 변화, 부적절한 코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착용한 의복이 본인의 예상과 다르

고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또한, 앞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착장에 대해 가족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자가 확

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의복을 계획하

고 착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을 경우, 새

로운 옷을 착용하지 못하고 착장 성과가 낮게 평가된 옷

을 입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적 영

역에서 착장 변경이 가능할 경우 사전 착장 기대를 다시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시간의 압박 때문

에 착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착장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착용한 의복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

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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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코디를 잘 할까. 색깔이라던가. 가끔씩 밤에 입을

때 이렇게 입어야지 하는데 막상 입으면 생각과 다르단 말이야. 난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전에 입어서 그런 듯. 내 머릿

속에서 그 옷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전에 입었던

거여서 내가 생각했던 그 옷이 아니었던 거죠.” (응답자A)

“이날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아침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무거나 입고 나가서…” (응답자C)

“아침에 원피스를 입었는데 너무 뚱뚱해 보였어요. 그런데 다

른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거 입고 나갔어요. 하

루 종일 찜찜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응답자E)

2) 공적 영역에서의 착장 성과 평가

사적 영역에서 확인이 완료된 의복을 입고 밖에 나가

생활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착

장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복 착장 과정의 공적 영

역이라 정의하였다. 사적 영역에서 착장 기대감이 충족

된 의복을 착용했다 할지라도 해당 의복이 날씨 ·상황

에 적합한지, 사회 생활 중 마주치게 되는 타인의 평가

가 긍정적인지에 따라 착장의 성과 평가가 달라진다. 또

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착장 평가를 토대로 공적 영

역에서의 착장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착장 만족도가 결정된다(Fig. 1). 사적 영역에서 착장에

대한 기대 대비 성과가 만족스러워 긍정적 불일치를 경

험한 응답자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착장에 대한 기대감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M의 경우 자신에게 어울

리는 옷을 착용하고 거울을 봤을 때도 만족스러웠기 때

문에 남자 친구가 해당 의복에 대한 칭찬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A

의 경우 아침에 착용한 옷이 뚱뚱해 보였으나 옷을 갈

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의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

경 쓰게 된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착

장에 대한 부정적 불일치를 경험한 응답자가 공적 영역

에서의 의복 기대 및 의복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성과 평가는 사적 영역에서와 마찬

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타인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자기 중심적 성과 평가는 착장이 날씨와 T.P.O에 적합

한지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개

인의 사적 ·공적 스케줄과 날씨를 고려하여 선택한 의

복이라 할지라도 예상했던 날씨와 실제 날씨가 일치하

Table 3. Summary of expectation-disconfirmation in daily grooming process

Category Results of expectation-disconfirmation

• Private grooming process

Positive

disconfirmation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neself:

- When the outfit looks good in the mirror

- When the outfit fits well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thers:

- When others confirm the outfit positively

→ Satisfaction

Negative

disconfirmation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neself:

- When the outfit looks bad in the mirror

- When the outfit does not fit well

- When the outfit feels comfortable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thers:

- When others confirm the outfit negatively

If a person cannot change the out-

fit (because of time pressure or

other constraints)

→ Dissatisfaction

• Public grooming process

Positive

disconfirmation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neself:

- When the outfit is appropriate for Time, Place and Occasion (T.P.O)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thers:

- When others' evaluation is positive

- When others' eyes were focused on the outfit

- When others show interests with the outfit

→ Satisfaction

Negative

disconfirmation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neself:

- When the outfit is not appropriate for Time, Place and Occasion (T.P.O)

Outfit performance evaluated by others:

- When others' evaluation is negative

→ 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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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착용한 의복이 적합하지 않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스케줄이 추가될 경우 계획한 의복의 적합

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사전에 예상

한 의복 착용 상황과 실제 의복의 상황 적합성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부정적 기대-성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팅이 있어서 차려입고 구두 신고 갔는데, 회사 끝나고 갑작

스럽게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청계천을 오래 걸었어요. 발이 너무

아프고 계단에 마음대로 앉기도 불편해서 옷을 잘못 입었다고 후

회했었던 일이 있어요.” (응답자E)

“집에 전신 거울이 없는데 지하철 탈 때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난 항상 라인이 쏙 들어간 것을 입는데 허리가 고무

줄이라 배가 막 나와 보이고, 청록색 원피스였는데 이 이후로 이

옷을 잘 안 입어요.” (응답자G)

착장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 평가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착장에 대한 평가는 착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복 제품은 가시성

과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을 타인에게 인식시키거

나 타인을 지각할 때 사용되는 기본 단서 중 하나이다

(Jin et al., 2014). 의복은 사회적 상호작용 중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 표현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복 착장의 공적 영역에서 타인의 영

향력은 크게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이 착용

한 의복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타인의 영향력은 착장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장에 대한

만족 ·불만족 지각 후 나타나는 응답자의 행동 역시 타

인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착장에 대해 만족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착장을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 관련 행동이 사

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Beaudoin & Lachance, 2006;

Piamphongsant & Mandhachitara, 2008). 사회적 상호작용

의 영향력은 독립적으로 의복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보다 자아 존중감, 사회적 비교 경향, 신체 만족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조절된다(Beau-

doin & Lachance, 2006; Lee & Nam, 2003). 본 연구에서

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착장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외모의 변화로 신체 만족도가 낮아졌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 경우, 타인이 착장에 대한 칭

찬을 해줘야 착장 의복의 적합성을 높게 평가하고 만족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

감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큰 사람의 경우, 타인

의 의복에 대한 평가에 따라 착장 만족도가 결정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의복 착장 과정의 내적 영역에

서 가족의 의견이 자가 확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

은 맥락이다. 착장에 대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야 착

장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착용한 의

복이 상황에 적합하다고 지각(i.e., 개인 중심적 적합성

지각)되었을지라도 주위에 더 잘 차려 입은 사람이 있을

Fig. 1. Expectation-performance disconfi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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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착용 의복에 대한 만

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타인이나 사

회 격식에 대해 의식할수록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중시하여 착장 의복에 대한 본인의 평가보다 타인의 평

가가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hun &

Lee, 2005; Chung & Kim, 2009; Ryoo & Yoo, 2007; Sny-

der, 1974).

“내가 신경 쓰고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보람이 있죠. 비

록 내 발목이 부러질지언정, 10cm 넘는 힐을 신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았지만 주위에서 ‘오늘 너 좀 날씬해 보이네.’ 이래서 기분

이 좋았죠.” (응답자G)

“예전에는 여자의 의견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남자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젠 남자 지인들한테도 옷차림에 대해 물어

봐요. 전에 완전 화려한 겐조 꽃치마를 입고 왔는데 남자 친구들

이 완전 예쁘다며… 깜짝 놀랐어요. 난 이 옷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자 친구들이 예쁘다고 하니깐 갑자

기 이 옷이 막 빛나고 만족도가 훅 올라갔어요.” (응답자B)

“나는 나름 예쁘게 꾸미고 기분이 좋아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

들이 더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것 보면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

고 옷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죠. 가로수길 같은데 갔을 때…” (응

답자C)

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였거나 평소에 본인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착장에 대한 타인의 칭

찬이 없어도 착용한 의복이 상황에 적합하다고 개인 중

심적 적합성 지각이 이루어질 경우 높은 착장 만족도를

보였다. 의복 지식이 풍부하고 스타일링에 대한 자신감

까지 높으면 옷차림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관계없이 자

신이 선택한 의복에 대해 만족감을 지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착장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이더

라도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의복 결정에서

타인이나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하

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Jeon &

Park, 2010). 본 연구에서도 평소 의복에 대한 지식이 높

고 의복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이 착장 의복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별로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내가 좋아

하는 옷을 입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인데 남들이 칭찬하면

이게 뭐지? 빈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 (응답자F)

“남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응답자D)

“나는 자기 만족했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칭찬은 덤이지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응답자H)

“한 번은 교회에 회색 청키한 롱 가디건을 입고 갔는데 친한

친구가 할머니 같은 가디건을 입고 왔다고 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친구가 패셔너블한 친구가 아니

어서 더 신경이 안 쓰인 것도 있고요.” (응답자I)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코디일 경우에는 무시해요. 예를 들

어 호피 무늬 이런 거는 남자들이 싫어하는데 난 좋으니깐 그들

이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응답자A)

3. 의복 착장 만족도의 행동 결과

의복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의 의복 만족도는 의복 선

택 및 구매 행동으로서 표출된다. 하지만 의복 착장 과

정 중 만족한 착장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은 여러 양상

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착장 만족

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은 자기 중심적 적합성 지각

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타인 중심적 적합성 지각이 이루

어졌는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타인의 긍정

적 평가 때문에 착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 응답

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옷에 대한 애착을

보였으며, 칭찬받은 옷을 반복하여 착용하고자 하는 의

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즘 살이 많이 쪄서 맨날 입는 옷만 입어요. 원피스에 가디

건 차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옷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고 해서

맨날 이런 옷만 입어요.” (응답자E)

“항상 입으면 칭찬받는 옷이 있는데 이 옷만 입고 나가면 사람

들이 유난히 예쁘다고 해요. 내가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옷도 많지만 몇 번 더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응답자B)

“안에 입은 흰색 레이스 옷이 괜찮아서 비슷한 스타일을 한 번

더 사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잘 못 찾다가 어떤 언니가

비슷한 옷을 줘서 잘 입고 있어요.” (응답자J)

반면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 적합성 지

각이 착장 만족도를 야기한 응답자의 경우 착장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도 해당 옷을 재착용하기보다 새

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다양한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는 똑같은 옷 입는 걸 싫어해서 칭찬받았다고 똑같은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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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입지는 않아요. 매일 다른 옷을 입어도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못 입어요.” (응답자A)

“누가 이 옷을 칭찬했다고 해서 이 옷을 더 많이 입지는 않아

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거지.” (응답자F)

착장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해당 의복을 재착용 ·재구

매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계획을 세

우거나 SNS에 본인의 사진을 올리는 등과 같이 자신이

착용한 의복을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났다. 반면

착장 의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회적 활동을 회

피하거나 공적 영역에서의 노출을 꺼려하는 행동이 나

타났다. 더 나아가 즉흥적으로 새로운 의복을 구매한다

는 대답도 보였다. 이러한 의복 소비 행동은 선행연구

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복 충동구매의 새로운 요인으로

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아무래도 옷차림이 마음에 들고 상태가 괜찮은 날에는 다른

사람들도 예쁘다고 해주니 일부러 없었던 약속을 잡기도 해요.”

(응답자B)

“나는 원래 셀카를 잘 찍지 않긴 하는데 예쁘게 입고 온 날은 아

무래도 사진 찍을 때 거부감도 없죠. 내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

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태그 달아주면 좋아해요.” (응답자C)

“옷 진짜 이상한 날은 옷 하나 뭐 사고 싶더라고…” (응답자A)

“초록색 원피스인데 이것도 진짜 뚱뚱해 보였어요. 동생들한

테 좀 부해 보이지? 하고 물어봤는데 얘들이 ‘언니 평소보다 부해

보여요.’ 당장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응답자E)

“나시 원피스 입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팔뚝이 신경 쓰였어요.

왠지 사람들이 팔뚝만 쳐다보는 것 같고 해서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가디건 하나 사 입고 갔어요.” (응답자J)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소비자의 착장 기대감과 지

각된 성과 및 착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Fig. 2>

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직업을 지닌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

로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의복의 선택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복 착장 과정을 구조화하고 각 단계에서

개인의 착장 만족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

면적으로 규명하였다. 개인이 착용한 의복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의복을 선택하는 순간에서부터 여러 차례

존재한다. 의복 착장 과정의 사적 영역에서는 착장에 대

한 자가 확인 과정을 통해 의복 평가가 이루어진다. 의

복 선택 시 날씨, 미팅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과 개인의

신체 조건, 기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게 되

며 이를 토대로 착용 의복이 적합한가에 대한 성과 지

각이 이루어진다. 사적 영역에서 검증된 의복을 착용했

다 할지라도 공적 영역에서 착장 적합성 여부 평가를 통

해 착장 만족도가 달라진다. 의복 제품은 가시성과 상징

성이 크며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자

기 표현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착장 성과를 지각

하는데 타인의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착

장에 대한 의복 평가가 성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

인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자신감이 높고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타인의 착장

평가에 관계없이 개인이 지각한 성과가 만족스러우면

착장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개인 중심적인 평가가 이

루어졌다. 반면, 자신감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 타인

의 의견과 평가에 기반하여 착장 성과를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착장 만족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상품 구매 및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

되었던 기대-성과 불일치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소비자의

착장 만족도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의복 구매 전 기대와 의복을 직접 접했을 때 지각되는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의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구매 전 기대와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품의 디자인,

기능 등 제품 속성에 한정함으로써 의복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Ch-

ang et al., 2001; Park & Lim, 2011). 또한 제품에 대한 기

대가 구매 시점에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의복 사용 과정 중 형성되는 의복 기대감 및 만족

도를 탐색함으로써 기존 의복 만족도 관련 연구의 범위

를 넓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구매 당시 의복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아 제품을 구매하였더라도 의복을 착용하면

서 얻게 되는 효용이나 만족은 구매 시 느낀 만족도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착장 만족도는

구매 시 지각한 의복 만족도와 차이가 있으며, 의복 구

매 당시 발생한 만족도는 일시적이지만 의복을 지속적

으로 착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해당 옷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의복 착장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다

면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전 선행연구

에서 의복 착장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제품 속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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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nceptual model of daily groom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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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편적으로 검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착장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가 확인 과정, 개인의 상황

적합성 평가, 타인의 평가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단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각 의복 평가 단계는 개인 특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

에서 간과되었던 착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의복 제품을 구매한 이후부터 사장될 때까지가 실

질적으로 제품을 소비하고 평가하는 기간에 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다. 의복 착장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도 의복

착장 만족의 결과 행동으로서 동일한 의복을 반복 착용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비슷한 의복을 재구매하고자 하

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착

장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즉흥적으로 의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나 소비자의 착장 과정은 의복 구매 행

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의복 착장 과정 및 착장 만

족도를 다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는 20~

30대 여성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

계를 지닌다. 중 ·고등학생의 의복 착장 과정은 또래 집

단의 영향력이 착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

로 예상하며 40~50대 중년 여성 집단의 착장 만족도는

상황적 적합성이나 개인의 신체 변화가 착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성 소비자

집단의 의복 착장 과정과 착장 만족도는 본 연구의 결과

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에, 연령과 성별을 고려

한 의복 착장 과정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착장 과정과 착장 만

족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해 착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양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착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의 의복 소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값의 신상품을 짧은 주기로 생산해내는 패스

트패션 브랜드의 속도에 맞춰 소비자의 의류 제품 사용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주기가 빨라지는 만큼 해마

다 폐기되는 의복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자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 동

안 소비자의 의복 구매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관점

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

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류 폐기물 양산이 환경 문

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복 착용 행동에 초점

을 맞춘 본 연구는 학계와 연관 산업에 큰 시사점을 지

닌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옷을 구매 후, 사용하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소비자 특성과의 영향 관계를

밝힘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패션산업을 위

한 방안 모색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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