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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use of the sustainable clothing through consignment clothing 
Stores. This study finds factors for activating consignment clothing stores that can help expand and imple- 
ment the clothing consumption culture of Korean consumers towards sustainable clothing behavior. The objec- 
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identify consumer's sustainable apparel behavior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a manager who is currently working in a consignment-selling apparel company in Seoul. Se- 
cond, we analyze factors for activating a consignment clothing store that help enable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action plans into Korean culture and towards a sustainable clothing behavior. The study results on 
consignment clothing stores serve as service factors. First, i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of consumers in the 
mindset of secondhand apparel. Second, it secures the quality of used apparel products. Third, it can be seen 
by expanding the market channel. There is a need to rethink the specialty of apparel products in order to se- 
cure the quality of used apparel products and appraisal of experienced apprentices of commodity appraisers.

Key words: Sustainable clothing, Sharing economy, Consignment shop; 지속가능 의복, 공유 경제, 위탁판

매샵

I. 서   론

‘생산과 소비의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지능정보

기술로 현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으로 

까지 유입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의 지능화와,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의 생산과 소비 가치 창출을 극

화하기 위해 신뢰와 상호협력의 문화 조성이 요구

되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Committee of Fu- 

ture Preparation et al., 2017). 이러한 ‘순환 경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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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성을 높이려는 생산자의 

노력과 제품을 오래 사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노력 그리고 인프라와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제품을 공유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

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시점에서 현  소비자들의 의복을 구매하는 방식 

역시 기존에 ‘옷을 장만한다’는 인식에서 합리적인 가

격으로 소비자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손쉽게 표현하

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복 구매 방식에 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국 소비자들의 중고 의복 구매나 의복 여에 한 참

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Lee, 2017). 이러한 현

실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복 공유(sha- 

ring) 문화의 활성화와 의복의 라이프사이클 확 를 위

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 의복 활용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의복을 활성화시킬 수 있

는 표적인 순환 경제 시스템의 장으로 위탁판매 매

장을 선정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탁판매 의류

매장은 지속가능 의복 행동 및 지속가능 의류시장 확

를 위한 방안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

이다. 따라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판

매 의류매장을 통해, 위탁판매 의류매장에서의 의복 

구매 및 판매 현황과 잉여 의복의 활용실태 및 처분방

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재활용 의복과 의복의 재사용

에 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사회에 필요

한 소비자의 지속가능 의복 행동을 파악하고 건강한 

의복 활용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지속가능 

의복 활용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의복 소비 문화를 지속가능 의

복 행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요소들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

다. 또 이와 함께 위탁판매 의류매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

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서울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탁판매 의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의 심층 인터뷰를 통

해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운영방법과 소비자의 의복 

구매 및 판매 현황과 잉여 의복의 활용실태 및 처분방

법 등을 파악한다.

둘째, 위탁판매 의류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

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재활용 의

류제품의 소비 문화를 파악하여 국내 소비자가 위탁

판매 의류매장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지속가

능 의복 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들

을 모색한다.

II. 이론적배경

1. 4차 산업혁명과 공유 경제(The 4th Industry Re- 

volution and Sharing Economy)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생산과 소비의 패턴은 생산

의 영역에서  소비의 영역으로 확 되고 있다. 또한 이

를 통해 기존에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던 일방향 시

스템이 생산에서 소비, 그리고 다시 소비에서 생산으

로 이어지는 순환형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Fig. 1).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 소비의 혁명’

으로 이해될 수 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Com- 

mittee of Future Preparation et al., 2017). 즉, ‘생산과 소비

의 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생산과 소비

의 전 과정이 지능화되고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긴

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 중심의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로 확 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스마트한 초 연결 플

랫폼으로 형성됨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실

시간으로 융합되는 시 로 변화될 것이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Committee of Future Preparation et al., 

2017). 이러한 시 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실시

간으로 반영하여 재고를 남기지 않으면서 생산하고,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 의 도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는 

생산과 소비 가치 창출의 극 화를 위해 신뢰와 상호

협력이라는 윤리 문화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윤리

적 소비는 소비적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재

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 동물, 환경

을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까지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의식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

는 식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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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우리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한 

안으로 발생한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공유 경제 사회는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

를 의미한다(Lee, 2017). 따라서 미래 사회에는 공유 경

제를 통해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의 위협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윤리 환경을 확립하

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공유 경제 시스템 안에

서 지속가능한 의복 행동의 안은 교환, 기부, 재고 상

품의 구매를 통해 사용자가 바뀌는 주인의 전이가 일

반화되고 윤리적 가치가 사회적 핵심 가치로 부각되

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 경제 시 의 도래에 따른 지속

가능 의복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최

근까지 국내의 재활용 의류뿐만 아니라 나눔 장터, 재

활용 의류 박스 활용, 아름다운가게 등의 재활용 의복

의 마켓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소재나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최초 공정

무역 기업인 ‘그루’,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는 ‘ 지를 위한 바느질’, 제일모직 및 섬

유업체로부터 폐원단을 기부받아 패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더 나누기’, 생산된 지  3년 이상 된 재고를 이

용하여 새로운 의류제품을 제작하는 ‘레코드(RE:CO- 

DE)’ 등이 있다. 현재까지 재활용 브랜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활용 방식은 주로 폐원단이나 재고를 활

용하거나 입혀지지 않고 버려지는 폐원부자재를 다시 

재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의류제품의 경우 재활용 

마켓을 통한 재구매 방식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재사

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지속가

능 의복 활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는 옷을 재사용하는 것에 한 부정

적인 인식이 높은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그 연관성

을 찾아볼 수 있다(DeLong et al., 2017).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재활용 의류제품의 사용을 더 체계화시키기 위

해서는 지속가능 의복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사용

된 적이 있지만 더이상 그 활용이 불필요한 의복의 재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

안들이 요구된다. 재활용 의복의 재사용은 재활용 마

켓의 활성화와 헌 옷의 인식개선 및 헌 옷에 한 의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시 적 시점에서 위탁판매 의류매장은 

지속가능 의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Paden and Stell(2005)의 

제품 재활용 모델<Fig. 2>은 재활용 의복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해서는 중고 제품 배포를 위한 위탁판매샵과 

같은 새로운 유통라인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함을 

보여준다. <Fig.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가정 X와 

Y는 동일하게 제품을 획득하여 사용한 후 어떻게 다

Fig. 1. A definition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volution”. 
Adapted from Ministry of Science and ICT Committee of Future Preparation et al. (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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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식으로 제품을 폐기하는지 보여준다. 제품에 

한 유용성이 만료되는 시점에 왔을 때, X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한 제품을 없애기 위한 폐기 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폐기 결정의 시작 및 기타 중재 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는 소비자가 폐기 채널의 선택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처분 결정에서 사용한 제품을 더 이상 

“쓰레기”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X의 재배포 결정은 재분배 채널로 연결되고 

2차 소비자인 Y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 폐

기 품목을 버리지 않고 여타의 재활용 채널을 통해 처

리하는 경우, ‘재사용, 재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

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재활용 채널

의 역할에 위탁판매샵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위탁상점을 통해 위탁상품을 판매 및 처분하

는 것은 소비자가 이미 ‘사용된 물건’에 한 ‘판매’를 

상점에 위탁하면 직원들이 위탁된 물건의 품목을 분

류하고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물건을 선택

하여 ‘구매 및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Paden & Stell, 

2005). 위탁상품들은 약 90일 동안 상점에 보관되고 판

매되는 물건의 경우, 위탁자와 상점 주인은 판매 금액

을 분할할 수 있다. 또한 잔여 상품은 소유자에게 반환

되거나 지역 자선 단체에 기부될 수 있다. 위탁상점의 가

격은 일반적으로 중고 상점이나 창고 세일(garage sale)

만큼 낮지 않으며 판매된 품목의 품질은 보다 나은 품

Fig. 2. Model of product redistribution. 
Adapted from Paden and Stell (2005).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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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판매 의류

매장의 운영방법 및 이용고객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 의복의 구매 및 습득방법의 변화와 잉

여 의복의 활용실태 및 처분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점

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건강한 의복

활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 마련을 기 해 볼 수 있다.

2. 위탁판매샵의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 의복 행동

(Sustainable Clothing Behavior for Using Consi- 

gnment Shop)

앞으로의 사회는 범국민적인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

아갈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국의 의복 문화에 

한 이해는 의복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의복 행

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

공할 수 있다. 특히 의복은 착용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요인과 

개인의 내면적 특성이 의복 행동에 그 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의복에 한 태도에는 흥미, 관습,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태도, 신분까지도 반영한다(Nam & Kang, 1994). 

따라서 지속가능한 의복 행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자

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윤리 의식, 재활용 

의복에 한 소비 행동에 한 이해를 통해 실제적인 

지속가능 의복을 위한 소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속가능 의복을 위한 친환경적 

소비 행동, 일반적인 소비자 처분 행동(Han, 2009; Han- 

son, 1980; Harrell & McConocha, 1992; Lessig, 2008), 자

원의 재활용 행동(Lee, 2017; Shim, 1995)에 관한 연구

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에 한 의식은 의복 

재활용 및 구매 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Kim 

and Kim(2013)에 따르면 특히 직장의 근무복 문화와 

소비자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에 따라 중고 시장에서 

의복 구매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자연

환경에 한 인식 및 의식 정도가 자원의 재활용 빈도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자연환

경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원의 재활용도 역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과 인식은 의

복 행동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특히 의복은 

인체에 착장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자라온 환경과 관습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경험과 인

식 및 의식으로 연결되고 의복 행동을 통해 표출된다. 

하나의 예로, 지속가능 의복 문화에 한 비교문화 연

구인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의복 착

용실태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의복 활용의 연장(ex- 

tending clothing)은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착용

실태가 다르게 나타났다(DeLong et al., 2017). 따라서 

DeLong et al.(2017)은 지속가능한 의복을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는 자국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복 착

용을 위한 훈련과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중고 의류매장의 이용빈도가 낮

으며 중고 의류의 착용에 해 심리적 거부감 역시 매

우 높았다. 이에 반하여 미국 학생들의 경우 의복 활

용의 연장에 있어서 동료 간 옷을 교환하는 행위, 재판

매⋅구매하는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

용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옷을 더욱 잘 세탁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의

복의 활용도와 지속력을 연장시키는 특징을 보였다

(DeLong et al., 2017).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른 지속

가능 의복 행동의 차이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 안에

서 형성되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윤리적 소

비 의식과 지속가능 의복 행동 교육을 통해 변화를 이

끌어 낼 수 있다(Ahn, 2016). 또한 Jung(2011)은 지속적

인 주위의 윤리적 소비자들의 영향과 지속적인 교육

과 재활용 문화 등의 윤리적 시스템의 경험이 윤리적 

의복 소비, 실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이 실제적인 의복의 소

비 문화 변화에 동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의복 행동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Paden and Stell 

(2005)의 제품 재활용 모델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으

며 재활용 의복을 의류시장에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위탁판매샵의 운영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고 의류에 한 독특한 문화를 가진 

한국 소비자들이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중고 

의류 위탁판매샵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인터뷰

현재까지 윤리적 의복 소비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연구는 거의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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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재구매 및 재판매 체험학습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소비 행동의 변화요인을 밝힌 연

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

적인 지속가능 환경에 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재활

용 및 지속가능한 제품의 구매, 재사용 행동으로 변화

되는 소비 패턴의 전이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선행연

구로 위탁판매 의류매장 구매 행동을 중심으로 한 지

속가능 의복 활용 시스템을 고찰하는 사례연구로 진

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켓 인 유(Market In U), 중고 의류 위탁판매샵을 선정

하였다.

현재 마켓 인 유 전체 매장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선

임 매니저와 3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오프라인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제공

된 질문 문항으로 마켓 인 유 창립 목적, 마켓 인 유 운

영과정 및 변화, 마켓 인 유 상품 입출고 및 순환과정, 

매장별 특성, 소비자 특성, 개선점, 타 업체와의 차별

점,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고 마지

막은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되었고 녹취된 내용은 다시 문서로 정리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는 매장은 마켓 인 유 오프

라인 로드샵 가운데 2018년 7월에 개점하여 매장의 운

영기간이 짧은 학동역점과 현재 휴점 중인 불광점을 

제외한, 관악구 서울 점과 마곡지역 망원점으로 한

정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현 실

정을 이해하기 위해, 재구매 및 재판매에 참여하는 소

비자와 판매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의복 행동과 재활용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성공요인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위탁판매샵, 마켓 인 유(Market In U)

마켓 인 유는 주식회사 ‘자락당’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출발하였다. 회사의 설립은 사회복무로 스리

랑카에서 군복무를 했던 창설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한국으

로 돌아와 자신의 물건들을 내놓아 판매한 것에서 시

작되었다. 이후, 친구들이 더 합류하게 되면서 ‘스누마

켓’이 되었다. 스누마켓은 다시 법인으로 바뀌면서 ‘마

켓 인 유’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마켓 인 유는 2013년 1호점인 공덕점<Fig. 3>이 컨

테이너로 처음 시작하였고 2016년까지 운영된 공덕점

은 폐점되었으며 2019년 2월 현재, 서울 점(2019년 

7월까지 운영됨), 망원점, 불광동 혁신파크점, 학동역

점 네 개의 매장으로 확 되었다. 마켓 인 유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공헌에 의미를 둔 사업을 근간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상품은 중고 의류 및 패션 잡

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패션 상품들로 구성되

어 있다. 2018년 이전에는 매장에 1/3 정도만을 옷으로 

채웠으나 현재는 매장의 2/3 정도가 중고 의류제품으

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IV. 결과및논의

1. 마켓 인 유, 매장별 특징

마켓 인 유의 주요 사업들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휴점 중인 불광점과 최근 개점되어 

고정 소비자층의 확보가 아직 미흡한 학동역점을 제

외한 서울 점과 망원점 두 개의 매장은 매장별로 각

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3년 이상 운영으로 어

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서울 점은 2019년 7월 영업이 중

단되기까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주 고객으로 

운영되었다(Fig. 4). 특히 교직원 고객들의 상품 구매 

충성도가 높다. 매장이 어학당 근처에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이용도도 

좋은 편이어서 상품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었다. 서울

점의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보면 한 번 구매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속 방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서

울 학교 캠퍼스 안에는 식당은 많아도 옷 가게는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옷을 구매하려

면 서울 입구역 주변 번화가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

운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Fig. 3. The 1st shop of Market In U. 
Adapted from No (2016). http://tong.joins.com



지속가능 의복 확대를 위한 위탁판매 의류매장 활성화 방안 사례연구-마켓 인 유(Market In U)를 중심으로-

– 831 –

상당히 멀기 때문에 마켓 인 유 서울 점은 캠퍼스 내

의 소수 의류업체의 입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마켓 

인 유 서울 점은 판매를 위한 상품을 전국에서 택배

로 물건을 배송받고 있으며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는 

충분하지만 2017년까지만 해도 매장에 옷을 많이 디

스플레이 하지는 않았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서울 점

을 보고 매출의 80%는 의류에서 나오는데 매장 내 영

역이 매우 좁아서 최 한 많은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

으로 2018년부터 변경하게 되었다. 상품의 볼륨이 커

지면서 살만한 물건을 많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케

팅 전략을 변경하자 이에 맞추어 의류상품을 보여주

는 옷걸이의 개수도 많이 늘리게 되었다. 이에 반해 매

출이 낮은 수공예품은 폐점을 시켰고 의류상품의 전

시공간을 확 시켰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매출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자원 재순환, 사회적 기업,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유입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에 있다.

망리단길 근처에 있는 망원점은 플래그 스토어 역

할을 한다. 망원점은 망원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크

게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 마포구는 공유 경제 

시스템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든 채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매달 주민 자체적으로 오픈마켓이 

많이 열린다. 인터넷 사이트 ‘망원동 좋아요’와 마포구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역시 홍 를 중심으로 한 상권

과 또 다른 고객들과의 접근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마켓 인 유의 망원점의 접근방

법은 타 매장들과 다르게 기획되었다. 망원점은 사람

들이 꺼려하는 것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오픈되

었다. 먼저, 용어 사용의 변화이다. ‘중고’라는 단어보

다는 ‘세컨핸드(secondhand)’라는 외래어를 사용하였

다. 또한 타 매장과 차별화되도록 아티스트 전문가들

과 협업하여 ‘힙합’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서 기획되었

다. 힙합 콘셉트로 2018년 3월 망원동에 개장한 망원

점은 외관상으로는 중고샵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연상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Fig. 5)‒(Fig. 6). 그 결과, 고객

들이 처음에는 매장에 들어와 전혀 중고 제품이다라

는 생각을 못하다가 가격을 보고 중고샵인지를 의심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중고 의

류가 낯설거나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하던 고객들

도 점점 매장을 찾는 이용빈도가 늘면서 중고샵에 

한 이미지가 점점 바뀌고 처음에는 단품으로 구매를 

하던 고객들이 점점 구매 품목을 늘리거나 자신의 옷

을 재판매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옷을 가지고 매장을 

Fig. 4. Outside Market In U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dapted from Kim (2017). https://seouljobs.net

Fig. 5. Outside Market In U at Mangwon s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February 20).

Fig. 6. Inside Market In U at Mangwon s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February 20).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6, 2019

– 832 –

방문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 의류매장

의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은 

재활용 의류 위탁판매 매장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었다.

2. 위탁판매 의류상품

마켓 인 유의 주요 판매 상품은 옷이 차지하고 있다. 

판매 상품으로는 옷 이외에도 자전거, 가방, 귀고리 같

은 액세서리, 방향제나 텀블러 등의 생활용품도 주요 

판매 물품이다(Fig. 7)‒(Fig. 8). 위탁판매 제품을 확보

하는 과정에서 마켓 인 유는 제품의 브랜드에 크게 의

존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의류제품의 경우 외관상 오

염과 손상이 없고 사용감이 적으면 거의 부분 다 마

켓 인 유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구매 상의 물품

이 될 수 있다. 마켓 인 유에서는 구매되는 위탁판매 의

류의 경우 제품의 디자인이 약간은 고려되지만 구매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디자인보다는 상품

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위탁상품의 구매를 결정하

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만져봐서 

피부에 닿은 터치감이나 사용감이 적은 제품들이 재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위

탁상품 중 구매 상으로 우선순위에 검수된다. 마켓 

인 유의 위탁판매 단계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2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물건들을 10개 이하로 

결정하여 마켓 인 유로 보내게 되면 매니저의 검수과

정을 통해 위탁가능 상품들을 판별하게 된다. 마켓 인 

유에서 판매하는 옷은 그 계절에 맞는 옷들이 판매된

다. 여름철이 다가오는 4월부터는 여름옷을 판매/매입

이 이루어지고 겨울철이 다가오는 10월부터는 겨울옷

을 판매/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구매하고 있는 상품은 계절별로 봄철 옷은 1월, 여름철 

옷은 4월, 가을철 옷은 7월, 겨울철 옷은 10월에 매입된

다. 이렇게 매입된 상품들은 매니저의 검수과정을 거

치게 되고 검수가 끝난 상품들은 셀러 정보 기입 후 판

매 금액을 결정하고 4주 내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다. 위탁된 상품이 매장에서 판매가 완료되면 판매 금

액의 70%가 상품을 위탁한 고객의 계좌로 입금된다

(Fig. 9).

마켓 인 유의 운영에 있어서 주요 지침은 최 한 재

고를 남기지 않는 것에 있다. 따라서 마켓 인 유는 판매

되지 않은 상품을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굿

윌스토어로 보내 또 다른 유통통로를 연결시킴으로써 

이번 시즌에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을 다음해 

판매를 위한 재고 상품으로 보유하지 않는다. 마켓 인 

유는 최근 매출과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들을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가 기준, 2만 

원 정도로 위탁상품들의 가격 기준이 높지 않다 보니 

Fig. 7. Products at Mangwon st. shop
of Market In U.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February 20).

Fig. 8. Goods from social enterprise
at Mangwon st. shop of Market In U.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8, Februar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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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기여하는 제품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달리 위

탁상품들의 품질이 가격 비 좋지 않은 물품들이 위

탁으로 매장에 입고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품질과 

가격을 마켓 인 유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생각한다면,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제품들은 이를 의뢰한 고객들

에게 이득도 되지 않고, 마켓 인 유 입장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자리만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재고 상품은 마켓 인 유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상이다. 따라서 마켓 인 유에서는 구매되는 

위탁판매 의류상품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감수작업을 

거치면서 위탁되는 상품의 품질과 착용감 등을 꼼꼼

하게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이후 재판매의 확률을 최

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3. 위탁판매 의류샵의 서비스 요인

1) 중고 의류샵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으로 다양한 

소비자층 확보

일단, 위탁판매샵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성세 일

수록 부정적인 태도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할머니 분

들이 오셔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중고라는 사실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

성들이 훨씬 소극적인 참여를 보인다. 여성은 매장에

서 물건을 살 때 신체사이즈에 덜 구애 받으며 다양한 

옷을 구매할 수 있지만, 남성은 고를 수 있는 옷가지의 

종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다면 맞는 옷을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 한 번 

구매한 의류제품을 닿을 때까지 착용하는 경우가 많

아 자신의 옷을 다시 재판매하는 빈도 역시 여성에 비

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남성 소비자가 적은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고, 재활용 의류에 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마켓 인 유를 찾는 소비자들은 마켓 인 유의 

매장분위기가 매우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재활용샵이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 점을 마켓 인 유의 성공요

인으로 평가했다. 마켓 인 유의 고정고객의 경우, 보통 

매장의 독특한 분위기에 호기심으로 마켓 인 유에 들어

와서 상품의 질을 보고 거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고정고객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가 많다. 또 재활용 의

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도 마켓 인 

유를 방문해서 한 번, 두 번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한 경

험이 재활용 의류에 한 편견을 변화시키게 되고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중고 의류에 해 새로운 시각은 자신

의 물건을 재판매하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특

히 힙합 분위기의 젊은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망원점의 

경우, 이용고객의 40% 지역주민, 30% 직장인이 고정

적인 소비자층을 이루고 있다. 부분 구매 경험에 따

른 재구매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단지 30% 정도만

이 유동인구인 점 역시 재활용 의류의 사용 경험이 이

후의 재구매에도 영향을 주고 재구매를 통한 고정고

객층으로 이동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중고 의류제품 퀄리티 확보

현재, 제품 사입 시에 발생하는 태생적인 한계점은 

Fig. 9. Model of consignment selling steps. 
Adapted from Market In U (2018).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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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마켓 인 유만

의 검수를 위한 메뉴얼이 있지만 현재까지 계속 논의

되고 있는 항목이 시각적 검수항목에서 디자인이다. 현

재까지는 디자인보다는 상품의 물리적 퀄리티를 검수

의 중점적 항목으로 적용하고 있고 물리적인 퀄리티

와 브랜드는 상품의 가격 책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의류회사의 재고 상품은 

착용하지 않은 새상품이기는 하나 상품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사용 재고 상품에 한 

사입을 마켓 인 유에서는 환영하지 않는다. 재고 상품

의 판매 실적을 살펴보아도 재활용 의류상품보다 의류

업체의 판매되지 않은 재고 상품들은 오히려 소비자

의 선호도가 적으며 재고로 남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

라서 재고를 소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켓 인 

유의 운영방식을 고려한다면 소비자가 한 번 구매를 

결정한 중고 의류의 경우, 일단 익명의 소비자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검증된 상품

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상품 가치가 있다.

마켓 인 유의 재판매 상품의 검수과정에서 시각적

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 착용상의 문제점은 검수 시

에는 검수 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비

자가 구매 전 직접 착의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만 상

품의 퀄리티가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매 이후 중

고 의류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는 부정

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켓 인 유에서는 착용상

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 전에 되도

록 구매 상품을 직접 착용해 보는 피팅룸 활용을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구매 전 구매 상품의 착용감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고객이 중고 제품의 퀄리티를 검

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고객이 구매 상품에 한 착

용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마켓 

인 유에서는 지퍼 고장, 안감, 겉감의 문제 등에 한 수

선 및 세탁은 회사 내에서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검수에 한계를 고객이 문의한 경우, 

특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현실적인 가장 큰 문

제점은 검수에 참여하는 직원의 경우, 의류에 한 전

문성에 한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

에서 마켓 인 유에서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상품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5년 이내의 퀄리티가 좋은 

깨끗한 상품만을 구매하는 것이다. 제작 년월을 5년 이

내로 한정한 것 역시 일단, 상품의 제작 년월이 오래되

면 품질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

의 탈락율은 50% 정도이고, 마켓 인 유, 위탁판매 의류

샵의 운영은 의뢰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재활용 중고 의류들을 처분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

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켓 인 유의 중고 의류상품의 사입과정을 살펴봤

을 때, 위탁상품의 퀄리티를 일관성 있게 확보하기 위

해서는 위탁판매샵에서 상품 감정가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상품 감정가의 숙련된 위탁상품의 감정은 빈

티지 또는 중고품 구매자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고 

의류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재판매 쇼

핑은 충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복에 

한 전문 지식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더 효과적인 중고 의

류상품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품을 만져보고 상품의 품질을 검증

하고 직접 상품의 디테일을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기

술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Weil, 1999). 따라서 의

류에 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숙련된 검수자에 의한 

검수과정을 통해 판매되는 중고 의류상품의 경우, 균

일한 품질의 중고 상품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고 이

는 소비자에게 중고 제품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

성뿐만 아니라 이후 중고 의류에 한 재구매로 연결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접근 가능 입지 확보와 의류 재활용 마켓 

채널의 확대

위탁판매 마켓 채널의 확  측면에서 온라인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고 의류는 유일한, 한 개의 상품

이기 때문에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에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중고 의류 활

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복 공유나 리테일적인 마

켓 채널의 확 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 컨셉의 타 기업들과 위탁판매샵 간에 협력관계

를 형성하고 다양한 유통채널들을 확 해가는 방법들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처분이 목적인 마켓 인 유의 

경우 검수 시 탈락율이 50%인 것과 달리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류 렌탈업체의 경우, 탈락율은 5% 미

만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중고 의류들이 지속가능 마

켓 유통채널 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의류 여 마

켓의 경우 의뢰자 수익성 부분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채널의 확보와 마켓의 규모 확 도 가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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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 렌탈 의류의 경우에는 시즌 트렌드를 더 민감

하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상이 되는 상품의 

제작 년월이 3년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소

비자의 동선을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전략도 요구된다.

현재 위탁판매샵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익성 역시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위탁판매샵의 자본 확보는 사

회적 기업으로서의 국가적인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위탁판매샵들이 경영적 측

면에서 완전한  독립, 자립이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들의 운영에 따른 비용적 측면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위탁 의류상품에 한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갖춘 검수자 채용 및 위탁상품에 한  세탁 및 수선 문

제 등을 통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들에 한 구체적

인 방안들에 한 재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 패션에서 지속가능(sustainabi- 

lity)의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그리고 환경적 정

책(ecological principles)의 개념을 ‘공유 경제’ 시 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탁판매 의류 

매장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위탁판

매 의류매장의 운영방법 및 이용고객들의 실태를 파악

함으로써 위탁판매 의류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

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재활용 의류

제품의 소비 문화를 파악하고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이

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지속가능 의복 행동을 확

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운영방법 및 이용고객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 의복의 구매 및 습득

방법의 변화와 잉여 의복의 활용실태 및 처분방법들

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위탁판매 의류매장으로 마켓 인 유을 선정하

고, 현재 마켓 인 유 전체 매장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선

임 매니저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

을 바탕으로 위탁판매 중고 의류매장인 마켓 인 유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 의복의 구매 및 습득방

법의 변화와 잉여 의복의 활용실태 및 처분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복 확 를 위해 

위탁판매 의류매장 활성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서비스 

요인을 도출하였다.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활성화를 위

한, 서비스 요인으로 첫째, 중고 의류샵에 한 세련된 

이미지 조성으로 다양한 소비자층 확보, 둘째, 중고 의

류제품 퀄리티 확보, 셋째, 소비자의 접근 가능 입지 확

보와 의류 재활용 마켓 채널의 확 로 살펴볼 수 있었

다. 무엇보다도 현재 위탁판매 의류매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의류상품에 한 특수성 및 

전문성에 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었다. 특히, 중고 의

류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옷에 한 전

문성을 갖춘 숙련된 감정 기술을 겸비한 상품 감정가

의 확보가 주요한 요건으로 분석되었다. 재판매 상품

의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는 판매 이전 단계에서, 위탁

상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수선 및 세탁 보

완’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로 파악

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 위탁판매샵에서 나타나고 있

는 재정적 문제점들에 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는 수익성을 고려한 재활용 의복 마켓의 확 와 중고 

의류에 한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체험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일반 고객들의 

재활용 의류에 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

회의 확 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

은 일반 소비자들의 재활용 의복에 한 인식의 변화

와 함께 재활용 의류브랜드의 시장성을 높이는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에서는 지

속가능 의류제품 활용방법 및 관리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속가능 의류아이템을 

구매하여 실제 착용하는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자

원의 지속적인 활용에 한 인식을 확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

를 통해 건강한 지속가능 의복 활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토 가 마련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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