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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system of reverse logistics for clothing, which refers to the whole pro-

cess of moving clothes from their final destination for the purpose of capturing value or for proper dispos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takeholders of reverse logistics system for clothing. Out of 51 in-

dividuals contacted, 12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resulting in 23.5% response rate. All the stages in Kor-

ean reverse logistic system for clothing were identified, but the flow of the resources in the system was not

smooth and the collectors were often illegal or unauthorized companies. Domestic markets for reused or re-

furbished clothing were limited, and most of the products on this stage were exported. In general, collectors

and exporters of reused clothes emphasized economic value over environmental value in their business when

compared to manufacturer. Most participant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exchange, but

little social interaction was found among stakeholders.

Key words: Clothing reverse logistics system, Used clothing, Textiles waste, Stakeholder, Values of the

business; 의류 역물류 시스템, 폐의류, 섬유 폐기물,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가치

I. 서 론

환경문제와 인류의 존속성을 고려하여 등장한 지속가

능성이라는 개념은 패션 분야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었

다. Brown et al.(1987)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인류에게 분명한 이익을 주

지 않더라도 생물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지속되는 것

을 의미하며, Gordon and Hill(2015)에 의하면 균형을 유

지하는 생태계 시스템으로, 환경이 재생할 수 있는 만큼

의 양 이상의 자원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패션은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패션 제품의 생산

이나 디자인 방법의 범위를 포함하면서 디자이너, 생산

자,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을 퍼뜨리고 처분할 때 환경적

이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ord-

on & Hill, 2015).

전 세계의 패션 기업들이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패션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패스트 패

션 기업 H&M은 매장 내에 의류 수거함을 비치하여 매

장을 방문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의류를 수거하고,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leehe@korea.ac.kr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연구는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2019,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3, No. 1 (2019) p.138~153

https://doi.org/10.5850/JKSCT.2019.43.1.138

〔연구논문〕



국내 의류 역물류 시스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139 –

경 면과 리사이클 원단으로만 제작한 ‘Conscious Exclu-

sive’ 라인을 선보였다(H&M, 2012). 또한 H&M은 2030년

까지 모든 제품을 지속가능한 소재로 제품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배된 면만 사용하

겠다고 발표하였다(“Sustainability”, n.d.). 글로벌 아웃도

어 브랜드 Patagonia의 경우 100% 유기농 면화를 사용

하거나 무료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

고 있다(“20 years of organic cotton”, n.d.).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의류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여

전히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국내에서 폐의류를 수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의류 수

거함은 사기업의 수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더불어

일부 시민들은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를 투기하기도 하

며, 이로 인하여 재사용이 가능했던 의류가 오염되어 재

사용되지 못하기도 한다. 혹은 의류 수거함에 들어간 의

류가 절도되어 소유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Yun & Yun, 2019). 이렇듯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

의류에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지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의류가 폐기된 이후에 실제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연관된 문

제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국내

의 현황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역

물류라는 시스템에 적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역물류

란 Stock(1992)의 저서,『Reverse logistics: White paper』

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상품의 남아있는 가치를 얻

거나 적절한 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을 최종 도착지

로부터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즉, 소

비자의 손에서 떠난 옷을 수거, 분류, 분해, 재사용, 재손

질, 재생산, 재활용의 과정을 거쳐 다시 소비자의 손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물류 형태로 폐의류의 자원순환을 이루

는 구조이다.

Blumberg(2005)는 순방향의 공급사슬이 종결된 이후

의 과정, 즉 역물류의 과정은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경

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의류 분

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의류의 역물류 시

스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역물류 흐름의 초기 단계

인 처분 행동에 대한 연구나 재생산 단계인 업사이클링

을 주제로 하여 소비자 중심의 연구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Chang & Park, 1997; Choi et al., 2014; Han,

2009; Park, 2015; Roh & Kim, 2002). 이렇게 역물류의 일

부 활동에 해당하는 재활용, 재생산(upcycling) 등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Abraham, 2011), 의

류 분야의 역물류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하나

의 전체로 바라보고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

어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다룬 연구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Larney & van Aardt, 2010).

특히 국내의 의류 산업을 역물류의 전체적 관점에서 분

석한 연구는 Kim(2016)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는 의

류 역물류에서의 RFID 활용에 초첨을 맞추고 있어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역물류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폐의

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다(UN, n.d.). 즉, 상당

한 양이 국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타국으로 흘러감을

의미한다. 이처럼 폐의류를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지

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

으며 이는 국내 의류 역물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

내의 의류 역물류 시스템을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역물류 시스템에 직

접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고

자 한다. 의류 역물류 단계에 직접 종사하는 이해관계자

들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역물류 활동

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역물류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과 그 안에서의 가치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부족했던 이해관계자 중심의 연

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

으로써 의류 역물류 시스템의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의 개

념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점의 종합적 고찰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의류 및 섬유 폐기물의 효율적 순

환을 위한 적합한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역물류의 정의 및 특징

Stock(1992)은 역물류라는 개념을 최종 도착지의 상품

을 움직여서 상품에 남아있는 가치를 취하거나 적절하게

처분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Carter and Ell-

ram(1998)은 역물류를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재료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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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를 통해 기업이 더 환경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과

정이라 하기도 하였다. 또한 Kokkinaki et al.(1999)은 수

거, 분해, 사용된 제품, 제품의 부분들이나 재료들을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용으로 이끌어 내거나 환경 친

화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Stock

(1992)은 대다수의 상품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물류는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으로 거스르는 것

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원료가 생산의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순방향 물류라고 한다

면, 역물류는 주로 환경적 효율성을 위해 완성된 제품을

순방향 물류의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게 하여 가치를 만

들어 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Fig. 1>은 전체적인 순방향 물류와 역물류 흐름을 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역물류의 구조는 고객이 사용하

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을 수집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상

품, 재손질이 필요한 상품, 폐기해야 할 상품 등으로 분

류 및 분해한 뒤 이것을 다시 물류센터, 재가공센터, 폐

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Yun

& Chen, 2015).

Bouzon and Govindan(2015)에 의하면 소비자로부터 수

거된 이후의 개괄적인 과정에는 크게 재사용(reuse), 재

손질(refurbish), 재생산(remanufacturing), 재활용(recyc-

ling)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재사용은 소비

자로부터 떠난 제품을 어떠한 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순

방향 물류로 공급하는 과정이다. 재손질은 소비자의 손

을 떠난 제품에 오염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세탁 및 손

질하여 다시 공급하는 형태이다. 재생산은 업사이클링과

같은 맥락으로 제품의 물리적인 분해를 통하여 망가지

고 유행이 지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

시키는 과정이다. 재활용은 제품에 화학적인 가공을 더

해 원재료의 상태로 돌려놓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제품의 본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Bou-

zon & Govindan, 2015).

Blumberg(2005)는 역물류 시스템을 통하여 제품이 다

시 들어오는 과정, 맥락,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양한 제품과 현장에 남겨진 재

료를 수선, 재배열, 또는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그냥 처분하

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Blumberg

(2005)는 재활용의 과정을 거쳐 재탄생할 수 있는 제품

들로, 첫째, 적절하게 처분되어야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

어 처분되지 못한 제품, 둘째, 다시 사용되거나 수선, 재

가공을 거쳐 상품으로 탄생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하

위 부품 또는 제품을 제작하고 남겨진 부분, 셋째,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

및 팔리지 못한 재고, 넷째, 리콜 등으로 인해 상품으로

서 가치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제품이나 재료, 다섯째, 한번 버려졌지만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는 제품, 재료, 물건 등, 여섯째, 임대가 끝

났지만 제품의 수명은 남아있는 상품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Tibben-Lembke and Rogers(2002)는 역물류 시스

템을 순방향 물류 시스템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갖는다고 하였다. 첫째, 순방향 물류에 비하여 역물류

는 소비자의 수요나 상품의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려우

며, 운송도 순방향의 경우와 반대로 다량의 채널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역물류 시스템

에 공급되는 상품들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셋째, 수거업체가 상품을 판매할 때

에도 바이어마다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고 기대

하는 상품의 질에도 차이가 있다. 넷째, 바이어에게 판매

된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도에 목적지가 변경되기도 한다. 다섯째, 순물류와는

다르게 배송이나 반품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바이어

가 대량의 베일(bale)로 구매하여 그 중 재사용이 가능한

가치를 가진 상품을 솎아내는 형식이므로 선택되지 못

한 제품에 대한 반품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불만

을 갖지 않는다. 여섯째, 물류비용의 면에서도 제품을 다

루거나 창고에 저장하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

려우며 창고 관리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곱

째, 제품의 오염이나 손상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

품의 수명 주기도 일정하지 않아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

이 쉽지 않다. 여덟째, 소매 판매를 위한 마케팅의 측면

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선호하고 제
Fig. 1. General flow of reverse logistics.

Adapted from Park et al. (2011).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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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주어진 재고 수량 안에서 구매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 마지막으

로 역물류를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대체로 출처가 불분

명하고 기업에서 역물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물류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Pal(2017)은 역물류와 관련된 주요 비즈니스 가치를 경

제적 이익, 고객, 정보, 환경, 기업 이미지 등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첫째, 경제적 이익을 통한

가치 창출은 비용 절감, 이익 창출, 위험 절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고객과 관련된 가치는 고객

의 충성도와 만족도를 통하여 상승될 수 있으며 이는 기

업의 이미지와도 연관된다고 하였다. 셋째, 가치 있는 정

보는 호의적인 고객의 태도를 형성하며 질 좋은 정보의

제공은 또 다른 소중한 피드백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

다. 넷째, 환경적 가치는 역물류 과정에 있어 생산 이후

의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이 불가한 자원을 생산하지

않는 것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덜 준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미지는 주로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과 관련 있다

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역물류 시스템은 원료가 갖는 가치를 극

대화시키고 환경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순방향

물류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물류 시스템

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역물류의 특징과 가치를 반영하여 국내의 의

류 역물류 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류 역물류 관련 선행연구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순환 시스

템 및 역물류 활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lumberg, 2005; Kim, 2011; Park et al., 2011). 다양한 연

구에서 의류 역물류 시스템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

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역물류 안에서의 공

급망 관리나 수명을 다한 제품의 복구와 유통 관리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Rubio et al., 2008). 다른 폐기물 역

물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류 산업과 역물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 스웨덴, 인도, 아프리카의 중고 의류 및 수선 시장

연구(Abraham, 2011; Mhango & Niehm, 2005; Pal, 2017),

브라질의 의류 역물류 산업 연구(Bouzon & Govindan,

2015), 영국의 재활용 섬유 시장 및 태국의 중고 의류 시

장 분석(Hawley, 2006), 또는 전자기기 산업과 패션 산업

의 역물류 시장 비교 연구(Creutz & Larsson, 2012) 등이

있다. 또한 연구의 주제는 주로 역물류 활동의 현황, 문

제점,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징후, 공급

자와 바이어 간의 이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Abra-

ham, 2011; Bouzon & Govindan, 2015; Creutz & Larss-

on, 2012; Hawley, 2006; Pal, 2017). 한편, 다양한 의류 역

물류 활동의 경제성을 평가한 연구도 있었는데(Hawley,

2006), 이 연구에 따르면, 중고 의류 시장이 규모는 방대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사

이클링 제품 시장, 광택용 걸레로 재사용, 매립 및 소각,

에너지 활용의 순이었다.

의류 역물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다른 폐기물 역물류 연구와는 달리 이해

관계자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의류

역물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의류 역물류 산업 내의

이해관계자의 분포를 파악하거나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치와 인지하고 있는 정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Abraham, 2011; Mhango & Niehm, 2005;

Pal, 2017).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주주(sharehold-

ers)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Caniato et al., 2014). 기업을 통

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만이 아니라 그 기업

의 직원, 거래처, 소비자, 지역사회 등 훨씬 포괄적인 대

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광의의 이해관계자들

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도 할 수 있다. 그 예로, Pal(2017)은 역물류 산업에 종사

하는 이해관계자들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이해관계자, 즉, 사회와 환경의 이

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며 이해관계자들을 연구하는 것

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Pal(2017)은 그러나 역물류에 직

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가치 창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밝

혔고, Mhango and Niehm(2005)은 활발한 의류 역물류 활

동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구조의 확립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braham(2011)은 의류

역물류 산업에서 심한 가격 변동, 수요의 부정확성, 높은

수송비용, 일정하지 않은 품질 등으로 인해 공급자와 바

이어 간에 협상 이슈가 발생했으며, 따라서 전략적인 수

집과 다양한 판매채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한 이들 연구는 역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및

재활용 기술과 같은 특정 단계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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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였다(Abraham, 2011; Bouzon & Govindan,

2015; Mhango & Niehm, 2005; Pal, 2017).

Larney and van Aardt(2010)는 의류 산업에서 역물류 분

야가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초기 투입비용이

큰 산업이므로 산업 자체가 그다지 경제적이지 않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의류 역물류의 업무는 생각보다 간단

하지 않으며, 재판매가 어려운 중고 의류를 행주나 걸레

로 쓰거나 재생산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경

우, 생산된 제품이 위생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소비자들

의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Sinha et al., 2012). 더불

어 의류 역물류 산업에 진입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 재

활용 기술의 부족, 높은 초기 투입비용, 작은 시장 규모,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국가와의 경쟁 등의 다양한 문제

들을 직면하게 된다(Larney & van Aardt, 2010). 특히 의

류 역물류 산업에서는 공급되는 재료 자체가 심하게 손

상이 된 경우가 많아 다른 폐기물 시장에 비해 높은 가치

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시장 구축이 쉽지 않다(Bouzon

& Govindan, 2015).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 의류 역물류 시스템의 현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류 역물류 시스템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통하여 역물류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역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큰 범위의 이해관계자인

사회와 환경을 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므로

(Pal, 2017),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파

악은 국내 역물류 시스템의 특성과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의류 역물류 시스템의 각 단계별 현

황과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의류 역물류 시스템의 이해관계자들의

역물류 가치,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정보교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역물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

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역물류 단계

를 제시한 선행연구(Stock, 1992)에 따라 역물류 과정을

수거, 분류/분해, 재사용, 재손질, 재생산, 재활용, 처분

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를 스노우

볼 표집방법(snowball-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의류 역물류의 현황을 살펴본 선행연구(Abraham, 2011;

Bouzon & Govindan, 2015; Hawley, 2006; Mhango &

Niehm, 2005; Pal, 2017)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심층적

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 방법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업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포

털(https://www.data.go.kr/)에 제시된 생활 폐기물 등록업

체, 서울시 새활용플라자에 입점한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한 업체들을 추가하

여 인터뷰 풀을 구성하였다. 인터넷 검색 키워드는 ‘헌 옷

수거’, ‘의류 집하장’, ‘재활용센터’, ‘업사이클링’, ‘헌 옷

파쇄’, ‘헌 옷 소각’, ‘구제 옷’의 검색어를 통해 나타난 업

체들을 선정하였다. 그 중 연구참여자는 팀장급 이상의

직급과 패션업계 근무 연한의 기준은 5년 이상으로 선정

하였다.

총 51개 업체에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며, 12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여 약 23.5%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Ta-

ble 1>은 인터뷰에 응답한 최종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역

물류 종사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12개 업체 중 8개 업체

가 업사이클링, 즉 재생산 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었

으며, 수거업체가 1개, 재사용 업체가 1개, 재활용 업체

가 1개, 기타(정부기관) 1개 업체로 구성되었다. 분류/분

해, 재손질, 처분 단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협조에 불응

하거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

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분류/분

해 단계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몇몇은 처분 단계에 종사

하거나 처분업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을 통하여

이 단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7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인

터뷰의 질문과 응답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

을 진행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인터뷰는 30분

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의사소통하기에 원활한

공공장소 또는 연구참여자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3. 질문지 구성 및 인터뷰 방법

역물류의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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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정보교류에 대한 입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선행연구(Caniato et al., 2014; Pal, 2017)를

바탕으로 반구조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Table 2). 연구

문제 1과 2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류 역물류의 현황

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질문지에 포함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

치, 헌 옷과 환경에 대한 태도, 정보교류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방법

심층인터뷰를 통해 전사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

들이 스스로 언급한 역물류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제1저

자가 정리하였으며, 제2저자가 분류의 적절성을 확인하

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역물류 모델에 제시된 수거,

분류/분해, 재사용, 재손질, 재생산, 재활용, 처분의 단계

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현황과 특징은 어떠한지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인

식하는 비즈니스 가치,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정보

교류에 대한 입장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리하였

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국내 의류 역물류 활동의 현황

본 연구의 연구참여업체는 총 12업체로 모든 연구참

여업체들이 역물류 시스템 상에서 주로 관여하고 있는

단계 외의 다른 단계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

거 단계나 분류 단계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직접 참여

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역물

류 단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Company
ID

Gender Position Former job
Work

experience
(year)

No. of
Employees

Main reverse
logistics activity

Stakeholder
type

Main
material

A M CEO
TV home

shopping vendor
2 3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Used umbrella

B F Part leader Designer 8 20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Unsold stock

C M CEO Others 7 10 Collector
Service

suppliers
Used clothing

D F
Team
leader

Others 3 27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Used clothing

E M
Team

manager
Garment
factory

1 - Others Government -

F F CEO NGO 10 13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Used clothing

G M CEO
Trade

business
5 20 Reuser

Service
suppliers

Used clothing

H F CEO
Product
manager

3 1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Used socks

I F CEO Atelier 4 15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Used jeans

J M CEO
Garment
factory

8 23 Recycler
Service

suppliers
Leftover fabric

K M CEO
Fashion

industry worker
2 6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Used jeans

L F CEO
Bag

designer
3 1 Remanufacturer

Service
suppliers

Leftover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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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물류 수거 단계 현황

재사용 업체인 G와 정부기관인 E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가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그 채널은

공사현장(A), 재활용 집하장(A, F, K), 봉제공장(F, J, L),

정부/기업으로부터 기증(A, B, F, J, L), 소비자 기부(D,

F, H, K, I), 가정 방문(C), 자체 브랜드 수거(B) 등 다양

했다. 수거업체인 C는 수거의 유형을 고물상, 수거함, 방

문수거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

양한 채널로 수거된 의류는 재생산 업체가 직접 수거하

지 않는 이상 집하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집하장은

대부분이 불법/미허가 업체라고 하였다(L, 재생산).

“보통 고물상. 수집하는 거 보면 고물상이 있고 아파트나 빌라

나 뭐 이런데 수거함을 놓고 거기서 수집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방문수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고물상이 자원수집소라고 하겠죠.” (C, 수거)

“남양주나 양주에 가면 수거집하장이 있어요. 그게 다 불법이

야. 거의 99프로가... 가면 하겠다고 했다가도 당장 싸움날 판이야.

Table 2. Interview questions

Topics Questions

Main activities

Which reverse logistics activity are you mainly engaged in? (collection, sorting, disassembly, reuse, refur-
bishing, remanufacturing, recycling, disposal)

How long have you engaged in the business?

Information on business

What motivated you to become engaged in this business?

How many employees do you currently have?

How much is your company's annual capacity?

What is the work process of your business in detail?

Values of the business
How would you rank the importance of the following five values in relation to your business? (Econo-
mic, Information, Customer, Environment, Corporate image)

Interests in environmental
issues and disposal

of used clothing

Are you aware of the flows of used clothing after consumer's disposal?

Are you interested to know how used clothing is processed and where it ends? If yes, does your engage-
ment in the current job influenced your interest in used clothing?

Are you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If yes, do you think the issues are rel-
ated to used clothing?

Information exchange
& social interaction

How/Where do you usually get information related to your work?

Do you have regular social interaction with other stakeholders in clothing reverse logistics? If yes/no,
why?

Table 3. Reverse logistics activities that research participants engage in

Company Collection Disassembly Sorting Reuse Refurbishing Remanufacturing Recycling Disposal

A ○ ○ ○ ○ ○

B ○ ○ ○ ○ ○

C ○ ○ ○

D ○ ○ ○ ○ ○

E ○ ○

F ○ ○ ○ ○ ○ ○

G ○ ○ ○

H ○ ○ ○ ○

I ○ ○ ○ ○ ○

J ○ ○ ○ ○ ○

K ○ ○ ○ ○ ○

L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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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니까. 거기는 한 번 잘못 나가면 벌금 맞으면 몇 천만 원씩

맞아요. 그걸 수집하려면 수집 운반 허가라는 걸 받아야 해요. [...

중략...]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를(을) 대다

수가 낸 거지 실제로 세금내고 뭐하고 한 거는 50프로도 안 돼요.”

(J, 재활용)

모든 재생산 업체 즉, 업사이클링 업체는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해 직접 재료를 찾아 나섰으며 사설 수거업체로

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없었다. 사설 수거업체로 수집된

의류는 재활용 집하장으로 보내지거나 계약을 통해 수

출업체에 보내진다고 하였다(C, 수거). 이 과정에서 의류

자체에 오염이나 이물질이 묻어 유가성이 많이 떨어진다

고 응답하였고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하였

다(C, 수거). 연구참여자들은 수거되는 양과 수거된 의류

의 품질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사

용 단계로 넘어가거나 재생산 단계로 넘어갈 때 어려움

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하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수집이에요. 이게 과연 좋은 옷으로 재

탄생될 수 있을까 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시

업사이클링 시켜서 또 팔리지 않는 옷을 만들 순 없으니까 정말

좋은 재료와 좋은 소재와 이런 것도 유행을 타지 않는 [...중략...]

좋은 수집을 하면 정말 그 어떤 옷을 심플하게 만들어도 다시 탄

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수집할 때 과연 사이즈의 문제였는

지 칼라의 문제였는지 핏이 안 좋았는지 고려를 해서 수집을 해

야 하고 얘는 옷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액세서리나 다른

것으로 탄생됐을 때는 정말 좋을 것이다, 기대가 될 것이다, 판단

도 수집 단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

아요.” (B, 재생산)

한편, 수거과정에서 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I업체의

경우, 기부의 과정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소비자들이 무책임하게 버리지 않고

고민을 통해 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부된 제품

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소통하

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는 참여자가 있어야만 기부를 받아서 기부받은 걸 가지고

제작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하다보니까 저희는 계속 버려지는 것을 쓴

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버려지는 게 너무

많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무책임함에 저희가 그

걸 사용한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작점부터 달라

야 한다는 것에 인지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버려야하는지 우리한테 버린다기 보단 왜

우리한테 기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되건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좀 기부를 하게 되면 이미 이것을 재활

용하거나 자원순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I, 재생산)

2) 역물류 분류/분해 단계 현황

모든 연구참여자가 분류/분해 단계에 관여한다고 응

답하였다. 정부기관인 E의 경우, 본사 건물에서 분류/분

해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 용어의 사용

에 있어서 수거/재사용 업체의 분류/분해에 대한 관점과

재생산/재활용 업체의 분류/분해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었는데, 수거업체와 무역업체의 경우, 수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 비하여 재생산/재활용 업체는 생

산될 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수거업체(C)의 경우, 수출업체에 판매하기 전에 1차적

으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과 불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신발, 가방 등 크게 4~5가지 카테

고리로 분류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된 제

품들을 수출업체에서 또다시 의복의 코드에 따라서 다

시 분류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서 수출업체에서는 그만큼의 본인들이 분류 안 해도 되는 인건비

를 뺄 수 있으니까 서로 그런 업무 영역이 정해져있어요. [...중략

...] 수출업체에서는 보통 규모가 커요. 저희 수집업체는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수출업체들은 저희 옷들을 가지고 가서 코드를 매

기거든요. 옷들에 대한 코드를 백 몇 가지로 매기고 이것들을 분

류하는데 인원이 기본적으로 10명이던 2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 세분화되고 더 많은 양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설과 설비를 크

게 해놓은 곳은 더 들어가겠죠? [...중략...]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서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분류 코드에 들어가지 않는 옷은 20프로

는 나오고요.” (C, 수거)

재생산 업체(I, A, K, L)의 경우, 재사용할 수 있는 것

들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선 분류한 후, 제작하고자 하

는 컬러나 재질, 패턴에 맞춰서 분류한다고 하였다.

“저희도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작하고자 하는 컬러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1, 2019

– 146 –

랑 재질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사용하고] 뭐 그러지 못

하는 부분들을 아름다운가게에 다시 기부를 한다던가 분류를 해

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재사용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만 쓰게 되는 거죠.” (I, 재생산)

“보통 수거를 하러 가서 구마다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게 있는

데 쉽게 말하면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분류가 되는데 가

면 운 좋게도 우산들을 따로 모아놔요. [...중략...] 분류를 또 하니

까 가면 우산은 껍데기는 그냥 태워버리고, 고철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분들은 막 뜯죠. 태워버

리면 되니까 고철만 살리고. 우리는 이제 잘 뜯어 와서 고철은 파

시라고 두고...” (A, 재생산)

“일단 톤별로 분류를 해요. 저희가 어느 정도 톤을 맞춰 놓은

게 있어서 그 샘플이랑 대보면서 가장 가까운 톤이랑 맞춰서 분

류를 하고요. 톤으로 분류하는 거랑 소재가 스판기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로...” (K, 재생산)

“칼라별로 쪼가리 가죽을 기준으로 해놓잖아요. 저희가 일단

크기별로 크기가 큰 거다 이러면 이쪽에 분류를 하고 칼라별로

분류를 하고...” (L, 재생산)

3) 역물류 재사용/재손질 단계 현황

재사용은 말 그대로 분류된 의류를 어떠한 변형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그 전에 재손질을 거

치기도 한다. 1차 분류에서 내수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지만 타 국가로 수출하는 수출시장에 비해 규모

는 작은 편이다. 응답자 C와 G에 따르면 수출시장 측면

에서는 헌 의류를 수출하는 국가마다 선호하는 품목이

다르다고 하였다. 한편, 수거업체 C에 의하면,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재손질하여 판매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라고 하였다.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곳은, 태국이나 이런 시장에는 B급 하

이힐이나... 우리나라 보통 보면 싼 신발들 많잖아요. 그냥 한두 번,

한 철 신고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중고로 판매되는데] 태

국이나 이런 데 가서 수선을 직접... 인건비가 싸니까 수선을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수선을 못하

지만 거기서는 알아서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C, 수거)

아프리카의 중고 의류 수입 거부, 중국산 중고 의류의

영향으로 사실상 수출단가는 하락 중이라고 하였다.

“키로당 9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지금은 400원 정도 선이예요.

400~500원이 봄에,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300원 대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물량

이 없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게 가격이 정해지는

게 수출이기 때문이에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로

수출을 보내는데 현지에서도 저희 헌 옷이랑 또 다른 나라에서

헌 옷 들어오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워낙 값싸게 물건을 보

내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이제 한국 물건을 구입 안 하려고 조금

씩 밀어내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

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1년 전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아 이게

좀 힘들겠다. 그게 이게 힘들겠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

게 생각하다가도 또 우리나라 옷 품질이 좋다보니까 또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한국 물건을 선호할 시기가 오면 가격이 또 어느

정도 올라서 지금은 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 정도가 또 되었

고 그게 사이클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C, 수거)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70%는 작년까지만 해도 키

로에 800원에서 850원씩 해외에다가 팔았어요. 근데 두세 달 전

에 물어봤을 때 200원에서 250원에도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의류의 생산이 지금 포화상태에요. 그래서

옷을 헌 옷을 그 기부하는 형태나 그렇게 저가로 하는 것도 그런

후진국에 주는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거의 많이 안주고 그랬어

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J, 재활용)

4) 역물류 재생산 단계 현황

1만 장 가량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표준화

와 반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F, 재생산)

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재생산된 제품은 보통의 제품 생

산과는 다르게 원재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재료를 수집한 후 디자인을 구

상하며, 패치워크, 천연염색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K,

재생산). 이처럼 원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양상이 나

타났는데, 업체들은 디자인 구상 단계에서 새로운 가치

나 스토리를 신중하게 부여하여 재생산의 의미를 극대

화하기도 하였다(L, 재생산). 재생산 업체들은 역물류 단

계를 거쳐 수집된 재료 외에도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적

으로 생산된 원단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원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

용 양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타이벡이라고 친환경 소재. 듀퐁에서 개발한 건데 이게 정확히

는 HDPE,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이네요. [...중략...] 리사이클 소

재는 아니고 친환경 소재. 그 소재들은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써

요.” (A, 재생산)

“100프로 업사이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재들이랑 섞어서

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청바지 재활용 양을, 재사용 양을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소재들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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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K, 재생산)

5) 역물류 재활용 단계 현황

재활용 단계에서 PET를 원사로 추출하는 작업(F)이

나 봉제공장의 자투리 원단을 이용하여 섬유 패널을 제

작하고 있는 경우(J)는 있었으나 헌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다시 원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활용 업체 J는 헌 의류를 재활용하여 의류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 섬유

를 파쇄와 압축의 과정을 거쳐 패널로 제작하여 건축자

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류 자체에 부착

된 지퍼나 단추 등으로부터 원단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해외 업체에서 헌 옷으로

부터 원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다는 연구참여

자의 언급이 있었으나(A, 재생산), 해당 업체에서 인터

뷰 요청을 수락하지 않아 직접 확인은 할 수 없었다.

“헌 옷은 일단 안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봉제에서 나오는

거는 원단이 쭉 들어오면 10에서 15프로의 손실이 나와요. 이 헌

옷은 섞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단추 이것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건 녹기라도 하는데 지퍼라던가 납이라던가 그걸 분류

를 해야 해요. 뭐냐면 파쇄를 하면서 분류하는 기계를 또 새로 해

야 해요.” (J, 재활용)

6) 역물류 처분 단계 현황

폐기물 처분업체를 직접 인터뷰하지는 못했지만 수

거업체와 재활용 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

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처분과정

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처분될 폐기물을 최소화하려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

통적으로 드러났고 최대한의 자원순환을 이루려고 노력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폐기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한테 돈을 주고 버리죠. 그게

만약에 소규모 업체라던가 그런 곳은 양도 적고 그러니까 밤에

막 버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양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C, 수거)

“처분이 자투리가 남으면 아주 작은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

면 키홀더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생산자분들이 모여서 제작하고 그러는 곳들이 있

거든요. 그런 곳에다가도 저희가 좀 사용하실 수 있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은 진짜 조그맣게 잘라진 정말 자투리 같은

것들을 버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K, 재생산)

“처분은 잘라내면 조각이 있어요. 아주 큰 조각이 아니면 솜

넣을 때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요럴 때 나머지 자

투리가 그걸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아

주 작은 거는 속에 내장으로 넣고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꼬랑지

같은 거 꼬랑지는 요만큼만 있어도 되거든요.” (H, 재생산)

2. 비즈니스 가치, 환경에 대한 태도, 정보교류에 대

한 입장

1) 비즈니스 가치

Pal(2017)이 제시한 경제적 이익, 정보, 고객, 환경, 기

업 이미지의 5가지 비즈니스 가치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이 환경과 경제

적 이익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중요

시하는 연구참여자들(A, B, C, H, J, K)은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기업을 유지할 수 있고 기부와 같은 다른 활

동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

대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G, D,

I)는 재생산 제품 라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효율이

좋은 사업성 있는 라인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적합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건비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은 제가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매입을 해서 수출업체에게 판매를 하는 중간 마

진으로 서비스가 운영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까 수출업체와 딜을 하면서 [...중략...]

전체 양의 0.5프로에서 1프로 정도의 명품 옷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그런 게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판매경로를 찾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면 이게 다 고객들의 매입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비스가 신뢰를 얻고 고객들이 확장되고...” (C, 수거)

“업사이클링 라인으로만 봤을 때 경제적 측면은 절대 볼 수 없

고요. 보통 생각하시기에 자투리를 받았으니까 소재 값이 덜 드니

까 경제적 측면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데 그거를 다시 인

건비 인력이 훨씬 몇 배로... 저희뿐만 아니라 공장도 경제적 측면

을 거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래도 수익은 창출해야죠. 그렇지

만 경제적 측면을 볼 때는 그렇게 효율이 좋은, 사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L, 재생산)

고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은 연구참여자들(G, B,

I, F)은 고객이 상품을 택하는 주결정권자이고 가치를 나

눌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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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고객들이 이를 따

라오기를 바라는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B,

I). 또한 해외에 수출을 하는 업체(G)의 경우에는 우리나

라에서는 상품성을 갖지 못하여 보내어진 의류가 현지

의 사람들에게 착용되어졌을 때 보람을 느끼고 그 의류

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 즉, 고객이면서 동시에 이해

관계자로서의 현지인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

였다.

“저한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현지인들이

에요. 현지에 사람들이 내가 보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아이들이

신고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 무거운 걸 베일이라 그러는데 베일을 내

리는 인력 인건비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입상들, 그

한 베일을 사가지고 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소규모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연쇄사슬처럼 엮여져 있는 것이 생계인 거잖아요. 그렇

죠?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들도 옷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옷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옷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에 가기까지의 어떤 그런 현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가치.”

(G, 재사용)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대상이 없으면, 솔직히 저희가 원하는

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응을 할 수

있는지도 되게 애매해지고... 환경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가 솔직히 환경단체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항상 고객이 요즘

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인드 스타일을 갖느냐, 트렌드가 어

떠냐, 지금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생각은 하지만 소비는 막 쓴다,

그러면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은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떠한 차별화

된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무조건 고객맞춤

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대상이 원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을 숙제를 한 번 풀어보자 이렇게 해

보자 해가지고 고객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I, 재생산)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들(A, D, G, H,

I, J, K)의 대부분은 재생산 업체였다. 이들은 직원을 고

용하는 측면에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환경적

인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수거

업체(C)는 그들의 업무가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고 느끼고 있었으며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

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성을 위해 고

객에게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환경문제에 되게 많이, 어떻게 보

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자

연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먼저 자리잡고 있어요. [...중략

...] 저희는 제가 만든 회사를 설립할 때도 그렇고 회사의 직원을 뽑

을 때도 그렇고 다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서 이 구성

원들이 이끌어가는 미션 자체가 다르거든요. 자연과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최고로 가지고 있고...” (I, 재생산)

“환경적인 문제는...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리를, 아예 못

입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의 환경이고 그거

는 그 다음에 어차피 입을 옷을, 그 쪽에 가가지고 입을 옷들만 보

내요, 선별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입을 수 있는,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배수의  레기가 나올 것이 거기서는 반이 되겠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죠.” (G, 재사용)

대부분의 연구참여자(A, B, C, F, H, I, J, K)가 정보와

기업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브

랜드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고 하거나(B), 이미지를 중요시 여

긴다는 것 자체가 진실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D)고

하기도 하였다. 혹은 제품의 일부에만 재활용 소재를 사

용하는 경우 기업의 전체 이미지를 환경적, 윤리적 이미

지로 극대화하였을 때 부담이 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B, D)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로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

고 뚜렷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기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 저희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트렌드

를 거의 안 봐요. 트렌드를 봐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재료를

바로바로 수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일부러 안보는 경우

도 있어요. 너무 우리 브랜드가 마르지엘라 같다 사카이 같다 이

런 느낌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저희 안에서 디자인 연구를 계속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고 그래서 오히려 패션적인 정보는

안 보는 편이고 그래도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해외의

어떤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거는 보지만 그게 완전히

우선순위는 사실 아닌 것 같고...” (B, 재생산)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인 이미지

그 다음으로 중요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정보, 공정성, 신

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략...] 사실 고객을

바탕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기업의 윤리적인 가치나 제품 생산 위

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가치 중요성

을 따지자면 저희는 기업의 이미지나 윤리적인 목표를 더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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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D, 재생산)

“이미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것은, 사실 이런 이미지

를 엄청 부각하는 게 패션 브랜드로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

희는 생각이 안 들어서 [...중략...]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

를 많이 가져가는 게 저희한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면 100프로 업사이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재들이랑 섞

어서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청바지 재활용 양을, 재사용

양을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소재들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K, 재활용)

2) 헌 의류와 환경에 대한 태도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

고 헌 의류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보

를 접해본 적이 있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정확하

게 어떤 수치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다고 응답하

였다. 특히 대부분의 재생산 업체들(A, B, D, F, I, K)이

그러한 정보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거시적인 관

점에서 헌 의류를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도 하였다(C, G). 더불어 제3세계 국가로 보내지는 의류

의 양이 방대해 그 국가들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며(G, 재

사용), 폐기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였다(C, 수거).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얼만큼의 수치가 뭐 예를 들면 탄소배

출량이 얼만큼이 나오고 이런 건 몰라서 좀 더 많이 배워야할 것

같기는 한데...” (K, 재생산)

“친환경, 사실 뉘앙스 애매하잖아요. 완전히 100프로 친환경은

사실 없는 건데. 이게(옷이) 생분해되었을 때 생분해가 분해가 아

니라 마이크로비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비즈는 그래도 남

아있다 이거예요. 사실 그냥 쪼개진 거예요. 땅 속 안에 마이크로가

남아있는 건데 이걸 그냥 생분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A, 재생산)

“기업의 윤리적 책임 같은 것들이 그게 훨씬 이쪽(생산) 단계에

서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봐야 우리

나라에서 입는 옷은 5천만 장이잖아요. 5천만이 입는 옷 버려봐야

제가 전 세계 수출하는 나라들 국가는 30억이에요. 5천만이 입다

가 버린 옷을 30억에게 주는 건 아주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 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G, 재사용)

“좋은 옷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쁜 옷들도 섞어서 받아라 하

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거 받으면 90%

버릴 건데 거기가면 30%만 버려요. 그럼 30%는 버려지는 거예요.

[...중략...]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옷이 못 들어가요. 통관

이 안돼요. [...중략...]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지. 수출을 할 수도 없

는 옷들인데 수출이라는 명목 하에... 쓰레기로 소각하는 게 더 비

싸니까... 폐기물 업체에 보내면 키로에 몇 백 원 주고 소각해야하

거든요. 그게 비싸니까 그냥 컨테이너에 실어서 화물선에 실어서

바다 한가운데 버린다 이런 얘기도...” (C, 수거)

3) 정보교류에 대한 입장

의류 역물류 단계의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입

장은 일관된 응답을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

들이 정보교류 자체는 중요하다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

로는 역물류 단계 간의 교류나 단계 내의 교류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동종업계의 이해관계

자 간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A, C, G), 정보교류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의 내용

측면에서도 상위의 정보전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신

의 정보나 양질의 정보를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D, G, K).

“그니까 이쪽에서도 속된 말로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

고철도 들어있고 이상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

거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랄 해저드(moral hazard) 이런 것

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고 될

리가 없을 것 같고...” (G, 재사용)

“그런 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이들의 집단은 봉제공장이랑 거

의 똑같아요. 앞에서는 술 먹고 회식하고 하시지만 뒤에서는 적이

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랬던 사람 뒤에서

빼가지고 자기 사업장으로 데려오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섬유 수거하는 사람들은 거래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폐쇄적. [...중략...] 근데 불법이잖아요. 그니까 누군가 콕 찌르면

그냥 하는 상황인거야. 경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A, 재생산)

본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은 <Table 4>와 같

다.

V. 결론 및 제언

매 시즌 소비자들의 새로운 패션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생산 및 소비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으로 의류 역물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의류가 소비자로부터 처분된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의류 역물류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역물류 활동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

들의 가치와 환경 관련 태도, 의사소통 현황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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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류 역물류 시

스템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 12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내의

의류 역물류 활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바와 같

이 수거, 분류/분해, 재사용, 재손질, 재생산, 재활용, 처

분의 단계가 확인되었으나, 단계별 흐름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수거 단계에서 재생산

단계로 자원이 이동한다기보다는 재생산 단계의 종사자

가 직접 자원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찾아나서는 형태

이며 집하장은 대부분이 불법/미허가 업체인 경우가 많

다고 하였다. 선행연구(Bouzon & Govindan, 2015; Jaya-

raman & Luo, 2007)는 수거과정에서 의류 자체에 오염

이나 이물질이 묻어 유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였는

Table 4. Summary of the result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lothing reverse logistics system

Stage Results

Collection

- Various collection points (e.g. donation, visiting household, recycling center, own brand outlet etc)
- Low quality of the materials due to unsanitary process that leads to low product quality
- Unpredictable volume size and quality
- Remanufacturers tend to collect materials themselves that takes lots of time and effort
- Still the most important stage

Sorting/
Disassembly

- Collectors and exporters:
Primary sorting: Elimination of non-clothes, trash, hard-damaged clothes
Secondary sorting: Categorization based on classification for exporting

- Remanufacturers:
Sorting process focused on the products to be produced

Reuse/
Refurbishing

- Relatively small reuse market (secondary market) size compared to other East-Asian countries
- Price is getting lower because of importation denial from African countries and cheap competition

from China

Remanufacturing
- Materials are always limited
- Marketing strategy based on story-telling and emphasis on value creation 

Recycling

- Extracting synthetic fiber from PET bottles
- Producing fiber pannel with leftover fabric
- Very intricate to extract fiber from used clothes because getting rid of details such as buttons or zippers

is time-consuming and demands high labor cost

Disposal
- Mostly another paying process to dispose leftover
- Tend to put lots of effort and consideration to minimize the waste

Business value

Economic value
- Making profit is important to run the business
- Some participants mentioned it is not important to consider profit because it is not expected to be pro-

fitable business from the beginning

Customer value
- Customer is the decision-maker whether taking the value or not
- Stakeholders feel rewarded to see people (in the importer countries) happily wearing the used clothes

which could have been disposed of right away

Environment value
- Collectors think collecting used clothes has nothing to do with the environment
- Remanufacturers think it is very important but still suspicious about their impact on the environment,

because their market size is too small to cover the whole environmental issues

Information/
Corporate image value

- Some argue that they would question the integrity of the company pursuing the “corporate image”
- To build the brand identity, it better helps not to focus on the trend
- Big market sized companies tend to consider corporate image import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used clothes

- Stakeholders were curious about the actual impact of their activities on the environment

Interaction with other stakeholders

- Very skeptical, low trust level
- Some believed interaction is not necessary at all, due to generally poor quality of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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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본 연구에서도 수거과정에서의 가치 하락이 언급되

었다. 또한 자원의 질이 곧 제품의 질이 되기 때문에 Ro-

gers and Tibben-Lembke(1998)와 Johandsson and Nyst-

röm(20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재생산

단계의 종사자들은 수거 단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참여자가 분류/분해 단

계에 관여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수거업체와 무역업체는

수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데 비하여 재생산/재

활용 업체는 생산될 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하였

다. 국내에서 재사용 또는 재손질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

으며, 1차 분류에서 재사용을 위해 내수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소량 선별하고 대부분 타 국가로 수출되나 수출

단가는 하락 중이라고 하였다. 이는 Tibben-Lembke and

Rogers(2002)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급단가는 여

러 가지 요소에 의해 변동됨을 알 수 있다.

재생산 단계에서는 1만 장 가량의 대량생산이 가능하

게 하기 위해 표준화와 반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개별 제품의 디자인이 재료의 특

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생산의 의미를 극대화하거

나,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원단도 같이 사

용하는 방식으로 원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

력을 보였다. 재활용 단계에서 PET를 원사로 추출하거

나 자투리 원단을 이용하여 건축용 섬유 패널을 제작하

기도 하나 헌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다시 원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이는 Larney and van

Aardt(2010)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활용을 위하여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 및 재활용 기술 자체의 부족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수거업체와 재활용 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처분하며, 처분될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을 나타냈다.

둘째, 비즈니스 가치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마다 다소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이 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생산 업체들은 대체로 환경

을 중요시한 데 비하여 수거업체나 재사용 업체는 자사

의 수익성을 위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

시하고 있었다. 역물류 시스템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으

로 소비자가 공급채널에서 가장 마지막이 아닌 첫 번째

에 위치하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Johandsson & Nyst-

röm, 2015; Östlin et al., 200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고

객은 상품을 택하는 주결정권자이고 가치를 나눌 수 있

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뚜렷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기업의 윤리적 이미지 형

성이 기업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Park and Park

(2013)의 연구와 특히 패션 제품은 타인에게 노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자아 표현적 가치를 추구하

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가 확고한 제품을 선택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는 Park(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대체로 재생산 업체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

았으며, 그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를 원했다. 그러나 수거업체나 수출업체 중에서는 경제

적 이익이 환경에 대한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폐의

류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아직 국내의 의류 역물류 산업이 소규모이기 때

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류 역물류 산업의 활성

화와 종사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의류 역물류 단계의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하

고 있었으나, 내부적 신뢰가 낮아 정보교류는 거의 없다

고 하였다. 이는 Palm et al.(2014)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헌 의류를 다루는 업계에서의 신뢰성이 다른 제

품군의 그룹보다 낮고 업계 자체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

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되었듯

이 가장 중요한 역물류 단계는 수거 단계이다. 그러나 현

재 국내의 대부분의 집하장들이 불법/미허가 업체로, 정

부 차원의 관리와 허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재생산 업체들이 수거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직접 수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폐의류 또는 섬유 폐기물의 역물류가 사

실상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

한다. 폐의류 또는 섬유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하는 업체 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에 대해 많은 관

심이 있지만 그들이 관여하는 역물류 활동들이 정작 환

경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는 그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사기를 저

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물류 활동이 각

각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인프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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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의 측면에서는

서로의 신뢰 확보가 시급한 해결 사항이며, 따라서 서울

시 새활용플라자와 같은 제3자 또는 정부기관이 정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간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던 국내 의류 역

물류 시스템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그

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묘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

히 역물류 시스템을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각

단계 기업들의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

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점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폐의류의 자원순환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의류 역물류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주

제의 설정 및 관련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수집에 있어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불법업체가 많고 관련 정보가 미비한 등

투명하지 못한 산업 자체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뷰에

응한 연구참여자가 많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

일한 이유로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이 재생산 업체들로

구성되는 등 균형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비록 연구참여자들을 통하여 누락된 단계에 대한 정

보를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접근

이 어려웠던 재손질 업체 또는 폐기업체 등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의류 역물류 시스템

에 대한 보다 완성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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