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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growth of the preschooler clothing industry, significa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pursued benefits, purchase behavior, and purchase intension related to preschooler clothing; however, reports

on the consumption value of preschooler clothing remain limited. This study provides a consumption value

for preschooler clothing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A total of 15 mothers of preschoolers aged 1-6 years

old were interviewed on the consumption value of preschooler clothing. The subsequent consumption value

of preschooler clothing consisted of 9 major factors (vicarious satisfaction value, social display/image value,

safety value, convenient value, economic value, distinguishable value, expressive-aesthetic value, fashionable

value and conditional value). In addition, the vicarious satisfaction value, social display/image value, safety

value, and convenient value were new-expressed values that differed from previous reports on the consump-

tion value of adult clothing.

Key words: Consumption value, Preschooler clothing,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 소비가치,

유아복, 질적 연구, 심층면접

I. 서 론

오늘날 소득수준의 향상과 낮은 출산율, 고령화로 인

해 각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을 ‘골드 키즈’(Gold

kids, 외동으로 태어나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받는 세대)

로 키우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6 포켓 세대(six pocket gene-

ration) 혹은 8 포켓 세대(eight pocket generation)라고

불리는 신조어가 나타났다(Choi, 2012). 이는 고령화 저출

산 기조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중국의 소황제(少皇帝)와 같이 한 명의 자녀를

위해 언제라도 용돈을 꺼내줄 용의가 있는 부모 외에 조

부모, 외조부모와 더 나아가 결혼하지 않은 ‘골드미스’

이모와 고모까지 포함시킨 것을 지칭한다(Jung, 2012;

Jung, 2007). 이러한 식스 포켓 세대의 성장을 통해 가

계의 소비기준이 어른이 아닌 어린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가구당 자녀 수의 감소와 부

모의 소득 향상,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아복의

구매형태나 욕구 또한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

매자들의 유아복 소비가치 변화는 유아복 구매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추측할 할 수 있다.

의복의 소비가치는 실제적인 의복 구매행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의복가치의 구체적 유형을 밝힐 수 있는 중

요한 요소이다(Lim & Kim, 2001). 특히 의복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선택되며,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다. 의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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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선택준거가 되는 의복가치관에 대하여 Kang and

Seo(1989)은 가치관이 인간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변하

며 욕구나 환경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의복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성인남녀의 의

복가치를 중심으로 Kim(1999)의 의복 소비가치의 구조

에 관한 연구, Jung and Choi(2008)와 Im and Han(2008)

의 성인여성의 의복가치관에 관한 연구, Kim and Shin

(2011)과 Im(2010)의 성인남성의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아복의 의복가치

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는 Shin et al.(2005)의 유아복 구

매비에 따른 유아복 구매자의 의복에 대한 가치관, 라

이프스타일 및 구매실태 연구와 Lee(2010)의 소비자가

치, 쇼핑성향, 추구혜택의 집단별 유아복 구매특성에 대

한 연구 정도이며 이 또한 실구매자인 어머니의 의복가

치로 유아복에 대한 의복가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자신을 위한 의복 소

비가치와 자녀를 위한 의복 소비가치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자녀의 의복선택에 반영된 유

아복 소비가치를 밝혀 소비자 구매행동 설명에 보다 유

용한 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현재 만 1~6세의 학

령 전 자녀를 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실구매자인 어머니의 유아복 소비가치를 설

명할 수 있는 가치개념을 제시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

는 유아복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과 가치척도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분야

의 인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유아복의 매출을 신장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유아복

‘유아(幼兒)’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린아이, 흔

히, 학력(學齡) 이전의 아이를 이름’(Dong-A new Korean

dictionary, 2011)을 뜻하며, 유아기의 정의 구분에 대한

방법은 인간발달단계 분야의 학자들에 따라 견해 차이

가 조금씩 있다.

Lim and Oh(2008)는 유아를 2세 전후부터 6세 이전

까지로 구분하였고, Cho et al.(2006)는 유아기를 만 2세

부터 6세까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라 구분하고 있다.

유아복에 관련한 Jung and Hwang(2012)의 연구에서는

0~2세의 유아복, 취학 전 3~5세의 Toddler복, 취학 후

6~12세의 아동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였다. 선행연

구들에서 유아기가 대부분 학령전기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학령전기를 포함한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를 유아로 정의하고 연구하

고자 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Table 1>에서 보여지듯이 우

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 시장은 꾸준히 성

장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선 2009년 연간 5300억원(유

로모니터 추산치) 안팎이던 국내 유아복 시장이 2011년

에는 6500~7000억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였

으며(Oh, 2011), 현재 국내 육아용품 시장은 약 27조원

규모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hn, 2012). 20세기 중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생

겨난 국내 유아복 시장은 자녀에 대한 아낌 없는 투자

로 인해 더욱 고급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유통

구조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Shin et al., 2005; Shin et

al., 2012). 이러한 현상은 높아지는 소득 및 교육수준과

함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아복 구매자들의 라이프스

타일과 의복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복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아복의 실질

적 구매자인 어머니들의 욕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

Cho and Song(2007)은 부모들이 프레스티지 유아복 브

랜드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려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들 자신의 자아이미지와 일치

하는 유아복을 구매하여 아이에게 착용시켰을 때 긍정

적 소비감정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통하여 대리만족

을 느끼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여진

다. 따라서 구매능력이 없는 유아를 위해 부모가 구매

를 대행해 주는 유아복은 실제로 부모의 취향이 많이 반

영되거나 일방적인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의

복이라 볼 수 있다.

유아복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hin et al.

(2012)은 골드맘의 유아복 소비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Table 1. Result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ndition of child population

Residence Age 2000 2005 2010

Korea Under 15 9,638,756 8,986,128 7,786,973

From Result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condition 

of child population. (2011). http://kosis.kr/themes/

themes_03 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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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맘의 소비현상에 대해 인과적 조건, 중재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5단계 패러다임 과정

을 도출하였다. Lee(2010)는 소비자 가치, 쇼핑성향, 추

구혜택의 집단별 유아복 구매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유

아복 구매자들의 가치차원을 알아보았으며 안정된 생활

추구, 성취추구, 즐거움 추구로 총 3개의 요인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소비자가치에 따라 쇼핑성향과 추구혜택

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평가기준과 정보원 활동에도 차

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Shin et al.(2005)의 연구에서

는 유아복 구매의 주체인 어머니들의 유아복 구매비를

기준으로 시장을 분류하고 구매자들의 의복에 대한 가

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하였다. Lee and Kim(2011)은 구매자의 가치요

인에 따라 심리적·사회적 성취지향집단, 사회적 성취

지향집단, 즐거움 가치지향집단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

했으며 가치집단에 따라 유아동복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통하여 유아동복 구매자와 유아동의 특

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아복은 사용자와 구매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특

징이며 유아 자신의 의복결정권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

구매자인 부모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유아복에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서는 유아복 실구매자인 어머니의 의복가치와 유아복

의 가치를 동일시하며, 부모 자신의 의복 구매행동과 유

아복 구매행동이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다(Song, 2003).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척도들이 성인을 위주

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부모

가 자녀의 의복선택에 있어 추구하는 의복 소비가치를

밝혀내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밝혀

진 결과는 향후 유아복 연구의 새로운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유아복 시장의 구매자와 구매행동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의복가치

의복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치의 개념에 대하

여 살펴보면, 가치(價値)란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

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Dong-A

new Korean dictionary, 2011)이라 하였으며, Bilsky and

Schwart(1994)의 연구에서 가치관(價値觀)은 인간의 행동

과 판단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가장 강한

힘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경험

에 따라 형성된다고 하였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의복의

가치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이루어졌으며 의복과 가치

관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행하여지기 시

작하였다. 의복가치관이란 개인이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

용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개인의 의복선

택과 착용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Shin et al., 2005), 특

히 소비자 측면에서 가치관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 표현으로 구매행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Han & Chung, 2000; Kim et al., 2002). Creek-

more(1963)의 연구에서는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의복의 관리와 경제적 가치관, 외모와 심미

적 가치관, 의복의 동조성과 사회적 가치관이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의복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im(1999)

은 남녀의 의복 소비가치의 중요도에서 남성의 경우 외

모 매력성 가치, 기능적 가치, 심리적 가치, 유행성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사회가치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외모 매력성 가치, 기능적 가

치, 심리적 가치,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성 표현가

치, 유행성 가치 순으로 중요시한다 하였다. Kim(2008)

의 양면적 의류 소비집단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의복

소비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20~30대 여성 소비자의 의

복 소비가치 차원은 사회 과시적 가치추구, 차별적 개

성 가치추구, 실용 기능적 가치추구, 표현적 심미추구,

동조적 유행추구의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0~30대

여성 소비집단 중 다량 양면구매집단과 명품구매집단

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 과시적인 소비가치를 추구하

며 다량 양면구매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적 개성

추구와 동조적 유행추구라는 서로 상반된 소비가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소비가치에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

음을 밝혀내었다. Park and Lee(2003)의 백화점에서 구

매한 소비자의 의복가치와 소비자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 소비가치는 기능적 가치, 감각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의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

다. 연구결과 백화점 구매자의 경우 의복 소비가치 중

감각적 가치가 소비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하

였으며, 감각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를 중시할수록 만족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가치체계가 의복이미

지와 의복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Lim(2007)

의 연구에서는 여성 소비자의 가치체계를 요인분석한

결과 내적 지향성, 즐거움 지향성, 대인 지향성, 안정 지

향성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의복 소비가치는 유행성, 기

능성, 심리적 만족감, 사회적 상징성, 상황적 적합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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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표현, 외모 매력성의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가

치요인별로 즐거움 지향성은 심리적 만족감, 개성 표현

소비가치에 대해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 하였으며, 대인

지향성은 유행성, 사회적 상징성, 상황적, 외모 매력성

에 대해 중요한 변인이라 하였다. 전반적으로 심리적 만

족감 소비가치에 대한 설명력이 비교적 크다 하였고, 가

치요인 중에서는 즐거움 지향성과 대인 지향성이 다양한

가치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Jung(1984)

의 의복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실험적 의복

가치와 심미적 의복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남자 대

학생들은 감각적 의복가치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였

다. 이를 통해서 같은 성인이더라도 남녀 성별에 따라 중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중요도가 다르며 이는 유아복

에 있어서도 구매자에 따라 다른 의복가치가 있음을 시

사한다.

의복가치관이 의복 구매행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

행연구로는 한, 미 남자 대학생들의 의복가치관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Im and Han(2010)의 연

구가 있으며, 한, 미 남자 대학생들의 의복가치는 정치

적 의복가치관, 종교적 의복가치관, 이론적 의복가치관,

경제적 의복가치관의 4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의복가치

관이 의복 구매동기에 미친 영향으로는 한국 남학생들

의 경우, 의복가치관이 필요동기와 충동동기 모두에 유

의한 영향을 나타냈지만 미국 남학생들은 단지 충동동

기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한국과 미국 남학생들

의 의복가치관은 모두 매체 정보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었으나, 인적 정보원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의 의

복가치관과 구매행동에 대한 Im and Han(2008)의 연구

에서 한, 미 여대생들의 의복가치관은 심미적 의복가치

관, 사회적 의복가치관, 종교적 의복가치관, 경제적 의복

가치관의 4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심미적 의

복가치관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의복가치관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대생은 경

제적 의복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사회적, 심

미적, 종교적 의복가치관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

국 여대생의 의복가치관이 의복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

향과 매체, 인적 정보원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한국과 미

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가치관이 의복 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미국 여대생 모두 사회성,

브랜드, 정숙성, 서비스의 선택기준에서는 같게 나타났

으나 제품속성, 경제/실용성, 개성에서는 다르게 나타났

다. 의복가치관이 점포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편의,

촉진, 상품 서비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

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성별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복가치관과 의복 구매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의복가치가 의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인 남녀의 의복가

치에 관한 비교연구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유아복에 관

한 선행연구는 Lee(2010)의 소비자가치, 쇼핑성향, 추

구혜택의 집단별 유아복 구매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나

타난 유아복 구매자들의 안정된 생활추구, 성취추구, 즐

거움 추구의 3가지 가치차원이 있으나 이는 유아복의

가치가 아닌 실구매자인 어머니의 일반적인 가치이며,

유아복 구매비에 따른 의복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Shin et al.(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심미적 가치

관, 경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의 요인 또한 유아복

에 대한 가치가 아닌 어머니의 의복가치로 유아복 구

매자들의 유아복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태

이다. 따라서 유아복의 실질적 구매자인 어머니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아복 가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최근 성장해가는 유아용품 산업에 맞추어 유아복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또한 유아복과 관련되어 추구

혜택, 구매행동, 구매의도 등에 관련된 연구가 점차 늘

어나고 있다. 그러나 유아복에 대한 실구매자의 유아

복 소비가치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인심층면접(in-depth individual interview)을

실시한 탐색적 연구이며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기초연

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 유아는 만 1~6세의 미취학아동으로 정

의하였으며, 유아복 실구매자는 유아를 자녀로 둔 여성

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피면접자는 학령기 이전의 아

이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Ryu et

al.(2012)에서 제시된 표집방법 중 눈덩이 표집선정(sn-

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이론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Table 2>의 interviewees을 참고하였을 때, 첫 피면접자

는 B였으며, 이후 M 피면접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

어 L 피면접자를 샘플링하게 되었다. 또한 C 피면접자

가 D를 소개하였으며, D 피면접자가 H와 K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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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K 피면접자는 G, F, E 피면접자들을 소개하였고

F가 O를 O가 J, I, N 피면접자들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으로 N이 A를 소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피면접

자 1인당 현금 3만원씩을 사례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총

15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배경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2. 자료수집

인터뷰 형식은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기

존 의복가치에 관한 Kim(1999), Park and Lee(2003),

Kim(2008), Lim(2007)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자

가 사전에 대략적인 인터뷰 가이드를 준비하였다. 그러

나 엄격하게 질문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피면접

자의 반응에 따라서 캐묻기와 같은 추가적인 질문의 가

변성을 허용하였다. 우선적으로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

을 던짐으로써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 구

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주

제와 목적에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시

어 등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자가 인터뷰 중에 짚고 넘

어가야 할 부분을 빼먹지 않도록 하였다.

면접기간은 2012년 5월22일에서 6월 26일까지였다.

면접에는 한 명의 연구자가 일관되게 진행을 하였으며

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면접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

다. 주로 자녀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원해 있는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직업이 있는 면접대상자의 경우

에는 퇴근 후 혹은 주말시간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인

터뷰가 진행되었다. 장소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근

처 카페, 피면접자의 자택,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이루

어졌다. 인터뷰는 단독면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에 앞서 피면접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

히 설명한 후 면접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다. 면

접은 한 사례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

고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내용보존의 정확성을 위해 면접대상자의 사

전동의를 얻어 인터뷰 전 과정을 보이스레코더로 녹음을

하였고, 녹음내용은 면접대상자의 표현양식 그대로 필

사하여 정리하였다.

3. 자료분석

Jang(2000)의 연구에서 질적연구의 자료분석 과정은

크게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의 3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 3단계 과정

을 따라 심층면접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단계로는, 면접 시 녹음한 각 개인의 녹음자료를 피

면접자의 표현양식 그대로 타이핑하여 자료화하였다. 그

후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하면서 전사내용 중 의미

Table 2. Preliminary data of interviewees

Interviewees Age Job Children Residence Education background

A 29 Art institute teacher Boy, 2 years Gangseo-gu, Seoul 4 year University graduate

B 29 Housewife Girl, 5 years, Boy 6 months Seocho-gu, Seoul Graduate school graduate

C 28 Housewife Girl, 4 years Songpa-gu, Seoul Junior College graduate

D 28 Housewife Boy, 4 years Gangnam-gu, Seoul Graduate school graduate

E 36 Housewife Boy, 6 years, Girl, 6 years Icheon-si, Gyeonggi-do High school graduate

F 35 Housewife Boy, 7 years, Girl, 6 years Icheon-si, Gyeonggi-do High school graduate

G 35 Housewife Boy, 6 years, Girl, 2 years Icheon-si, Gyeonggi-do Junior College graduate

H 33 Business woman Girl, 3 years Gangdong-gu, Seoul Graduate school graduate

I 25 Art institute teacher Girl, 1 year Pyeongtaek-si, Gyeonggi-do 4 year University graduate

J 32 Art institute teacher Boy, 5 years Pyeongtaek-si, Gyeonggi-do Graduate school graduate

K 39 Private business Boy, 6 years, Boy, 3 years Icheon-si, Gyeonggi-do Graduate school graduate

L 27 Private business Girl, 6 years, Boy, 3 years Songpa-gu, Seoul 4 year University graduate

M 35 Part-time instructor Boy, 1 year Seocho-gu, Seoul Graduate school graduate

N 34 Private business Girl, 3 years, Boy, 1 year Gangseo-gu, Seoul 4 year University graduate

O 26 Housewife Boy, 6 years, Girl, 4 years Pyeongtaek-si, Gyeonggi-do Graduate school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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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여 내용에 따라 구

분하였다. 수 차례의 수정과 재배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에 응답자들의 유아복에 대한 가치내용

들을 핵심언어(대리만족, 사회적 과시/이미지, 안전, 편

리, 경제, 차별, 상황, 표현심미, 유행)로 부호화하는 과

정을 거쳤다. 둘째 단계의 해체화 과정에서는, 핵심언어

로 부호화된 분류를 재검토하기 위해 전사자료에 나타

난 공통된 답변이나 유사내용이라 여겨지는 부분을 통

합, 분류하였다. 그 후 각 항목별로 정리하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다시 세분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호

화 및 해체화 과정을 거치며 각 전사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통해 연구주제의 최종적인 주된 목록을 결정

하고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기록된 내용분석에는 의

류학 전문가 2인과 연구보조자 1인이 참여하였으며, 결

과의 해석을 발전시키고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공동 연구자들 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거쳤

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심층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6세 유

아를 자녀로 둔 여성의 유아복 가치는 크게 아홉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유아복 가치로 기존 Kim(2008), Lim(2007)

과 Im and Han(2010)의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의복 가

치요인들 외에 새로운 요인들이 도출이 되었다. 유아복

구매에 있어 어머니들이 유아복의 사용가치 외에 본인

의 심리적 만족감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연구자가 ‘대리만족적 가치추구’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과시/이미지 가치추구’는 응답자

들이 자녀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며 자녀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의복, 액세서리를 통하여 외모를 관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가 ‘사회적 과시/이미지 가

치추구’로 명명하였다. 또한 유아복 착용 시 자녀의 편

안함, 어머니의 유아복 관리 용이성과 자녀의 유아복

탈 착용 시의 편리성, 소재 및 디자인의 안전성 등이 유

아복 소비가치에 있어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연

구자가 ‘안전성 가치추구’, ‘편리성 가치추구’로 명명하

였다. 그 외에 ‘경제적 가치추구’, ‘차별적 가치추구’, ‘상

황적 가치추구’, ‘표현적 심미가치 추구’, ‘유행 가치추

구’ 요인들은 Kim(2008), Lim(2007), Im and Han(2010),

Park and Lee(2003)와 Lim(2007)의 연구에서 명명한

의복가치를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구성된 유아복의 아홉 가지 소비 가치요인과 어

머니 자신의 의복 소비가치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유아복 소비가치

1) 대리만족적 가치추구

응답자들은 출산 후 망가진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이

컸으며 현재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맞는 옷을 구입하

기보다는 무엇을 입혀도 예쁜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과

뿌듯함을 찾고자 한다고 응답하였다.

“제 꺼는 못 샀어요. 사이즈가 제 몸이 좀 불어서 제 것을 살려

면 더 우울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애기 옷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대

리만족하는 거죠. ‘예쁜 옷 내가 못 입는 거 네가 입어라’ 이런...”

(사례 H)

“아무래도 내 옷을 구매를 하기에는 아직 몸도 예전처럼 회복

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지금 몸에 맞는 옷을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고 그럴 때 아이 옷을 대신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어른 옷보다는 애들 옷이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애들

입혀서 예쁘면 내 옷 사는 것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

들을 더 예쁘게 입히려 하고 꾸미는 거 같아요.” (사례 L)

“애 둘을 낳더니 정말로 살이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빠지는 거

에요. 피부도 자꾸 트러블이 나고. 그런데 애들은 뭘 입혀도 예쁠

나이고 피부도 좋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입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옷들. 지나다니며 예쁜 옷들을 보면 사서 애들한테 입히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례 O)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녀의 의복선택 발언권이 커

지기 전인 유아기 때 본인의 취향대로 자녀의 옷을 구

입해서 입혀봄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고 응답

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유아복 구입에 있어 자녀의 의

복을 구입하고 입혀보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크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좋아요. 저는 새 옷을 아이한테 딱 입히고 또 이 티셔츠

를 샀는데 제가 집에 있던...(중략)... 어. 그게 저는 너무 즐거워서

쇼핑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옷 사는 거보다 사실 아이 옷

사는 게 더 재미있어요. 인형놀이 같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제가 입히고 싶은 거 다해보려고요.” (사례 A)

“오늘 제가 좀 돈이 쓰고 싶어요. 뭐를 좀 사고 싶다. 그런 날 있

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 것을 사겠지만 ‘아. 나 뭐 하나 사고 싶은

데’해서는 제 아이 것을 먼저 사러 가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꺼보다는 아이 꺼 사는 게 기분이 좋고 애가 좋아하는 모습도

보면 즐겁고 ‘아. 예쁜 거 보면 또 사줘야지.’하는 심정?” (사례 I)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이제 기저귀를 띠었으니까 예쁜 바지

를 하나 해줘야지. 예쁜 속옷을 사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는

뭐 이런 사정을 모르긴 하지만. 아니면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하면 제 옷은 맘에 드는 옷을 사자면 비싸고 하니까 아이 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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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애

들이 조금만 더 커도 엄마가 사오는 옷들은 안 입는다고들 하잖

아요.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데 정말 그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사례 N)

2) 사회적 과시/이미지 가치추구

응답자들은 자녀에게 어떤 옷을 구매하고 어떻게 입

히느냐에 따라서 보육기관의 선생님들 혹은 타인이 아

이를 평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에게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스타일을 입히느냐에 따라 가정에서 아

이가 얼마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꾸미기 나름 아닐까요? 예쁘게 입거나 옷을 잘 입고

그러면 아무래도 틀리죠. 저렴한 옷을 입혀도 잘 매치해 입고 깨

끗하게 입히면 그래도 더 낫지요. 사람들이 대하는 게. 거기다 더

브랜드 같은 게 더 박혀주면 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러잖

아요.” (사례 E)

“아무래도 얘가 지금 마주치는 어른들이라 하는 경우는 선생

님들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아이한테 무

신경한 엄마는 아니구나.’하는. 그게 옷 입힌다는 게 아이가 옷을

찾아서 입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 엄마는 어떤 엄마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애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에 따라서 내 아이들 대

하는 사람들 시선이나 태도 이런 게 달라질 꺼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옷 고를 때나 입힐 때 신경을 더 쓰는 편이고요.” (사례 B)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브랜

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꺼 같아요. 브랜드 말고도 그럴 꺼 같아

요. 좀 스타일리쉬하게 입은 애들을 보면은 좀 못 생겨도 개성 있

게 입혔다고 생각할 꺼 같고.” (사례 J)

다음의 인터뷰에서 보여지듯,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

녀가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면서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또한 의복을 통해 자녀의 이미지메이킹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튀는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좀 예뻐요. 제가 보기에도 예

쁜데 남들이 보기에도 예쁜.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보는 눈길도 틀

리고 이렇게 매장 같은데 들어가도 언니들이 이제 막 대하는 게

틀리고 그래요. 말도 한 번 더 걸어주고 ‘예쁘다~’ 막 이러고 간혹

가다 물어보는 엄마들도 있어요. ‘이건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도 있어요. 굳이 외모와는 상관이 없이 옷을 좀 어

떻게 입었는지. 어른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럼 애들도 그렇게 하

고 있으면 그런 거 같아요. 아이도 자기가 주목 받는 걸 즐기고 사

람들이 알아봐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사례 C)

“저희 아이는 그렇게 막 예쁜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옷까지 신

경을 안 써버리면 완전 촌 아이거든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옷이 날

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아이한테 맞는 색, 디자인, 소재 등등 정

말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을 완성했다니까요. 이제는 얼굴이 막 예

쁘진 않아도 사람들이 스타일 있다며 ‘멋있다, 예쁘다, 매력 있다.’

이런 말들을 해주니까 아이도 자신감 있어하고 그래요.” (사례 L)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입히

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이 대하는 게 틀려요. 보는 눈들도 그

렇고. 예쁘게 입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외출했을 때 모르

는 사람들이 ‘예쁘다.’ 해주면 자기들도 으쓱해 해요. 그게 눈에 보

인다니까요. 자기들도 그걸 아는 거 같아요. 뭘 입고 가면 예쁘다는

말을 하는지, 그런 걸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사례 O)

3) 안전성 가치추구

응답자들은 자녀의 피부에 트러블, 상처나 자국을 낼

수 있는 요소들과 자녀가 입고 생활할 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유아복을 선택할 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옷감 재질, 장식적 요소들과 유아복의 디자인 등을 기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슬이나 장식이 많은 옷도 싫어해요. 얼굴에 긁힐 꺼 같아서

요. 손 이런 데나 다른 애들이랑 부딪혔을 때 긁힐 꺼 같아서 거의

안 사게 되는 거 같고. 스팽글 이런 것도 애 옷을 입히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울 때 그런 게 또 걸리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상처가 나

더라고요. 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피하게 되는 거 같

아요.” (사례 B)

“니트도 면 니트로 사고 모가 섞인 건 안 사죠. 옷은 예쁜데 그

런 건 잘 안 사게 되요. 아.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자수 들어간 거 있

잖아요. 그런 건 뒤에 보면은 까끌까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이가 완전 질색을 하더라고요. 쓸려서. 조금만 쓸려도 그 옷을

잘 안 입으려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메이커 라벨 붙은 것도 그냥

딱 붙어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덜너덜 하게 붙어있는 거는 다

잘라버려야 되요. 그래서 일부러 속에다 티를 하나 더 입힌다거나.

그런 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프린트나 옷에 그냥 무늬 들어가서

되어있는 거 위주로 사게 되요.” (사례 C)

“저는 후드 달린 옷은 절대 안 사요. 위험할 꺼 같아서. 어디 걸

려서. 어디 걸려가지고 목에 걸려 놀이터나 뭐 어디 뭐 이런 봉 같

은데 걸려서 뭐 이런 위험이 있을까봐 후드는 절대 안 사요. 위험

할까봐. 그러고 지퍼도 선호하지 않는데 아이가 혼자 잘 하지 못

하고 하다가 얼굴이 집히거나 이런 위험도 있고...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지퍼도 별로 안 사는 편이고.” (사례 H)

“지퍼 같은 것도... 나는 아이가 편한가 안 편한가도 아이에게

위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사는 거잖아요. 지퍼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쇠 지퍼로 되어있어서 지퍼 옆의 이가 어른도 손에 다면 좀

긁히는데 이런데 이렇게 하다가 다칠까봐. 사놓고도 모르고 샀는

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잘 안 입히게 되거나 플라스틱으로 부

드럽게 되어있는 걸로. 그게 난 가장 신경 쓰이는 거 같아요...(중

략)... 그게 애기한테 편한지 안 편한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가

그게 저한테는 크게 작용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모자 같은 거 사

도 안에 라벨같이 까끌까끌한 거 다 잘라주고 보세 같은 곳에서

산 거는 라벨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잘라주고 모자도 애

가 쓰면은 질이 면이 아니거나 막 이런 거면 피부가 또 빨갛게 되

니까 그런 거는 잘 안 하게 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것

들은 피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사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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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리성 가치추구

유아복 구입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관리의 용이성, 의

복의 탈 착용 시 편리성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행동이 아직은 미숙한 유아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유

아복은 자주 오염이 되어 세탁하는 횟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

하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이 입고

벗기기에 좋은 옷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입기 불편한 옷은 우선 패스에요. 벨트가 있다거나 벨트를 꼭

채워야 된다거나 바지도 고무줄이 아니고 지퍼랑 버튼 채우는 건

그런 건 좀 피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입히고 벗기고도 불편하

고 애가 이제 유치원 가서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애가 지금은 아직

스스로 못 벗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벗겨줘야 하는데 그

런 게 걸리면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도 애

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다던지 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례 B)

“아이 옷에 장식적인 게 많은 거 선호하지 않아요. 프릴도 별

로 안 좋아하고, 우리 애기가 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좀 발랄하고

명랑한 스타일이라 막 개구지게 뛰어다니는데 프릴 입고 막 뛰어

다니면은 레이스도 그렇고요. 관리도 힘들고 특히 레이스 같은 거

는 애들 금방 어디 부딪히고 어디 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는데.”

(사례 H)

“일단 입어서 편해야 하고요. 입은 듯 만 듯하게 아이가 입었

을 때 허리 고무줄이 만졌을 때 탄탄하지 않아야 하고 쉬야 하기

편하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고 발목에 약간의 느슨한 고무줄이

있어야지 바지가 바닥에 끄시지 않게 꼭 그래야 하고 그리고 자

주 빨았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고, 보풀이 인다던지 뭐 이런 게 없

어야. 보풀 일은 옷은 전 입히기 싫으니까 너무 애가 후줄근해 보

여서요. 보풀이 잘 안 일어나야 되고 목둘레 같은 거 늘어났으면

안 입히고... 그리고 색깔? 색깔이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우중충하

지 않게? 뭐 그런 거... 소재는 거의 면이요. 스판보다 보풀이 안 일

어나야 되니까 면 100이요. 좋은 면 100. 전 절대 안 입히는 거. 바

지에 버클 있고 지퍼 있는 거요. 아이가 아직 잘 못하기도 할 뿐더

러 불편해요 소변 볼 때도 불편하고 그거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

게 많이 벌어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바지를 내리다 보면 소변볼

때 바지 발목까지 후루룩~ 뭐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고무줄

달린 거가 편하고 지퍼는 불편해서. 그리고 허리에 고무줄 밴드가

단추에서 조절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단추가 애한테 자국이 남

기도 하고 애가 불편한 거 같기도. 제가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애

를 보니 불편한 거 같아서요.” (사례 K)

5) 경제적 가치추구

자녀의 유아복을 구입할 때 응답자 가정의 사회적 지

위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에 맞추어 구입을 한다고 답하

였다. 사이즈의 선택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자녀의 치수

에 딱 맞거나 조금 넉넉할 정도로 구입하며, 그것이 경

제적으로 이익이라 느낀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 유아

의 특성상 유아복이 대부분 한 해 혹은 한 계절 입히게

되며, 잦은 세탁과 오염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구매가 이

루어짐을 들었다.

“사이즈는 전 좀 큰 거보다는 딱 맞게요. 매 철 예쁜 옷이 나오

니까 그걸 쟁여 놨다가 입힐 그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큰 거

사가지고 2년 입혀야지 그랬는데 옷 가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

각으로 좀 크게 샀어요. 근데 옷도 딱 맞아야 예쁘고 크면은 별로

안 예쁘잖아요. 또 큰 걸 사면 또 그 철에 안 입히게 되고 내년에

입혀야지 하고 놔두게 되고 또 그때가 되면 옷이 또 예쁜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딱 맞게 사요.” (사례 C)

“사이즈는 예전에는 좀 대개 큰 사이즈를 구입하는 편이었는

데 요즘에는 제때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음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계절

만 입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입히고 내후년도 입힐 생각으로 좀

큰 사이즈로 사서 입혔던 거 같아요. 예전에 큰 사이즈로 사서 입

혀져 본 결과... 크게 입고 또 내년에 입혔을 때는 조금 작아져 있

고 그 내후년에 입혔을 때는 더 작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렇게 하면 더 좋을 꺼라 생각했는데 그게 더 경제적으로 더 안 좋

았던 거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차라리 입힐 때 예쁘게 입히고 애

한테 더 편하게 입히는 게 좀 더 경제적이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어서 요즘에는 제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히려고 하죠.” (사례 L)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사이즈와 구매장소, 가격 및 브

랜드 선택에 있어서 품목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외투 류

와 외출복과 같은 품목에 있어서는 두 해 정도 입힐 것

을 생각해서 자녀의 체격보다 큰 치수를 구입하길 선호

하였으며, 여름 옷과 간단한 외출복 및 평상복에 있어

서는 자녀에게 현재 맞는 사이즈를 선호하였다. 또한, 외

투와 외출복류에 있어서는 가격이 있더라도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입장소 또한 백화점,

유아복 전문 브랜드 샵 등과 같은 곳에서 주로 구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입혀보니까 여름 옷을 또 크게 입으면 또 안 예뻐요. 여

름 옷은 좀 맞게 입어야 되요. 웃겨요. 남의 옷 입은 거 같고 그래

서 그냥 여름옷은 그냥 맞게 사요. 겨울 옷은 한 치수 크게. 그리

고 겨울 옷은 한 치수 크게 사도 안에 뭐 껴입고 하면 별로 티도

안 나요. 올해는 좀 크게 그리고 내년에는 좀 딱 맞게 입히는 거지

요.” (사례 A)

“애들이 그렇게 외출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유치원이랑 어

린이집에 가는 게 우선은 전부라 편하면서 막 입을 수 있는 옷 위

주로만 사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로 000시장 혹은 보세를 많

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여름 옷이나 그런 거 같이 한 철 입히고

말 꺼 같은 옷은 000시장에 가서 많이 사오고요. 백화점이나 프

리미엄 아울렛 같은 곳에 같은 겨울 외투 좀 좋은 걸로 두 해 정

도 입힐 수 있게 사는 편이고, 아니면 양가 부모님께서 애들 옷

사주신다면 거기 이용하고요.” (사례 O)

응답자들은 유아복 구매를 결심하게 되면 그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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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Line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00이나 00같은 브랜드들도 배

송대행하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몇 배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원래

만원, 2만원이 여기서는 4~5만원 내지는 그 이상하니까. 매장 가

서 직접 재질이며 사이즈 확인해보고 주문은 해외 쇼핑몰에 가서

구입하고 배송 받아요.” (사례 J)

“보통 해외 사이트서 구매할 때 주변에 아는 엄마들끼리 같이 많

이 사요. 나는 한 두 개만 필요한데 배송료가 아깝잖아요. 그럼 관세

안 물 정도로 맞춰서 엄마들끼리 모아서 구매하고 그래요.” (사례 I)

“어느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애기가 입은 옷이 너무 예쁜데 뭐

어느 브랜드라고 써있으면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의 옷을 판매를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

지 쫙 뽑아서 가격 비교 같은 거 해보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싼 가격에 마음에 드는 옷을 사고. 비교하고 찾고 하는 게 머

리 아프기도 한데 그 상품이 정말 싼 가격에 택배로 도착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먼가 현명하게 소비한 거 같은?” (사례 N)

6) 차별적 가치추구

응답자들 중 일부는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보

이는 것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으며, 응

답자 중 일부는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튀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평범해보였으면 좋겠어요. 저

는 그냥 애들이랑 있을 때 눈에 튀고 그러는 게 그렇게 좋아보이

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 눈에도 확 띈다는 거

잖아요. 그게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꺼 같지 않아요. 유난히 옷을

튀게 입힌다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색깔도. 그렇다고 여자앤

데 막 칙칙하게 입힌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 디

자인이 막 유난히 눈에 띈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약간 위험한 거 같아요.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사례 B)

“오히려 00티를 너무 많이 입었다. 그러면 저는 00티 안 사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히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를 입

히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핑크 티에 초록색 바지를

입었는데 그게 걔는 00에요. 애들이 다 00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마

크 없는 옷을 입히겠어요. 그렇게 입히는 게 일률적으로 보이고 되

게 촌스러워 보여요.” (사례 D)

“싫어요. 비슷한 옷 똑같게 입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너

무 비슷하고 똑같은 거 입는 거는... 저도 그렇게 입는 건 별로 좋아

하지 않아서요. 전 별로 다른 애들 신경 안 쓰고 입혀요.” (사례 K)

유아복에 있어서 차별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여도 상

황 혹은 자녀에 따라 의복의 동조와 차별이 함께 공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구매자인 어머니가 차

별적 가치를 추구한다 하여도 자녀의 성격, 이미지, 상황

에 맞게 융통성 있는 소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큰 애는 평범한 거. 둘째는 시선을 끄는 거요. 둘 다 그 나이

연령 차이도 좀 있는 거 같고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게 더

잘 어울리니까 그런 걸 더 잘 입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

의 기본적인 성격? 그런 거와도 어울리는 거 같아서? 외모나 성

격에 맞춰서요. 아이한테 맞춰진다기보다 아이한테 안 어울리겠

으면 안 사는 편이에요.” (사례 K)

“소재라든가 디자인이나 색상이 좀 독특한 옷들을 좋아하는 편

이에요. 너도나도 다 입는 그런 옷들은 왠지 손이 안 간달까? 특히

좀 가격이 나가는 옷들은 그런 걸 더 보는 편인 거 같아요. 보세나

인터넷에서 파는 옷들이랑 차이가 없어 보이면 그걸 사지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패션잡지도 유심히 보고요. 그래서 애들 옷

도 사다 보면 제 취향으로 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

는 옷인데 제 아이한테 안 어울리는. 이미지랄까? 첫 애는 제 스타

일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정말 입히고 싶더라도 애한테 안 어울리

면 안타깝지만 포기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제 스타일과 아이 이미

지를 잘 섞인 그런 옷들을 찾아서 입히죠.” (사례 O)

7) 상황적 가치추구

응답자 전원이 상황에 맞게 자녀의 유아복을 입히고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유아의 의복결정권

보다는 어머니의 결정권이 더 큰 시기이므로 상황에 맞

는 의복의 구입은 부모의 책임이라 느끼기 때문인 것으

로 응답하였다. 또한 상황에 맞는 의복을 입힘으로써

자녀가 자연스레 의복에 대한 교육을 습득하게 될 것이

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어린이집 처음에 갔을 때 애들 다 편하게 입고 오더라

고요. 그런데 딸 애는 그런 옷이 없는 거에요. 어. 그러니까 집에

거의 데리고 있었고 제가 어디 나갈 때 제가 거의 차려 입혀서 나

가고 거의 집에 있을 때는 내복 입거나 잠옷 입고 했으니까 이렇

게 막 레깅스에 티셔츠 이런 차림의 옷이 없는 거에요. 진짜 딱 보

내려고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원피스에 치마 이렇게 원래 있는

옷을 입혀서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불편할 꺼 같은 거 같고

그래가지고 요새 편한 옷을 요새 좀 사는 편이에요.” (사례 C)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이

목이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드레스

코드라고 해야 하나요? 그에 맞게.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에티켓 문제라고 까

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입어야 한다고 생

각이 들어요.” (사례 L)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 애 옷은 애 엄

마가 입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제 만

약에 뭐 호텔 이런데 갔는데 만약에 애가 추리닝 바람에 오면 사

람들이 그 엄마를 쳐다볼 꺼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의 아주 기

본적인 그냥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 D)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평소에 자녀를 편안하게 입히

더라고 특별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할 때에는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고급 옷차림을 선호한다 하였다. 또한 이

를 위해 특정 아이템을 구매해서 아껴 놓기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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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시동생 결혼식을 가요. 그런데 애를 면바지에 면

티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갖춰서 셔츠에 적어도 좀 정

장바지틱한 걸 입히고 신발은 약간 구두처럼 신긴다던가 그렇게

입힐 수도 있고 또는 아주 편안한 놀이방. 친구들이랑 키즈카페

같은데 간다 했을 때 너무 갖춰 입히면 애도 너무 또 불편하니까

그럴 때면 정말 헐렁한 고무줄 바지에 위에 면 티 같은 거 입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옷을 입힐 때 ‘아. 이건 어린이집 갈

때 입히면 되겠다.’해서 사고 ‘아. 이건 언제 입혀야겠다.’하고 사

는 편이죠. 그리고 결혼식 같은데 갈 옷은 그때만 입을 수 있는 옷

을 사는 편이에요. 좀 아깝지만 한 벌 정도는 사줘요.” (사례 A)

“거기 맞게끔 입히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사기도 해요. 한 번만 입히고 안 입히더라도. 지금은 명절 때

한 번씩 사주고. 어디 결혼식장에 가야할 때. 그렇게 산 적이 많

이 있어요. 뭐 행사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손님들 만나고 그래야 하

니까 그럴 때는 하나씩 사주는 거 같아요.” (사례 G)

8) 표현적 심미 가치추구

응답자 전원이 유아복 구입 시에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복을 고려하며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

하는 요인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옷과의 코디, 기존 옷

과 겹치기 방지,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의 재구매, 필요

에 의한 품목 등이라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똑같거나 비슷한 옷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

요. 아니면 애한테 어떤 청바지가 있는데 이 티셔츠랑 입히면 예

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디피 해놓

은 거 보면 또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색깔의 옷이 있어도 예쁘

면 사기도 하긴 해요.” (사례 E)

“많이. 많이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자주 입었던 옷은 애도 편

해했고 저고 편해했기 때문에 많이 입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를 많이 고르는 경향도 있고 매치시켜서 입히기 쉽게

어. 코디하기 좋게. 바지 뭐 검정색 바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

에는 그럼 무슨 무슨 색깔 티를 입으면 예쁘겠고 제 아이가 무슨

무슨 색을 갖고 있고 이 색은 없다 그러면은 사게 되는 편이에요.”

(사례 N)

응답자들 중 자녀의 옷을 구입할 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응답자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센스를 내보

이고 싶은 것이 그 이유라 답하였다. 반대로 타인의 시

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응답자들은 자녀의 의복을

통한 자기만족이 그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전 항상 그런 생각을 염두해 두고 입히고 사요. 그냥 센스 있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가 옷을 입고 가지만 그들은 아

이가 입은 게 아니라 엄마가 입혀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면 뭐 비싸지 않은 옷이라도 색깔을 맞춰서 혹은 뭐 이렇게 의

상의 스타일을 맞춰서 입히면 사실 센스가 있어 보이잖아요. 엄마

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염두해 두고 사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는

거 같아요.” (사례 A)

“그거는 근데 제 만족인 거 같아요. 남들이 봐주기까지는 아닌

거 같고 ‘어우. 옷 너무 예쁘다.’ 이 말은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하지

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옷을 사서 입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만족해서 ‘아. 이 옷으로 내 딸이 입었을 때 예쁘겠다.’해서 그냥.

보는” (사례 N)

자녀의 옷을 구입할 때 응답자들은 제품이 아무리 마

음에 들고 예쁠지라도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과감

히 포기한다고 답하였으며 자녀와 의복이 얼마만큼 잘

어울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답하였다.

“우리 아이한테 잘 어울려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주변에 보면 애한테 어울리기보다 엄마가 좋아하니까 애한테 어

울리지도 않는데 입히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본인은 모르나봐요.

왠지 남의 옷 입혀놓은 거 같은 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내

가 좋아하면서 내 아이한테 어울리는걸 찾는 편이에요.” (사례

N)

9) 유행 가치추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유행하는 유아복과 그에 따른 구

매에 있어 주위의 친구, 블로그, 매장 디스플레이, 잡지

와 평소 돌아다니다가 정보를 얻는다고 답하였다.

“주로 친구들이 많이 정보를 주고요. 좋은 정보... 해외 사이트

에 좋은 딜이 떴다거나 예쁜 옷이 싸게 나왔다거나 이런 정보를 많

이 주고요.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의 신발이라던가 해외 사

이트 위주로 많이 주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를 쫓아다니면

서 애 옷을 000시장에서 예쁜 옷을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사례 A)

“그냥 저는 디스플레이된 거를 유심히 보는 편인 거 같아요.

매장을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애들이 나와서 놀

이터 같은 곳에서 놀 때 그럴 때 유심히 보는 편인 거 같아요. 뭐

어떤 옷을 입었나 하고.” (사례 B)

“애들 옷 구매할 때 정보는 밖에 나가서 얻지요. 아이들이 많

은 동물원이나 그런 곳에 가서요. 이번에 동물원에 갔다가 캐나다

신발인데 구멍이 뽕뽕뽕 뚫린 신발이 예쁘더라고요. 그걸 또 00

랜드 가서 눈 여겨 보고 왔어요. 보기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사

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그 정보를 얻었어요.” (사례 K)

유아복에 대해 얻은 정보 중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

하였을 시에는 관심만 갖고 구입까지는 보류하는 그룹,

구입에 적극적인 그룹 등으로 분류되었다.

“구입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 친구를 만났는

데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가 너무 예쁘게 옷을 입은 거에요. 그

러면 물어봐요. 그 친구 엄마한테 옷을 어디서 샀는지 그래서 제

가 근접성이 있거나 아니면 가격대가 합리적이다 하면 그러면 바

로 사는 편이에요. 주로 친한 사람 위주로 물어봐요.” (사례 A)

“그냥 지나다니는 애들이나 뭐 블로그에서 예쁜데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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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했을 때는 그냥 저는 포기를 하는 편이에요. 비슷한 거 찾

아보려고도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냥 보이게

되면... 그리고 그냥 인터넷 하다가 보이면 ‘아! 이거 그때 그 옷

인데 사이즈 있으면 나도 사야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딱히 ‘이

거 어디꺼지?’하고 뒤져서 사지는 않아요.” (사례 N)

“유행하는 배기바지나 스키니 이런 거는 사서 입히긴 해요. 그

런데 왜 상품의 스타일이 아니라 브랜드가 유행일 때. 어떤 특정

브랜드의 마크나 스타일이 유행이다 하면 비슷한 스타일 혹은 이

미테이션도 사서 입히기도 해요. 남들 다 입히는데 우리 애만 안

입히기도 그렇고 해서요.” (사례 G)

응답자의 일부는 유아복 구입에 있어 유행에 영향을

받는 편이라 답하였으며, 일부는 유아복에 유행이 있는

지 느끼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

분이 유아복에 있어 유행 여부보다는 본인 자녀에게 얼

마만큼 어울리지가 구입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도 엄마들 사이에도 있듯이 애들 옷 사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를 좀 고려하지요. 그리고 작년 옷은 잘

안 입히게 되요. 맞아도. 사이즈가 맞아도 잘 안 입히게 되고 그래

요.” (사례 C)

“유행이랑 상관없이... 저만 유행을 타요. 애들은. 그냥 차분하고

단정한 걸로 사는 편이에요. 옷들은 그냥 옷들로서 그냥 엄마 보

다는 애들 옷은 막 유행 타거나 그런 게 아닌 거 같고. 옷은 그냥

옷으로서 입고 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오래 못 입는 옷이니까요.”

(사례 F)

“그러니까 지금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요즘 스키니진이 유행하

잖아요. 근데 제 아이는 스키니. 저는 제 아이에게 스키니를 너무

입히고 싶은데 절대 못 입혀요. 다리에 짱짱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에 애한테도 체형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체나 종아리

가 굵어가지고 걔 연령대의 스키니진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타깝

지요.” (사례 D)

2. 어머니의 의복가치

1) 사회적 과시/이미지 가치추구

응답자들 중에는 자녀뿐 아니라 자신을 표현함에 있

어서도 의복, 액세서리 등을 통한 외모관리에 투자를

한다는 집단이 나타났다. 이 집단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의 구입에 있어서 주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

되었다. 반대로 자녀의 외모관리에는 신경을 쓰지만 자

신의 외모관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본인보

다는 아이들의 외모관리가 본인 가정수준을 타인에게

평가 받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라 응답하였다.

“어떻게 하고 다니냐에 따라 호칭도 틀려지잖아요. 막하고 다

니면 ‘아줌마’ 소리 듣지만 예쁘게 꾸미기까진 못해도 옷에 신경

을 좀 써도 ‘아가씨’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애들도 엄마가

예뻐 보이면 더 좋아하고요. 옷도 그렇고 액세서리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 것으로나 아이 것으로나. 그리고 나는 후줄근한

데 애들만 잘 입혀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례 N)

“저는 좋은 거 못 입어도 애들만큼은 좋은 거 예쁘게 입히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신경 쓰고 나가야 할 때는 신경 써서 나가겠

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그

래도 원 생활이며 이것저것 저보다는 남 시선을 많이 받으니까.

애들한테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애가 뭐 입었는지 보고 저희 가

정의 수준도 많이 평가 받는 거 같기도 하고요.” (사례 E)

2) 안전성 가치추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본인의 의복구입 시 마음에 드

는 의복의 경우에 피부의 약간의 트러블, 자국 등이 구

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즉 응답자 자신

의 의복을 구입할 때에는 자녀의 유아복을 구입할 때와

는 다르게 안전성 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였다.

“구슬, 스팽글, 자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장

식이 많은 것들. 블링블링하잖아요. 스팽글 같은 건 가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관리도 어렵고 피부에 쓸리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제

가 이제 피부가 여린 애들도 아니고 그 정돈 괜찮더라고요. 제 마

음에 들고 저한테 어울리면 관여 안하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랑도 커플처럼 입어 보려고 그런 옷들을 사서 입혀봤는데

언제 한 번 애 피부에 스크래치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애 옷은 그

런 거 안 사게 되죠. 애도 싫다고 하고요.” (사례 B)

“겨울에 앙고라 같은 옷들 있잖아요. 니트 중에서도 좀 까실

까실한 거. 제 아이 옷을 살 때는 그런 건 아무리 예뻐도 안 사죠.

하지만 제 것을 살 때는 예쁘면 안에 내의를 받쳐 입더라도 사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제 옷 살 때는 마음에 들면 조금 불편

해도 감수하고 사지만 애들 것은 안 그런 거 같아요.” (사례 C)

“제 꺼 살 때는 이 옷이 나한테 상처를 주겠다 안 주겠다. 뭐 이

런 건 생각 안 해요. 어른 옷들이야 뭐 거기서 거기죠. 제가 제 옷

을 볼 때는 디자인, 색상 뭐 이런 것들이죠... 애들은 입혀주기도 해

야 하고 자기가 입고 벗고 하더라도 아직은 어설프니까 그런 행

동들에서 지퍼에 집히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하지만 어른들은 그

럴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쨌든 제 꺼 살 때는 애들 옷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아요.” (사례 M)

3) 편리성 가치추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아복 구입 시와는 달리 본인

의 의복구입 시 탈 착용의 편리성을 고려를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분의 응답자들은 의복구입 시에

의복관리의 용이성에 대해 고려를 하지만 큰 비중을 차

지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애들이야 아직 옷을 입고 벗는 게 미숙하고 우리가 입고 벗겨

줘야 해서지만 어른 옷들이야 그런 게 상관 없는 거 같아요. 왜.

어른 옷들 중에서도 입고 벗기 좀 불편한 게 간혹 있긴 한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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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고 예쁘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사례

B)

“왜 실크로 된 옷들 있잖아요. 신축성 없는. 드라이해야 하고

관리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입고 벗기도 좀 불편해도 전 사요. 그

감촉이 전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 옷들은 마음에 들면 그냥

사는 편이에요. 불편함들은 제가 입었을 때 기분이 좋고 어울리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례 H)

“어른 옷들도 맨날 드라이해야 하고 그런 옷들이면 살 때 조금

망설여지죠. 드라이도 돈이잖아요. 그래도 이 옷은 물이나 기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등을 알고 있으니까. 관리하기 어렵다 해도

거기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입으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상관 없

는 거 같아요. 보통 관리가 어려운 옷들은 비싼 옷들이잖아요. 그

런 옷들을 함부로 막 입지 않으니까. 그리고 애들 옷처럼 자주 빨

거나 드라이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례 K)

4) 경제적 가치추구

응답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복을 구입할 때에도 유

아복과 같이 여름 옷, 간단한 외출복 및 평상복보다는

외투 혹은 외출복과 같은 품목에 좀더 투자를 하며 브

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옷과 평상

복은 보통 재래시장,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

입하고 있었으며 외투와 외출복의 구입장소는 대부분

백화점, 전문 로드샵, 고급 보세 등과 같은 곳에서 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집에서 막 입는 옷이라던지 그냥 편하게 동네 돌아다니

고 친한 친구들 만날 때 입는 옷들은 거의 동네 보세나 인터넷에서

많이 사는 편이고 뭐 결혼식이나 학부모 모임 뭐 그런 곳에 갈 때

입어야 하는 옷들은 보통 백화점에서 사는 편이에요. 그런 자리에

갈 때는 그래도 메이커가 있어야 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비싼

건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거 같고 오래 입기도 하고요.” (사례 K)

“전 코트나 자켓에는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안에 받쳐

입는 블라우스나 티 같은 건 백화점에서 사기 아깝더라고요. 밖으

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 간절기 때랑 겨울에 입는 외투는 백화점에서 메이커

있는 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세나 인터넷을 잘 이용하는 편이

에요.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들은 보통 시장 갔다가 사오기도 하

고 그래요.” (사례 G)

본인의 의복구매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유아복과 마

찬가지로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On Line & Off Line을 통해 가격을 검색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 중고장터도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사고는 싶었는데 가격

이 비쌌고 시즌이 지나버린 상품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카페에

종종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면 제품에 대한 하

자는 없는 편이고 또 옷들도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싸게 맘에 드

는 거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사람들도 몇 번 입고 질려버렸는데 버

리는 것보다 리사이클하면 돈도 생기고 조금 보태서 사고 싶은

옷 사고. 저도 그래서 입다가 질린 옷들은 팔고 또 새 옷 사고 그

래요.” (사례 I)

“요새는 해외 쇼핑몰들도 해외 배송을 해주고 그만큼 해외 브

랜드들을 좀더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도 블로그나 카페들을 추적

해가면서 정보를 얻거나 사 본 친구들한테 묻거나 해서 구매하죠.

클라이언스 세일 등을 잘만 이용하면 여기서 100만원 넘는 코트

도 싸게 살 수 있어서 돈도 아끼고 좋죠. 그 맛에 이용하는 거 같

아요.” (사례 O)

5) 차별적 가치추구

응답자들은 자신이 타인과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과 부담스럽다고 생각

하는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저는 그냥 평범해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들 엄마들이나 제

친구들이 자주 입고 자주하는 스타일을 선호해요. 물론 저만의 스

타일도 있긴 하지만 제 성향 자체가 남들보다 튀게 보이고 막 독

특한 옷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사례 B)

“전 좋아요. 애들 친구 엄마 모임이라든지 제 친구 만날 때 저

만 좀 스타일이 다르다던가 그들은 아직 모르는 브랜드라던지 그

런 걸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보이는 거. 저

는 좋아요.” (사례 D)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 답한 응답

자들은 남들이 많이 입지 않은 스타일과 이전에 보지 못

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며 의복에 있어서 디자인, 색

상, 소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옷도 그렇지만 저는 비슷한 옷 똑같게 입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애 옷은 다른 애들 신경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

래도 애들 사이에 유행하거나 하는 거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막 튀게 입히거나 제 스타일로 입히지 못 할 때가 있긴 하

지만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막 남들이 많이 입는 옷은

또 입고 싶지 않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제 스타일로 입어요. 그

렇다고 장례식장 가는데 노란 옷 입고 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사례 K)

“제 옷을 볼 때 옷의 소재라든가 디자인이나 색상이 좀 독특한

지를 보는 편이에요. 특히 프린트, 자수 같은. 디테일을 본 달까?

좀 가격이 나가는 옷들은 그런 걸 더 보는 편인 거 같아요. 디테일

이 살아있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요. 너도나도 다 입

는 그런 옷들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옷들 외에 제가 정말로 마음

에 들어 구입하는 옷들은 보통 그래요.” (사례 O)

6) 상황적 가치추구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복에 있어 자녀의 의복을 구입

할 때와 같이 상황에 맞는 의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특별한 모임에 참석할 시에는 본인 가정

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브랜드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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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구입,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일상복들은 주로 져지나 다이마루 소재로 된 편한 원피

스나 추리닝을 주로 사요. 편하잖아요. 집에선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렇게 차려 입지는 않으니까. 평상복으로는 뭐랄까 캐주얼이나

세미 캐주얼을 많이 사고요. 대신에 학부모 모임이나 결혼식 집안

행사 같은 때 입는 옷들은 따로 있죠. 주로 이름있는 브랜드에서

구입하고 소재나 가격, 디자인 등등 모든 게 평상복이랑 틀리죠.

상황에 따라 옷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호텔에 갈 때 집에서 입

는 추리닝 입고 갈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같

은 거 같아요.” (사례 D)

“특별한 행사나 모임을 위한 옷이 따로 있죠. 마땅하지 않으면

구입하기도 하는데 주로 가격이 있는 백화점 브랜드 옷들이고요.

그런 곳에는 힘 좀 주고 가야죠. 평소에는 동네 아줌마 같더라도.

그럴 때 어떻게 입느냐가 남편이나 부모님, 내 아이, 내 가정의 위

신을 세울 수 있는 자리잖아요.” (사례 N)

7) 표현적 심미 가치추구

자신의 의복을 구입할 때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대부

분 자녀의 의복을 구입할 때와 비슷한 표현적 심미가치

를 가지고 있었다. 의복을 구입할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기존의 의복을 고려하며 구매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의복을 구입할 때 자신의 외모 및 이미지와의 어

울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 보통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집에 제가 가지고 있

는 옷이 뭐 뭐가 있는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이 옷을 좀 더 다양하

게 입으려면 집에 있는 옷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고요.” (사례 E)

“옷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한테 어울릴까?’에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입었을 때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보류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제 마음에 들고 해도 그건 저

랑 안 어울리는 옷이니까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색상이 저랑

안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딱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입어보니 저를 살려주는 그런 옷. 그런

옷들은 사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나를 얼마나 돋보이게 해주는 가

죠.” (사례 A)

8) 유행 가치추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복구매에 있어 유아

복과 같이 주위의 친구, 블로그, 매장 디스플레이, 잡지

에서 현재 트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추가적

으로 TV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드라마요. 요새 하고 있는 뜨고 있는 드라마들 보면 여자

연기자들이 하고 나오는 옷들이며 액세서리가 눈에 들어와요. 그

러면 또 인터넷이나 친구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구입하기도 하고

요. 백이라던지 옷들은 TV 보면 요새 가장 핫 한 것들이 많이 나

오잖아요.” (사례 A)

“보통은 돌아다니면서 디스플레이를 유심히 보는 편인 거 같

아요. 백화점이던 로드샵이던 매장들을 지나다니다 보면 요새 뭐

가 유행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압구정이나 청담, 명동 같은 패

션거리 같은 곳을 다니다 보면 얼리어답터라 하나요? 그런 사람

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패션을 보면 ‘아. 요즘 저게 유행이구나.’

를 알게 되요.” (사례 B)

유행에 민감하며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였을 때 구

입에 적극적인 응답자 그룹은 현재의 트랜드에 맞는 스

타일리쉬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기 때문으로 나타났

다. 반대로 유행에 관심은 있지만 유행하는 의복에 있어

구입을 보류하는 그룹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맞

지 않기 때문이라 응답하였다. 또한 유행하고 있는 상품

의 대체 상품을 탐색하고 구입하는 집단은 유행은 일시

적이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상품을 산다고 답하였다.

“발견하면 거의 무조건 사는 편이에요. 자금의 문제지요. 자금

이 충분하다면 마음에 들고 지금 막 뜨고 있는 것이다 하면 저는

사는 편이에요. 나중에 너도 나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유행이 막

시작됐을 때. 그때. 머랄까. 먼가 있어 보이잖아요. 정보도 빠르고

스타일리쉬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좋아요.” (사례 A)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이 친구 엄마들이 많이 들거나 입

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게 저랑 어울리면 저는 구입을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배기바지 같은 거는 저랑은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다리도 짧아 보이고 입어보면 웃겨요. 아무

리 유행이라 해도 그건 아니죠. 주변에 보면 안 어울리는데도 유

행이니까 입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사례 N)

“패션스타일로 유행인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어떤 가방이 유행이다. 어떤 브랜드가 유행이다. 이러면 딱 봐

도 유행 타게 생겼는데 그 돈 주고는 사기 아깝고 사고는 싶고 이러

면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나 이미테이션을 찾기도 해요.” (사례 G)

V. 결론 및 제언

유아용품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현재 유아복 관련 연

구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아복의 소비

가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유아를 자녀로 둔 여성의 유아복 소비가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유아복 산업 분야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심층면접자료를 분

석한 결과 유아를 자녀로 둔 여성의 유아복 소비가치는

크게 아홉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중 기존의 선

행연구에서의 요인들 외에 새로이 도출된 요인으로는

첫째, 유아복 구매에 있어 어머니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리만족적 가치추구’가 있었

으며 둘째, 응답자들이 자녀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

을 쓰며 자녀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의복, 액세서리를 통

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가 명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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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과시/이미지 가치추구’가 있었다. 셋째, 유아복

착용 시 자녀의 편안함, 소재 및 디자인의 안전성 등을

유아복 소비가치에 있어 중시하는 ‘안전성 가치추구’, 넷

째, 유아복 관리 용이성과 자녀의 유아복 탈 착용 시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편리성 가치추구’가 도출되었다. 그

외에 ‘경제적 가치추구’, ‘차별적 가치추구’, ‘상황적 가

치추구’, ‘표현적 심미 가치추구’, ‘유행 가치추구’ 요인

들은 의복가치에 대한 기존 Kim(2008), Lim(2007), Im

and Han(2010), Park and Lee(2003)와 Lim(2007)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명명하였

다. 연구결과 구성된 각각의 유아복 소비가치와 어머니

자신의 의복 소비가치의 비교와 함께 마케팅 시사점은 아

래와 같다.

첫째, 유아복에 대한 가치 중 대리만족적 가치추구는

응답자 자신의 의복가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요인으로서 응답자들은 출산 후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에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을 느끼

려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유아복을 구입하고 그

것을 자녀에게 입히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과 즐

거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부모들

이 추구하는 자아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이미지와 부합

하는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만

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매자들이 자사 유아

복의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적인 소비감정을 느낄 수 있

는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보다 효과적인 구매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회적 과시/이미지 가치추구에 있어서 응답자

들은 자신의 외모관리와 함께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과 자신의 외모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

지 않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자녀의 외모

관리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자녀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의복, 액세서리를 통하여 외

모를 관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복 브랜드

들은 실구매자인 어머니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

른 감성을 자극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함께

감성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구매를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본인의 의복을 구입할 때

의복의 안전성 가치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의복에 있어서 옷감의 재질과 자

녀에게 위험적 요소가 될 수 의복에 있어서 구입을 기

피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각 유아복 브랜드들은 유

행에 따른 디자인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유아복에 있

어 실구매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편안

함, 안전함 등의 물리적 품질에 무게를 두고 디자인 및

제품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뷰 내용의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본인의 의복구입 시 탈 착용의 편리성은 고려하지 않으

며 관리의 용이성에 있어서 일부 응답자들만이 고려는

하지만 의복가치에 있어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답하

였다. 그러나 자녀의 유아복에 있어서는 관리의 용이성,

탈 착용 시 편리성 등을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은 현재 자사의 유아복 제품에 결여되어 있

는 성능이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및 비 효용을

파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타사와의 경쟁에서 차별

적 우위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가치추구에서 응답자들은 가정의 경

제적 여건에 맞추어 자신의 의복과 유아복을 구입하고

있었다. 또한 간단한 외출복이나 평상복의 경우 자녀에

게 딱 맞는 사이즈를 선호하며 구입에 있어서 온라인 몰

과 시장, 마트 등의 중저가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겨울 외투와 외출복과 같은 품목에 있

어서는 대부분 자녀보다 한 치수 큰 사이즈를 선호하며

백화점 및 유아복 대리점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복 의류 품목에 있

어서 각 유통점들은 고객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 전

략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

다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복과

자녀의 의복 모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구

매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아복

관련 기업들은 유통 채널 간의 마켓 분배를 확실하게

함으로서 유통 채널 간의 핵심고객이 겹치지 않도록 하

며 합리적인 가격 제시로 고객들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면접자료의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본인이 타

인과 차별적으로 보이길 추구하는 집단과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그

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

적인 의복을 입는 것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 자신들은 의복에 있어 차별적 혹은 동조적

가치를 추구한다 하여도 자녀의 성격과 이미지, 상황에

맞추어 의복의 동조와 차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차별적 가치추구라 명

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실구매자인 어머니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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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시장세분화를

통해 그들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자사 브

랜드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

이다.

일곱째, 상황적 가치추구에서 응답자들 전원은 본인

들의 의복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의복을 구입하고 착용

한다 답하였으며, 자녀의 의복에서 또한 같은 의복 행동

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상

황에 맞게 자녀의 옷을 입히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 생

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브랜드들은 상표

이미지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여 자사 브랜

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TPO제품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타사와의 경쟁에서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여덟째, 표현적 심미 가치추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

들은 자신의 의복을 구입에 있어서 자녀의 의복을 구입

할 때와 비슷한 표현적 심미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응

답자들은 유아복 구입 시 자녀의 의복을 통해 본인의

센스를 타인에게 보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구입하며,

자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의복을 고려하여 구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어머니들이

추구하는 심미성과 실용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고객

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홉째, 본인과 자녀의 의복구입에 있어 대부분의 응

답자들이 친구, 블로그, 매장 디스플레이, 잡지 등에서

유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하였으므로, 기업들은 소비

자들의 구매 후 경험을 고려한 전략적인 마케팅과 윈도

우 디스플레이, 유아복 패션리더들의 블로그 등을 통한

상품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표적고객이 소구하는 이미지

들을 충분히 전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유행에 따른 유

아복 구입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적극적인 집단과, 신중

한 집단, 대체 상품을 탐색하는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각

집단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면 보다 높

은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복에 대한 실구매

자의 유아복 가치는 대리만족적 가치추구, 사회적 과시/

이미지 가치추구, 안전성가치 추구, 편리성 가치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차별적 가치추구, 상황적 가치추구,

표현적 가치추구, 유행적 가치추구를 포함한 9개 가치

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어

머니의 의복 소비가치와 자녀의 의복 소비가치에 차이

가 있으며 또한 다른 새로운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아복 소비에는 실사용자인 자녀를 위한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구매자인 부모를 위한

요인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아복 산업에 있어 소비자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실구매자인 어머니들이 추구하는 자아이미지와

욕구 그리고 유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브랜드의 개성과 함께 전략적 포지셔닝을 확

고히 해야 하며, 유통업체별로 구입하는 의류품목을 조

사하여 그에 맞는 상품 전략을 계획하고 적절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 후

경험을 고려한 전략적 마케팅과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

하여 표적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특히,

유아복의 특성상 편안함, 편리함, 안전함 등의 물리적

품질에 관심을 갖고 디자인 및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유아복 소비가치를 이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본 연구는 실구매자들의

유아복 소비가치에 대한 학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복 소비가치에 대한 전

체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서울, 경기권에서 만 1~6세

의 유아를 자녀로 둔 소수의 기혼여성 15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물로 이를 전체 유아복 소

비가치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

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연구

를 확대하고 양적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참고하여 유아

복 소비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여성의 의복 소비가치의 유형을 통해 유아복 소비성향

을 특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유아복 구입에 있어 실구매자인 어머니 자신의 의

복가치와 자녀의 의복을 구입할 때의 소비가치가 동일

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아를 자녀

로 둔 기혼여성의 유아복 소비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향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유아복을 실질적으

로 구매하는 다양한 대상자들에 관하여 연구하고, 구매

목적에 따른 유아복의 가치와 함께 영아복, 아동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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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분야에서의 확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복 가치와 함께 라이프스타

일, 독특성 욕구, 패션성향, 구매행동, On Line과 Off

Line 탐색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양적 연

구 및 반복 연구를 실시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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