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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ew way to investigate purchasing behavior for preschool children's clothes using

an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The study consisted of 16 subjects composed of preschool children (aged

6 and 7) and their mothe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depth interviews, indicated 14

attributes that mothers considered when purchasing children's clothes. Next, the result of conducting com-

ponent analysis for consideration attributes indicated that the order of importance of attributes for mothers'

opinions varied partially for some attributes (such as price) that depended on if the child was being raised

only by the mother or with the help of another person. Second, in the accompanied shopping for the pre-

school children's clothes, the result of ident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ption of consideration

attributes and shopping behaviors confirmed some differences between consideration attributes recognized

in the interviews and attributes practically considered when purchasing. Housewives (who were the mothers

of girls) said that materials and comfort were the most important in the interviews; however, employed mo-

thers of girls perceived design to be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The mothers of girls assessed design as

an important attribute that they could never concede. Third, the children's opinions were found to partially

influence mothers' purchasing behavior in the purchase of preschool children's clothes. Preschool children

expressed their opinions on wearability and design in the process of wearing clothes at home or buying them

outside; subsequently, mothers recognized children's opinions and reflected them in their practical purchases.

Key words: Preschool children's clothes, Ethnography, Accompanied shopping,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s; 유아복, 에스노그라피, 동반쇼핑, 참여관찰, 면담

I. 서 론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약 1.3명인 저출산 국가로

가구당 자녀의 수 역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시도/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2013). 그러나 출

산율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증

가로 인해 국내 유아복 시장은 2009년 약 5442억 원이었

던 것이 2010년 약 6927억 원까지 증가하여 2014년 현

재 6천억 원대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2014

복종별 전망 [The prospect by apparel type]”, 2014).

유아복은 착용자와 구매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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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아복 연구는 연구주제에 따라 착용자인 유아와 구

매자인 엄마로 연구대상이 나뉘어져 왔다. 특히 유아복

구매와 관련된 경우 대부분 투자의 행위자이자 실 구매

자인 엄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착용자

인 유아의 경우 구매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대상에

서 배제되었다(Chung & Hwang, 2012; Ha, 2005; Hong

& Hwang, 2012; Hong & Lee, 2005, 2006; Lee & Kim,

2011; Lee & Lee, 2013; Park & Lee, 2010; Shin et al.,

2005; Shin et al., 2012). 그러나 요즘 유아들은 과거보다

빨라진 정서발달로 인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착용할 의복을 직접 고르는 것은 물론,

또래에서 유행하는 의복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자인

엄마를 압박하기도 한다(Kim, 2014; “S. Koreans adore”,

2013). 또한 유아기의 행동발달특성상 언어구사능력이

발달하면서 자기의사표현 역시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착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복에 대한 향상된 의사표현

들은 엄마를 자극하여 엄마의 구매행동에도 일부 반영

될 것으로 예측된다(Song & Lee, 2012). 그러므로 비록

구매능력은 없지만 착용자로서 구매자를 자극하여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아복 구매행동연구의

대상에는 유아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유아와 엄마를 모두 포함하여

엄마의 유아복 구매행동과 함께 구매행동에 미치는 유

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와 엄마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는 두 대상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방법들은 양적 연구의 경

우 설문능력이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

움이 따르는 한편, 면담이 주를 이루는 질적 연구의 경

우 진행에 어려움은 없지만 구매과정에 미치는 두 대상

의 상호영향까지 파악하기에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엄마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유아복 구매행동을 새롭게 통찰해 보고자 한다. 에스노

그라피 연구방법은 심층면담과 더불어 참여관찰을 통

해 착용자인 유아와 구매자인 엄마의 상호영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복 구매행동연구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2).

연구의 진행은 유아복의 구매의사결정 단계들 중 구

매결정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1단계 라포형성, 2단계 심

층면담, 3단계 가정방문 참여관찰, 4단계 동반쇼핑 참여

관찰, 5단계 사후면담의 총 5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에 해당하는 1~3단계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자들과

친밀도를 쌓은 후, 평소 의복행동특성과 더불어 문화인

류학(Lee, 2009)에서 사용되는 분류체계분석(Taxonomy)

과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을 통해 유아복 구매

시 인식하는 고려속성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 유아의 착의과정을 관찰하며 그 과정에서

유아와 엄마의 상호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실제 구매에

서 유아가 엄마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4단계와 5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엄마의 유아복

구매과정에 동행하여 구매 시 고려하는 속성을 관찰하

고, 구매과정에서 미치는 유아의 영향력 및 유아복 구

매 시 고려속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통

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유아복 구매행동

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연구로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향후 연구들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유아복 구매 시 엄마의 고려속성을 실제

구매과정에서 관찰하고, 엄마의 구매행동 중 유아의 의

복행동에서 파생된 요인을 찾아 고려속성들에 대한 새

로운 함의와 이에 맞는 마케팅 및 상품개발 전략을 제

공할 것이다.

II. 문헌적 배경

1.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기

반으로 하는 현장연구방법으로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 주

목받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Mariampolski, 2005/2012).

이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세계로 들어가

참여하고 관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심층면담(In-

depth interview)과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집중

되었던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에 방문조사(Visiting res-

earch)나 동반쇼핑(Accompanied shopping) 등이 더해진

방법이다(Lee & Lee, 2013).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은 현실에서 소비자와 직접 접

촉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질적 연구방

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계량화를 전적으로 배척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방법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계량화의 허용은 통계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질적 연

구방법이 갖는 타당성 부족문제를 보완해 준다(Mariam-

polski, 2005/2012). 마케팅에서의 에스노그라피 연구는

주로 현실 상황 속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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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Lee et al., 2012). 이

방법은 응답과 실제 행동 사이의 일치성 확인을 가능하

게 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좀 더 깊은 통찰력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된다.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Lee and Lee(2013)는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 중

심층면담과 동반쇼핑 참여관찰을 통해 정수기, 침대, 주

얼리 구매 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밝혔다. 구매 전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을 통해 인식

하는 고려사항을 밝힌 후 동반쇼핑을 실시한 결과, 동반

쇼핑 시 3가지 상품 모두 사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디자

인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반면, 가격에 대한 고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 전 기능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침대와 정수기의 경우, 동반쇼핑

결과 기능을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 인식

과 실제 구매행동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Kozinets

(2002)는 사람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

는 네스노그라피(Nethnography)를 사용하여 온라인상

의 커피 커뮤니티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커피애호가들

에게 커뮤니티 회원들의 정보는 특정 소비문화 전파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정보가 발견되어 특정 유형의 산업

종사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Ahn and

Lee(2000)는 참여관찰을 통해 브랜드군에 따른 고객과

숍 매니저 간의 관계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브랜드

군 간 관련 변인이나 관계형성과정 등 장기적인 관계형

성 구조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관계관점과 추구이점

의 차이는 가격의 차이에 연유한 것으로 밝혀져 제품수

준에 따라 관계마케팅 전략에 상이한 접근방법이 요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Lee(2000)는 에스노그

라피 연구방법 중 관찰 전 설문, 비디오 관찰, 관찰 후 면

담을 통해 부엌에서의 식생활 문화와 전자레인지 사용

행태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자레인지가 갖는 제품의

의미와 개념을 찾고, 사용 시 특이한 상황을 관찰함으로

써 전자레인지에서 재구성되거나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기능적 요소 등 디자인적 암시들을 발견하였다.

이상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은 문화인류학 외

에도 디자인이나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심층면담을 기초로 비디오 분석,

동반쇼핑 등 여러 방식의 연구방법이 함께 실시되었으

며,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자의 통찰능력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직접 연구대상

자의 세계에 참여하여 면담이나 설문으로는 알 수 없었

던 실제 상황을 관찰하여 연구대상자에 의해 왜곡된 사

항을 발견함으로써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해주

기도 하였다.

의복은 성능, 디자인, 상징 등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적 의미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의복구매와 관련된 연

구들은 단순한 설문이나 면담만으로 진행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반드시 참여관찰과 같은 현장연구를 통한 통

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류학 분야의 대다수

연구들은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질적

연구도 심층면담이나 FGI와 같은 면담방식만을 사용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복 구매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연구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하는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Lee et al., 2012)을 사용하

여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유아복 구매행동

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유아의 발달특성과 유아복 연구

1) 유아의 발달특성

일반적으로 유아기는 2세 전후부터 만 6세까지의 초

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를 말한다(Cho et al., 2006; Lim

& Oh, 2008). 이 시기는 이웃이나 유치원 등을 통해 외

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Choi, 2002).

Gurney(as cited in Kang, 2010)에 따르면 유아기는 신체

적 특성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던 시기를 벗어나 정서적

자아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유아들은 중립적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여 외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때 사회활동에서 마주치는 타인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게 된다(Kang, 2010).

유아기는 정서발달과 더불어 언어능력이 급격히 향

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Song & Lee, 2012). 유아 대부

분은 사용 중인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언어

가 사회맥락 안에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여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불편함이 없는 언어수준에 도달한다. 또한

상황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말을 구문으로 만들어내는

등 표현능력 역시 발달하여 취학 이전에 성인 언어에서

보이는 구문의 거의 전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Ji, 2008).

유아기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

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유아기에 접어들면 주도적이면

서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자기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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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방식 역시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유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며, 시선을

끄는 도구로서 의복을 활용한다. 유아에게 의복은 외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 중 하나로 타인의

시선을 끄는 데 효과적이다. 유아는 이러한 의복의 역

할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

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Choi, 2002).

2) 유아복 연구

유아복은 착용자와 구매자가 다른 상품으로 유아복

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주제에 따라 연구대상을

착용자와 구매자로 구분해왔다(Choi, 2011; Kim, 1996;

Lee & Kim, 2011; Park & Lee, 2010; Seo, 1981).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부분 유아가 선호하는 의복색이나 품목 등을 밝

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Choi(2011)와 Seo(1981)

의 연구결과 유아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란색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선호 의복

색의 차이를 밝힌 경우, Seo(1981)의 연구결과 여아는 빨

강을, 남아는 파랑을 더 선호한 반면, Kim(1996)의 연구

결과 남아는 파랑을, 여아는 분홍을 더 선호하여 연구

에 따라 결과가 일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의 차이를 밝힌 경우, Choi

(2011)의 연구결과 성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아는 바지

를, 여아는 치마나 원피스를 선호하였고, 자기주장이 강

할수록 보다 좋은 옷을 선호하여 유아의 성향에 따라

의복행동에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대부분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들로 유아복 구

매 시 구매자가 인식하는 평가기준이나 선호하는 이미

지 등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Lee and Kim

(2011)의 연구결과 유아복 구매자는 사회적 성취만을 지

향할 때보다 사회 ·심리적 성취와 즐거움을 지향할 때

물리적 기준과 심미적 기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ark and Lee(2010)의 연구결과 유아

복 구매 시 성취를 추구하는 집단은 물리적 기준을 높

게 인식하는 반면, 안정 및 즐거움을 추구하는 집단은

심미적 기준을 높게 인식하여 Lee and Kim(2011)의 연

구와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구매자 특성

에 따라 선호하는 유아복 이미지의 차이를 밝힌 경우,

Lee and Kim(2011)의 연구결과 조부모는 단정한 이미

지와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한 반면, 부모는 단정한 이

미지와 활동하기 편한 이미지를 선호하여 구매자의 특

성에 따라 선호하는 이미지에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으로 유아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의 유아복 연구는 주제에 따라 연구대상을 나

누어왔다. 특히 구매행동연구의 경우 구매능력이 없다

는 이유로 유아를 연구에서 배제해왔고, 그 결과 유아

가 의복구매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지금까

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요즘 유아들의 의복행동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소위 ‘패셔니스타’라 불리는 유아가 등장하였고, 자녀

의 뛰어난 패션감각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등 유아의 의복에 대한 관심은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Alonso Mateo”, 2013; “How cute

do I look, mom!”, 2013). 특히 유아기는 행동발달특성상

언어구사와 의사표현능력이 향상되는 시기로, 유아들의

의복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결국 말이나 행동으로 엄마

의 구매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Jeong,

2010; Song & Lee,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

상에 착용자인 유아와 구매자인 엄마를 모두 포함시켜

구매자인 엄마의 유아복 구매행동과 더불어 착용자인

유아가 구매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

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과 연구기간

연구대상은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6~7세

사이의 학령기 전 유아와 엄마로 유아의 성별과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총 16명(8팀)을 선정하였다(Table 1).

연구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1년

간 진행되었으며, 이때 계절 상품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한여름과 겨울 상품이 나오는 시기는 연구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1명이 면담 후 동반

쇼핑까지 걸린 기간은 약 일주일로 절차에 맞춰 각 단

계별로 2~3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현장연구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하는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심층면담, 가정방문 참여관찰(Home visit), 동반쇼

핑 참여관찰(Accompanied shopping) 등을 함께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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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측정법(Triangulation)으로 실시하였다(Kim, 2008).

삼각측정법이란 질적 연구에서 단일자료와 조사에 의한

편향된 해석을 피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

로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여러 원

천의 협력적 증거를 사용하여 사례연구 결과를 확증하

는 방법이다(Kim, 2008).

1) 심층면담

심층면담에서는 문화인류학에서 Spradley(1979/2003)

가 개발한 것을 Lee(2009)가 수정한 분류체계분석 및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구매자인 엄마가 유아복 구매 시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의복속성을 밝히고, 이후 동반쇼

핑 참여관찰을 통해 실제 구매 시 고려하는 의복속성과

비교분석하였다.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은 연구대상

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속

에서 어휘의 의미를 정의한다. 이 분석방법은 인지인류

학의 가장 대중적인 분석방법으로 분류체계분석을 위한

구조적 질문 두 가지(대체질문, 대조집합분류질문)와 성

분분석을 위한 대조질문 세 가지(등급질문, 3원 대조질

문, 유도된 대조질문)로 이루어진다. 분류체계분석은 “내

가 제품구매 시 고려하는 것은 ( )이다.”라는 대체질문

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모두 제시하

게 한 다음, 대조집합분류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념들을

몇 가지 묶음으로 나누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성분분석은 구매 시 고려사항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

하게 하는 등의 등급질문이나 개념을 묶을 때 스스로 정

한 기준을 다른 속성들에도 적용하는 대조질문을 통해

고려속성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Lee,

2009; Lee &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대체질문으로 “내가 유아복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은 ( )이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모두 말해달라고 한 다음, 말

한 것을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등

급질문으로는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포스트잇에 적어 놓

은 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달라고 부탁하여 분

석표에 그 순서를 적어 넣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도 유도된 대조질문으로 찾아낸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

성과 유아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속성을 분석

하고 그 결과를 성분분석표로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

에 따라 대조집합질문과 등급질문을 더 실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순서에 대한 등급질문

분석결과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성 및 유아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속성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제시하

였다.

2) 동반쇼핑 참여관찰

동반쇼핑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구매자인 엄마들의 유

아복 구매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이때

동반쇼핑 장소는 연구대상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

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

였다. 구매자인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유아면담의 경우 보호자의 동

의 하에 엄마와 유아가 분리된 상황에서 1회 이상 진행

하였다.

3) 가정방문 참여관찰

가정방문 참여관찰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상 속에

참여하여 평소 유아와 엄마의 일상 속 의복행동을 관찰

하였다. 유아의 착의행동과 착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엄

마의 관여사항을 관찰하고, 유아의 옷장에 진열된 옷들

Table 1. Preliminary data of participants

Participant symbol
Purchase - Mother Wearer - Infant

Age Occupation Gender Age

a 36 Housewife Male 7

b 35 Housewife Male 7

c 36 Advanced Practice Nurse Male 7

d 34 Company employee Male 7

e 39 Housewife Female 6

f 34 Housewife Female 7

g 35 Designer Female 7

h 37 Company employee Fema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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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서 평소 입는 옷과 구매배경에 대한 면담을 진

행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는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단

계에서는 라포를 형성하여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를 외

부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 의식하지 않게끔 친밀감을 형

성하였다. 라포형성은 연구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라포형성에 실패하게 되면 연구대

상자의 속깊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의미있

는 자료도 얻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라포형성 단계는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Mariampolski, 2005/2012). 2단계는 심층면

담 단계로 면담을 통해 구매자인 엄마에게 평소 유아복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류체계분석 및 성분분석

(Lee, 2009)을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가정방문 참여

관찰을 통해 평소 유아복 착의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더

불어 가정에서 유아의 의복 보유 상황을 확인하며 유아

와 엄마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4단계는 동반쇼핑 참여

관찰 단계로 구매자인 엄마의 평소 구매상황에 함께 참

여하여 구매과정을 관찰하였고, 매장 이동 사이에 짧은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5단계는 사후면담 단계로 간

단한 설문과 더불어 연구과정 중 발생한 의문 등에 대

한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 및

구체적 연구절차는 <Table 2>를 통해 제시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부터 동반쇼핑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상황과 필요

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수기로 작성하였다. 자료의 정

리는 먼저 녹음된 파일의 내용을 빠짐없이 텍스트로 작

성한 다음, 작성된 자료를 다시 연구대상, 연구대상자 특

성, 자료성격, 장소, 항목, 키워드, 주제번호, 인용가치를

구분하여 엑셀파일로 재정리하였다(Table 3).

IV. 연구결과

1. 유아복 구매 시 고려하는 속성

동반쇼핑에 앞서 유아복 구매 시 엄마들이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의복속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분석 및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인류학에서 개발된 분류체

계분석을 위해 ‘대체질문’과 ‘대조집합분류질문’을, 성

분분석을 위해 ‘등급질문’과 ‘3원 대조질문’ 및 ‘유도된

대조질문’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Lee &

Lee, 2013),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체질

문’과 ‘등급질문’, 그리고 ‘유도된 대조질문’을 통해 파

악된 결과만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 Research process and method

Research

process
Research method and content Participants Time required

Step 1.

Building

rapport

· Building rapport with the study subjects
Mother and

infant

One or

more days

Step 2.

In-depth

interview

· Interviewing for usual behavior of purchasing preschool children's clothes

· Taxonomy and componential analysis (Lee, 2009)
Mother 40-50min

Step 3.

Home visit:

Participant

observation

· Observing interaction between child and mother in the process of child wear-

ing clothes

· Observing child's clothes being worn

·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child

Mother and

infant
40-50min

Step 4.

Accompanied

shopping:

Participant

observation

· Accompanied shopping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purchasing of the

child's clothes

· Conducted interviews on the way to the store

Mother and

infant
1h 30min-2hrs

Step 5.

Post-interview

· Final interview after purchase and demographic survey

· Conducted multiple times face to face or by phone depending on circumstan-

ces

Mother and

infant
Over one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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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반쇼핑 전 사전면담 시 ‘대체질문’으로 “내가

유아복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은 ( )이다.”라는 문장을 제

시하고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엄마가 직접 포

스트잇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아복 구매 시 엄

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속성은 디자인, 색상, 크

기, 소재, 가격, 브랜드, AS 가능여부, 편안함, 신축성, 편

리성, 아이와의 어울림, 필요성, 계절적 적절성, 제조사

등 총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 색상, 가격은 엄마

들 모두가 공통으로 고려하여 속성의 중요도와는 별개

로 3가지 속성이 유아복 구매 시 다수 사람들에게 고려

되는 기본 속성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다음으로 분류체계분석에 의해 나눠진 고려속성에 대

한 성분을 밝히기 위해 등급질문과 유도된 대조질문을

실시하였다. 등급질문이란 추출된 속성들을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하는 것으로 등급질문

결과,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대한 순위

는 유아의 성별이나 엄마의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그러나 심층면담 과정에

서 취업주부들의 경우 유아의 양육형태가 할머니나 육

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직접 양육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양육형태의 차이

를 기준으로 고려속성을 비교한 결과 취업주부라도 유

아를 직접 양육하는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인 엄마들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직접 유아를 양육하는 엄마들은 모두 고려

속성의 1, 2, 3순위에 디자인, 편안함, 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유아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

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따라서 엄마들

이 유아복 구매 시 인식하고 있는 고려속성은 취업여부

가 아닌 양육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도된 대조질문을 통해 유아복 구매 시 반

드시 고려해야 하는 속성과 유아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밝혔다(Table 5)−(Table 6).

유도된 대조질문이란 대체질문을 통해 추출된 속성 중

3개 속성을 통해 찾게 된 분류기준을 전체 속성에 적용

해 보도록 하는 질문으로, 먼저 유아복 구매 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성을 밝힌 결과 디자인은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성으로 선택한 반면, 가격은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취업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가격을 반드

시 고려해야 하는 속성으로 인식하는 반면, 취업주부인

엄마들은 가격을 반드시 고려하는 속성은 아닌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느

Table 3. The example of analysis data record

Item Contents

Participant c

Mother's age 36

Mother's

occupation
Advanced practice nurse

Infant's gender Male

Infant's age 7

Residence Nowon

Data characteristics Accompanied shopping

 Interview and

conversation

Participant c: “This looks comfortable.”

Store clerk: “It is easy to wear and take off these pants because of the elastic band. The material is good

               until early winter.”

Participant c: (Looks at the price tag - 118,000 won) “Huh! Why is it so expensive. Is this a sale price?”

Store clerk: “Yes, that is discounted by 30%”

Place of research Bluedog in LOTTE department store

Observation Raised the blue jeans above the display stand and stretched the elastic waistband.

Keyword Price

Subject number 3 (Subject number ‘3’ is about attributes of purchasing consideration)

Reference value

(1: highest, 10: low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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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금전적 압박의 차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조질문 이후 면담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직장으

로 인해 쇼핑이 자유롭지 못한 엄마들은 오프라인보다

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즐겨

찾는 웹 쇼핑몰 대부분이 오프라인에 비해 가격이 저렴

하였다 .

“따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아 회사에서 틈틈이 온라인 쇼핑

으로 아이 옷을 구매하는 편이예요. 예쁜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워낙 다양해서 부담 없이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연구대상자 g 사례)

따라서 취업주부들이 가격을 반드시 고려하지 않는 속

성으로 인식한 것을 금전적 여유에서 온 결과로만 해석

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일 여지가 있다. 면담을 통해 발

견된 내용처럼 평소 취업주부들이 저렴한 온라인 매장

을 둘러보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

는다고 스스로 착각하여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 속성으

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취업주부들

에게 의복의 크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성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면담결과 평소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

은 취업주부들은 유아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확신이 낮

았고, 이전에 유아복 크기로 인해 구매 실패를 경험한 적

이 있어 크기 즉, 유아복 사이즈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옷을 내가 사주기는 하는데... 맨날 사러 가면 사이즈가 헷갈

려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가? 사실 전에 혼자 백

화점에서 옷을 사갔는데 안 맞아서 몇 번 바꿨거든요. 요즘은 혼

자 사러 가야하면 요즘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 가져가서 사요.”

(연구대상자 c 사례)

다음으로 유도된 대조질문을 통해 유아복 구매 시 엄

마들이 유아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속성을 밝혔

다(Table 6). 그 결과 엄마들 모두가 디자인과 색상은 유

아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속성으로 인식한 반

면, 가격은 모두가 반영시켜 줄 수 없는 속성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한편, 유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속성

을 개수로 파악한 결과 남자유아의 엄마들은 2~3가지

속성을 반영해줄 수 있다고 선택한 반면, 여자유아의 엄

마들은 5~7가지 속성을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인식하였

다. 그러나 면담 시 과거의 구매경험을 얘기하는 과정

Table 4. The taxonomy analysis for important attributes

Grade question  The rankings of attributes that were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in purchasing preschool children's clothes?

Child gender M F

Mother's employment status Housewife Employed Housewife Employed

Use of babysitter No No Yes No No No Yes Yes

ParticipantAttributes considered in

purchasing preschool children's clothes

a b c d e f g h

Design 2 2 2 3 3 3 1 1

Color 4 5 5 7 4 4 3 3

Size - - 7 5 7 - 8 6

 Fabric 3 3 - 1 2 1 5 4

Price 5 4 4 4 5 5 6 2

Brand 6 - 8 - - 7 - 7

After Service 7 - - - 8 - - -

Comfortableness 1 1 - 2 1 2 4 5

Elasticity - - - - 6 6 - -

Convenience - 6 3 - - - - -

Matching with child - - - - - - 2 -

Necessity - - 1 - - - 7 -

Seasonal appropriateness - 7 6 - - - - -

A manufacturing company - - - 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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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mponent analysis conducted through grade question

 Comparison level

(component analysis)
 Essential attributes

Child gender M F

Mother's employment Housewife Employed Housewife Employed

Use status of a babysitter No No Yes No No No Yes Yes

ParticipantAttributes considered in

purchasing preschool children's clothes

a b c d e f g h

Design ○ ○ ○ ○ ○ ○ ○ ○

Color × × × × × × × ×

Size - - ○ ○ × - ○ ○

 Fabric × × - × × × × ×

Price ○ ○ × × ○ ○ × ×

Brand × - × - - × - ×

After Service × - - - × - - -

Comfortableness ○ ○ - ○ ○ ○ × ×

Elasticity - - - - ○ ○ - -

Convenience × ○ - - - - -

Matching with child - - - - - - ○ -

Necessity - - ○ - - - × -

Seasonal appropriateness - × ○ - - - - -

A manufacturing company - - - × - - - -

‘○’ is essential attributes and ‘×’ is non-essential attributes.

Table 6. The component analysis conducted through grade question

Comparison level

(component analysis)
Attributes that can reflect the children's opinions

Child gender M F

Mother's employment Housewife Employed Housewife Employed

Use status of a babysitter No No Yes No No No Yes Yes

ParticipantAttributes considered in

purchasing preschool children's clothes

a b c d e f g h

Design ○ ○ ○ ○ ○ ○ ○ ○

Color ○ ○ ○ ○ ○ ○ ○ ○

Size - - × × ○ - ○ ○

 Fabric ○ × - × ○ ○ ○ ○

Price × × × × × × × ×

Brand × - × - - × - ×

After Service × - - - ○ - - -

Comfortableness × × - × × ○ ○ ○

Elasticity - - - - × ○ - -

Convenience - × ○ - - - - -

Matching with child - - - - - - ○ -

Necessity - - × - - - ○ -

Seasonal appropriateness - × × - - - - -

A manufacturing company - - - × - - - -

‘○’ is attributes that can reflect the children's opinions and ‘×’ is attributes that cannot reflect the children'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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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자유아의 엄마들은 본인이 선택한 속성의 수보

다 훨씬 적은 속성을 반영해주었고, 연구대상자 e의 경

우에는 실제 엄마와 여자유아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엄마 역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

으로 밝혀졌다.

“지난 여름에 백화점에 갔다 원피스를 샀거든요, 2개나. 그게

제가 마음에 든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고르는 동안 아이가 자기

가 좋아하는 원피스를 가지고와 한번만 입어보면 안되냐고 그러

더라구요. 그래서 입혔더니 도망갔어요. 전 그거 별로였는데... 할

수 없이 아이가 입고 도망간 거랑 제가 마음에 드는 거랑 2개 다

샀어요.” (연구대상자 e 사례)

2. 유아복 구매 시 고려속성에 대한 인식과 쇼핑

행동 차이

유아복 구매 시 고려속성에 대한 인식과 쇼핑행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사전면담 후 동반쇼핑과 중간면

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면담에서 인식했던 유아

복 구매 시 중요시했던 고려속성과 실제 구매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고려속성 사이에 일부 차이가 발생했으며,

그 차이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Table 7).

먼저 남자유아의 엄마들은 사전면담에서 가격을 중

요한 고려속성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실제

동반쇼핑에서는 가격을 1순위 또는 2순위의 매우 중요

한 속성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동반쇼핑 과정에 참여

하여 관찰한 결과,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인식과 행동

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여자유아복에 비해

남자유아복의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인 남자유아의 엄마들 중 다수

가 ‘디자인이 별게 없다.’, ‘여자애들 옷은 예쁜 게 많은

데, 남자애들은...’ 등과 같이 남자유아복의 디자인이 다

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여러 차례 표현하였다.

또한 트레이닝복 같은 편한 옷들에 대해 디자인적으로

특별함이 없으니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없다는 식

의 표현도 반복되었다.

“엄마들끼리 자주 백화점에 들러요. 그런데 다른 여자애들 엄

마보다는 별로 안사요. 사실 살게 많지가 않죠. (여자유아의 옷을

만지며) 예쁘네요, 확실히. -중략-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그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워요.” (연구대상자 a 사례)

“참 옷 모양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사는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만 바꾸는 느낌? -중략- 고르기 어려운 게 아

니라 어차피 남자애들 옷은 별로 뭐 없잖아요? 뭐 저렇게 비싸!

별거도 없는데 저 돈 주고는 못 사죠!” (연구대상자 c 사례)

Table 7. The result of changes in priorities of the most important attributes

Observations  The order of attributes that a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 purchasing 

Changes in order 1
st 

(Changes in order) 2
nd 

(Changes in order)

Cause of

changes
Situation

Participant

character and symbol

Pre-interview
Accompanied

shopping
Pre-interview

Accompanied

shopping

Child

gender:

Male

Housewife

a Comfortableness
Price

(+4)
Design

Comfortableness

(−1)

 Lack of

design

b Comfortableness
Price

(+3)
Design

Comfortableness

(−1)

 Lack of

design

Employed

c Necessity
Price

(+3)
Design

Design

(0)
-

d Fabric
Comfortableness

(+1)
Comfortableness

Price

(+2)

 Lack of

design

Child

gender:
Female

Housewife

e Comfortableness
Design

(+2)
Fabric

Comfortableness

(−1)

 Design is a

sine qua non

f Fabric
Design

(+2)
Comfortableness

Price

(+2)

 Design is a

sine qua non

Employed

g Design
Design

(0)
Matching with child

Comfortableness

(+2)

 Design is a

sine qua non

h Design
Design

(0)
Price

Price

(0)

 Design is a

sine qua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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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애들 옷은 디자인이 진짜 별게 없어. 그러니 그냥 편한

거나 사는 거지 뭐. 여자애들 옷은 저렇게 예쁜데. 편한 건 싸야

되잖아? 아닌가? (트레이닝복을 가리키며) 저런 게 저 가격이면

너무 비싼 거지.” (연구대상자 d 사례)

이렇듯 동반쇼핑을 통한 참여관찰과 중간면담을 통

해 나타난 표현들로 사전에 인식했던 고려속성의 순위

와 실제 동반쇼핑 과정에서 고려하는 속성의 순위가 다

르게 나타난 원인을 추론해보면, 원인은 남자유아복 디

자인의 다양성 부족으로 파악된다. 남자유아의 엄마들

은 남자유아복의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해 상품선택의

폭이 적었고, 고려할 만한 디자인이 없어 결국 선택하게

된 편한 옷은 별다른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비싸게 주

고 구매할 가치를 못 느껴 최종적으로 가격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아복 구매 시 남자

유아 엄마들의 고려속성이 사전인식과 실제 동반쇼핑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인식과 행동의 차이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인식했던 고려속성의 부재에 의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수기와 침대 구매에서

기능을 사전에 중요한 고려속성으로 인식했지만 동반

쇼핑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기능에 대한 고려를 포

기하거나 고려사항을 다른 것으로 바꿨던 Lee and Lee

(20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남자유아의 엄마들이 디자인 속성이 만족되지 못할 때

편안함을 선택하고, 편안함은 가격이 비쌀 필요가 없다

고 하는 가격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매 시 고

려속성들 간에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동반쇼핑 참여관찰 결과, 사전면담에서나 실제

구매과정 모두에서 중요한 고려속성으로 인식하는 편

안함의 경우 일부 불편함을 주는 요소라 해도 예외적으

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대상자 d의 경우, 편안함을 1순위로 꼽았으나 갈

고리단추(hook and eyes)가 달린 바지에 한해서는 불편

함을 감수하고서 구매해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하는가 하

면 연구대상자 b 역시 고무줄 바지가 아닌 형태의 바지

와 단추가 많은 상품에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상품들이

아이에게 불편할 것을 알지만 앞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사후면담 결과 남자유아의 엄마들

이 아이가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상품이 존재

하는 이유는 학령기에 근접한 유아가 학령기 이후 겪게

될 의복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 당장은 유아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 연습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편안함 속성의 경우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 현재의 불편

함은 감수할 수 있는 요소임을 인지하고 유아복 제작

시 디자인 요소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 저런 큰 애들이 입는 것도 사야하는데. 면바지 뭐 그런거

나 단추 달린 남방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자주 입히려고요. 맨날

티셔츠만 입히는데 그래서 더 그런 걸 못하는 거 같아요. 이제 배

워야죠.” (연구대상자 b 사례)

“애가 아직 바지버클을 못 잠그니까 고무줄 바지만 샀었어. 그

런데 이제 버클바지도 사야해. 학교 들어간 애들 엄마가 그러는데

애들이 그런 바지를 입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

이제 우리애도 그런 바지 입어야 하잖아? 어려워도 이제 입는 연

습시켜야할 것 같아. ” (연구대상자 d 사례)

다음으로 여자유아 엄마들의 동행구매 참여관찰 결

과 유아복 구매 시 모든 여자유아의 엄마들에게 가장 중

요한 고려속성은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업주부인 여자유아의 엄마들이 사전면담에서 소재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

다. 또한 동반쇼핑 과정에서 여자유아의 엄마들에게 디

자인은 사전면담에서와 같이 유아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요소이긴 하였으나, 유아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엄마가 원하는 디자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엄마

들은 유아를 설득 또는 외면하는 행동을 취하며 쉽게 유

아의 의사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쇼

핑 및 가정방문 참여관찰 과정에서 면담한 결과 엄마에

게 디자인이 양보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속성인 이

유는 여자유아의 경우 특히 유아가 입고 있는 옷에 대

한 평가가 곧 엄마에 대한 평가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자인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

르더라도 유아가 선택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

는 유아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자인 여자유아의 엄마들은 유아복 구매 시 디자인

이 가장 중요한 고려속성이므로 구매과정에서 유아가

디자인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만 의사를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 e : “이거 입어.”

연구대상자 e의 유아 : “나는 치마 입을 거야.” 

연구대상자 e : “그냥 입어 빨리.” (가정방문 참여관찰 내용)

“뭐 내 맘에 안 들어도 그냥 싼 건 그냥 하나 사줘요. 시끄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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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저런 걸 왜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중략- 애가 이상하게 입

은 거 보면 저 엄마는 뭐 저런 걸 입혔나 싶거든요. 애를 어떻게

입히는지 보면 엄마 감각을 알 수 있잖아요.” (연구대상자 e 사례)

“엄마들끼리 그래요. 내 옷보다 애 입히는 게 더 스트레스라고.

여자애들은 예쁘게 입혀야 하잖아요. 애가 이상하면 엄마가 욕먹

는다니까요. 입기 싫은 옷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다고 애가

고르는 게 예쁘지도 않거든요. -중략- 이게 예쁘네요.” (연구대상

자 f 사례)

“남들 눈도 있고, 여자아이니까 더 신경 쓰이죠. 무조건 예뻐야

되요! 남들 눈도 신경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 아이 의견은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아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진짜 예쁜 걸.” (연구

대상자 g 사례)

3. 유아복 구매 시 유아의 영향

유아복 구매 시 유아의 영향을 밝히고자 동반쇼핑에서

의 참여관찰과 가정방문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해 유아

의 의복생활 전반을 살펴보았다. 또한 엄마와 분리된 상

황에서 유아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의복에 대한 유

아의 생각을 파악하고 유아의 생각이 엄마의 구매행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가정방문을 통해 참여관찰한 결과 연구대상자 b 유

아의 경우 평소 의복생활 중 착의하는 과정에서 착용감

과 관련된 표현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

아의 착용감 표현은 실제 구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연

구대상자 b는 유아복 구매 시 유아가 표현한 착용감을

편안함이라는 속성으로 분류하여 구매과정에 고려속성

으로 반영하였다(Table 7).

연구대상자 b의 유아 : “이거 끼여.” (가정방문 시, 착의과정

참여관찰 내용)

“이건 엉덩이 껴서 입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바

지는 엉덩이가 꽉 끼더라구요. 스키니는 예쁘긴 한데, 우리 애한

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b 사례)

한편 여자유아들의 참여관찰결과 디자인에 대해 자

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가정방

문을 통한 참여관찰 결과 자신의 의복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여 입기 싫은 옷은 완강히 거부하고 입고 싶은

옷은 직접 선택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여자유아의

평상시 가정에서의 착의행동은 실제 구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동반쇼핑 참여관찰 결과, 여자유아의 엄마인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유아가 싫어하는 것을 비교적 정

확히 파악하고 유아복 구매 시 이를 피하는 태도를 보

였다.

연구대상자 e : “왜 안 입어!”

연구대상자 e의 유아 : “나는 검정색 싫어 더러운 색이야. 이

바지(검정색) 입기 싫어, 검정색 싫다고 했잖아!” (가정방문 참여

관찰 내용)

“어휴, 어두운 색 옷을 너무 싫어하니까. 검정색은 저도 그냥

안 사요.” (연구대상자 e 사례)

“분홍색이 좋아요. 친구 OO가 입은 치마 나도 사고 싶어요. 그

런데 엄마가 안 사줘요. 저번에 백화점 갔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

요. 엄마는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줘요. 그래도 원피스 샀어요.”

(연구대상자 g 유아 사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같이 옷 사러 이제 못가겠어요. 그냥 혼

자 가는 게 낫지. 그때도 바지 사러 간 건데 무슨 치마 타령을 그

렇게 하는지. 요즘 유치원에서 자기들끼리 유행하는 무슨 치마가

있더라고요. 전 그거 진짜 싫어서 그냥 원피스 샀어요.” (연구대

상자 g 사례)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복 구매 시 엄마들이 중

요하게 생각하는 고려속성에는 평소 유아들의 태도와

생각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아복 구매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구매능력이 없

는 유아라도 구매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을 인지

하여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스

노그라피 연구방법을 활용한 유아복 구매행동 연구로

기존 연구에서 배제된 유아를 연구에 포함시켜 유아복

구매행동을 새롭게 통찰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동반쇼

핑을 통해 설문으로는 알 수 없었던 엄마들의 유아복

구매에 대한 평소 의식과 실제 행동을 통합적으로 파악

하였고, 더불어 착용자인 유아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구매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이상

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인류학에서 개발된 분류체계분석을 통해

평소 엄마들이 유아복 구매 시 고려한다고 인식하는 의

복속성을 추출한 결과, 엄마들은 디자인, 색상, 크기, 소

재, 가격, 브랜드, AS 가능여부, 편안함, 신축성,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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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의 어울림, 필요성, 계절적 적절성, 제조사 등 총

14개의 의복속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

아복 구매 시 평가기준을 물리적 속성과 심미적 속성으

로만 분류하였던 Lee and Kim(2011)과 Park and Lee

(2010)의 연구와는 일부 다른 결과로, 특히 인식하는 속

성 중에 디자인, 색상, 가격은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함

께 고려하여 중요도와는 별개로 다수에게 고려되는 기

본 속성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분류체계분석에 의해 나눠진 고려속성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속성에 대한 순위는 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라도 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전업주부인

엄마들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의 상위순위

가 디자인, 편안함, 소재로 거의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유아복 구매 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성을 밝힌 결과

디자인은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성으로 선택한

반면, 가격은 전업주부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속성

으로, 취업주부들은 반드시 고려하는 속성은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확신이

낮고 이전에 구매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취업주부들의

경우 유아복 사이즈에 민감하여 의복의 크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유아

복 구매 시 엄마들이 유아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

는 속성을 밝힌 결과, 엄마들 모두가 디자인과 색상은

유아의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속성으로 인식한

반면, 가격은 모두가 반영시켜 줄 수 없는 속성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셋째, 동행구매 참여관찰을 통해 유아복 구매 시 고려

속성에 대한 인식과 쇼핑행동의 차이를 밝힌 결과, 사전

면담에서 인식했던 고려속성과 실제 구매 시 고려하는

속성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남자유아 엄

마들의 경우 사전면담과는 달리 실제 동행구매 시 가격

을 1~2순위로 고려하여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

가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결과 이 결과는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라기보다는 원래 고려하려던 디자인

속성의 부재에 의한 결과로 밝혀졌다. 즉, 디자인 속성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구매과정에서는

남자유아복 디자인의 다양성 부족으로 다른 속성들을

우선 고려하게 된 것이다. 남자유아의 엄마들이 디자인

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된 원인은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다. 여자유아복과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

인 부족함일수도, 또는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아 느끼게

되는 다양성의 부족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디자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전면담에서나

실제 구매과정 모두에서 중요한 고려속성으로 인식하

는 편안함의 경우 일부 불편함을 주는 요소라 해도 예

외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클이나 단추 같이 기능적으로 유아가 다루

기 불편한 부분들이라도 미래의 편안함을 위해 연습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태

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여자유아 엄마들의 동행구

매 참여관찰 결과 전업주부인 여자유아의 엄마들이 사

전면담에서 소재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여자유아의 엄마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속성은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결과 여자

유아의 경우 유아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평가가 곧 엄

마에 대한 평가라는 인식 때문에 여자유아의 엄마에게

디자인은 양보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

되었다. Choi(2002)의 연구에서 엄마의 64.4%는 의복선

택 시 유아와 의견이 다를 때 한쪽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절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엄마들은 유아에게 허용할 수 있는 속성과 허용할 수 없

는 속성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결국 Choi(2002)의 연구

에서 말한 절충이라는 것도 일부 속성에서만 제한적일

것이라 추측된다.

넷째, 유아복 구매 시 유아가 미치는 영향을 밝힌 결

과, 유아의 의견이 엄마들의 유아복 구매행동에 일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 및 면담결과 유아

는 가정에서 옷을 입거나 외부에서 옷을 사는 과정 등

에 참여하며 착용감이나 디자인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

였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유아의 의사를 인지하였고 인

지된 사항들은 실제 구매과정에 반영되어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향후 유아복 구매행동과 관련

된 연구에서는 구매과정에 유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음을 인지하고 유아를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착의과정과 동행구매에서 유아의 의견이

엄마들의 유아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 만큼 마케팅

이나 상품개발 시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설문을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아의 의견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면담방법이

개발된다면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통해 유아복 구

매행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점과 소비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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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존한 연구가 아닌 실제 구매과정을 관찰하여 숨

겨진 수요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연구지역이 서울에 국한되어 있고, 연구대상이 16명

의 유아와 엄마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

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유아복 구매행

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의 일반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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