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생활과학박사 학위논문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 육아용품 구매를 중심으로 -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정 승 희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 육아용품 구매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여  정  성

이 논문을 생활과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정  승  희

정승희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 원 장      손상희         (인)

부위원장      김난도         (인)

위    원      김소연         (인)

위    원      전상민         (인)

위    원      여정성         (인)



- i -

국문초록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문제에 직면
할 수 있으며, 그 구매를 회피할 수 없고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
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여야 하지만 특정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경우 구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선호도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
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
부분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초보 소비자
(novice)와 전문가 소비자(expert/experienced consumer)을 단순히 비교하기 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구매를 연기하거나 지
연시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취하는 행동과 어려움을 살펴
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지만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첫 구매를 
해야 만하는 육아용품 구매를 선정하였다. 육아용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소비자 
자신만 고려하여 선택하는 제품이 아니라 수혜자인 자녀 또한 고려해야하는 제
품이기 때문에 그 구매에 더 집중하며,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것이다. 
이에 첫 육아용품 구매 시 소비자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
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어떠한 조건에 의
하여 유발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규명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를 사용하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
처전략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첫 구매 소비
자의 행동을 맥락적으로 탐색하고,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첫 구매 소비자에 
관한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 도출된 이론을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검증함으로써 첫 구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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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과정으로부터 도출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첫 구매를 할 때 소비자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구매 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 시장
의 특성,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고정 관념이 소비자
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소비자가 소유한 경제적, 정보적, 시간적 자원과 
관여도 또한 첫 구매 시 소비자의 어려움을 과중시키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경험
이 없기 때문에 첫 구매 시 어떠한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며, 어떠한 제품을 선택
해야하는지 몰랐다. 이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선택하기보다는 타인
을 의식하여 선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으며,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선
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둘째,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부족한 자신의 지식을 쌓기 위하여 구매경
험이 있는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많은 소비자들은 안전
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준거집단을 동조하거나 모방
하였으며,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제품을 보면 자신도 가져야한다
고 여겨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격과 브랜드, 원산지를 품질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었고, 관련 제품을 안내한 도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첫 구
매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직접 제품을 체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
용하여 대처함’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어려움에 따라 유
형화한 결과, ‘고민 과다형’,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 ‘타인의식 스트레스
형’, ‘시간자원 부족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민 과다형’은 자신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과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육아
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그대로 따라 구매하는 전략을 주로 구사하였다. ‘제품 불
필요성 구분 어려움형’은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하여 직접 제품을 보
고, 체험하며, 판매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이 준거집단으로부터 획득한 정
보들과 비교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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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야 제품을 구
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타인의식 스트레스형’은 주로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여 구매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타인들에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시간자원 부족형’은 효율적인 구매를 하고자 남
편과 함께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는 전략을 사
용하였다.
   넷째,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소비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비자들은 정보선별의 어려움과 선택과부하, 수혜자의 적절성과 선호
도를 토대로 구매하는 어려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첫 구매에서의 어려
움은 선택의 어려움과 타인의식적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 자원부족에 따른 부담
감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에 따라 어려움을 유
발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타인의식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어려움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첫 구매 시 자녀의 정보가 부
족하다고 인식할수록, 관여도가 높을수록 모든 어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
원부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어려움과중 집단’ 등 
4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자원부족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타인을 의식해서 선택하는 전략, 준거집단과
의 구매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택장애 집
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정보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어려움
과중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준거집단을 의지하거나 수혜자인 자녀를 기준
으로 선택하는 전략,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전략, 타인의식 고려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살펴본 결
과, 어려움 유형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정보선별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적 선택 전략과 적극적 대처전략은 타인의식 스트
레스와 자원부족 부담감을 느낄 때 사용하고 있었으며,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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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은 선택의 어려움과 자원부족 부담감을 느낄 때 사용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정보 선별 전략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별적 선택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구매의사결정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인
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 있으며, 어떠한 브랜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있었으나, 익숙하
지 않은 제품 용어로 인하여 혼란을 경험하고, 주어진 정보의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이 유용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첫 구매를 할 때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은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보채널이 요구된다. 
   둘째,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부족한 자신의 지식에 대처하기 위하여 준
거집단이 구매한 제품을 모방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다
수가 구매하는 제품이 품질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
이다. 사전지식이 낮은 소비자들은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
한 구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까지 동조소비 또는 
모방소비는 자신이 아닌 특정 집단에 순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비합리
적인 소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구사하는 동
조 또는 모방은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정보적 동기에 의
한 동조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가 처한 상
황과 조건에 따라 그 행동이 비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소비자의 행동을 평가할 때에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소비자들은 국산 제품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제조한 
제품의 안전성을 높게 신뢰하고 있었다. 이에 제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를 기준으
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소비자들은 살균제 계란 파동,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다양한 안전 문제를 경험하며 한국의 안전 규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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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안전 규제를 강화해
야함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
품을 구매하고자 해외직접구매를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
로 볼 때 국내 소비 시장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브랜드 업체가 
디자인과 기술력을 향상하고,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며, 가격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소비자의 한국 시장 일
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하
지만,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단순화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가 
가격과 원산지를 토대로 선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이
나 원산지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않도록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에 맞게 브랜드와 가격 등을 관리하여
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비
자들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도와 필요성을 토대로 정보를 탐색하
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소비자가 첫 구매 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기초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보다 
해외 선진국의 제품이 더 안전하고, 국내 안전 규제보다 해외 선진국의 안전규제
를 더 신뢰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안전 규제를 재정비하고, 육아용품과 같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치명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출시 전에 안
전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안전마크가 정부 차원이나 소비자단체 차원
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표
시정보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기하거나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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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도가 겉포장에 색상으로 구분되어 인쇄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더불어 육아용품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에게 경제적・심적 어려움을 주고 있
으며, 넓게는 저출산 기조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각 가정의 소비패턴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방안을 고려하
고, 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필수 육아용품을 누구
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명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육아용품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구전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 부정적 정보 교
환이 이어져 관련 제품의 판매율이 저하되거나 소비자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
어줄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의 제품보다 해외 선진국의 브랜드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기업 자체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
는 안전성 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안전이 보장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단체는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반영된 설문
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설문조사를 
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계속 참여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
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시장에 다양한 품목이 있어 선택과부하를 
느끼고 있었다. 이에 주요 품목들에 한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과 조건 등에 
맞추어 대안들을 제거해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첫 구매, 소비자의 어려움,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 첫 구매에서의 대처전략, 육아용품 구매

학  번 : 2012-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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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 구매를 회피할 수 없고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바탕
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여야 하지만 구매경험이 없는 제품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선호도조차 형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육아
용품 시장에 처음 진입한 소비자들을 연구한 Stanton & Guion(2013)은 
부모들이 최적의 육아용품을 선택하고 싶지만 부모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지 몰라 선택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즉,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부족한 자신의 지
식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수집해야할 정보가 많
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정부과부하로 인하여 정보를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으며(Brucks, 1985와 Claxton et al., 1974),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고 정
보를 어떻게 선별해야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경험한다(구명진・여정성, 2015).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가 소유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들을 저-중-
고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에서 중간 정도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들은 자
신이 소유한 지식을 토대로 새롭게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탐색이 가장 활발하지만 정보가 적거나 많은 소비자들은 정보탐
색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tman & Park, 1980; Brucks, 1985; 
Park & Lessig, 1981). 이는 정보가 많은 소비자들은 내부 정보 탐색만으로
도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수용
해야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중요하며, 주어진 정보의 내
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보탐색을 활발하게 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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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해버리는 것이다(Bettman & Park, 1980). 
   즉, 부족한 소비자의 지식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정
보 수집조차 어렵게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회피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선택
을 위한 전략조차 단순하게 만들고 있다. 가령,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Hoyer & Brown, 1990) 광고가 전달한 메시지 그대로 행동하려하며
(Stanton & Guion, 2013), 제품의 원산지 이미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
(박찬욱, 2001), 가격을 토대로 선택(김은정, 2002)하거나 브랜드 명성을 토
대로 선택(Alba & Hutchinson, 1987)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판매자들이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의 상황을 역이용하여 잘못
된 신호를 줌으로써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준거집단에게 
상당히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특정 제품을 많이 구매한 타인들의 의견을 주요 정보로 여기
고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전우영・정현주, 2006; Cialdini & Trost, 
1998; Levine et al, 2000), 히트상품에 선정되었다는 단서가 제시되었을 경
우 제품지식이 낮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류강석 외 2인, 2006). 
   이렇듯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브랜드, 광고, 원산지, 가격 등을 품질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삼아 이를 토대로 선택하고 있으며, 준거집단의 주관적
인 정보에 의지하거나 동조하고, 정보탐색 조차 단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취약한 소비자들이 계약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며, 자존감과 소비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
험을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Hill & Kozup, 2007) 의견과 같이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자의가 아닌 판매자나 타인에 의하여 구매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보 소비자(novice)와 전문가 
소비자(expert/ experienced consumer)의 행동을 단순히 비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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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더라도 신
규 고객을 단골로 만들기 위한 방법(Dagger & O’Brien, 2010), 신제품 수
용을 하는 소비자(김재일・이장은, 2003; 이병관・조은현, 2009)와 같이 마
케팅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소비자가 사전지식이 부족할 때 정보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로 인한 단순화된 
행동만을 연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무엇이며,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구매를 연기하거나(이은진, 2013; 
조미란 외 2인, 2016) 구매를 지연시키는(손영화・이민우, 2009) 회피 행동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취하는 행동과 어려움을 살펴
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만 하
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유발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
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 구매 대상의 제품을 선
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첫 구매를 해야 만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
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육아용품 구매를 선정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지만, 생애 첫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
은 주택, 자동차를 떠올릴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 소비자가 거주를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매매(구매) 외에도 전세, 월세 등 대여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동차 또한 필수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육아용
품의 경우, 소비자가 임신과 출산 전에는 거의 구매를 하지 않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구매를 해야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육아용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소비자 자신만 고려하여 선택하는 제품이 
아니라 수혜자인 자녀 또한 고려해야하는 제품이다. 즉, 소비자가 혼자 사용
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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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집중하며,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것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사용하는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소비자는 경
험이 부족하지만 관여도는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유발되며, 각각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를 사용하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첫 구매 소비자의 
행동을 맥락적으로 탐색하고,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첫 구매 소비자의 
행동에 관한 이론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 다음 도출된 이론을 다수의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검증함으로써 첫 구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
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
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소비자가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구사
하는 전략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소비자가 육아용품을 첫 구매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이
고,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그 어려움이 유발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탐색함으로써 첫 
구매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첫 구매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전략을 심층면접을 통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근거
이론적 접근법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각 경험을 범주화한 뒤, 패러다임 모형
에 따라 어려움의 배경이 되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을 
도출하고,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전략에 의한 구매 결과를 파악한 
뒤, 본 연구의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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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심층면접으로부터 도출한 이론적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각 
변수 간의 인과적 구조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가 구사하는 몇 가지 전략에 
한정하여 연구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첫 구매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첫 구매 행동에 관한 이
론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책적, 실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서술하고, 연구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와 주요 기관의 보고서, 신
문기사 등의 자료를 고찰하여, 첫 구매의 특성과 소비자의 어려움, 대처전
략, 육아용품 구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실
시하였다. 먼저 연구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후, 근거이론을 토대로 도출된 
각 범주와 패러다임 모형의 요소, 핵심범주와 소비자 유형을 설명하고, 결과
를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적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양적 연구의 절차를 설명한 뒤, 소비자의 어려움과 어려움 유형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대처전략,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 어려움 유형별 영
향요인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음 질적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적 모형
을 기반으로 각 변수들의 인과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며, 결론 및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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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첫 구매에서 소비자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소
비자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하여 고찰한 후, 육아용품의 구매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소비자의 첫 구매와 관련된 선행연
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2절에서는 소비자의 어려움과 관련 선행연구를 고
찰하였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어려움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처전략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4절에서는 육아용품 구매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제 1 절 소비자의 첫 구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첫 구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가
진 지식의 많고 적음, 초보자-전문가의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첫 구매에서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관련된 이
론들을 살펴본 뒤 소비자의 첫 구매를 개념화한 후,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
하도록 하겠다. 

1. 소비자의 첫 구매에 대한 개념화 

   소비자가 첫 구매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지금까지 구입한 경험이 없는 
제품을 처음 구매하거나 특정 제품 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구매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첫 구매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구매경험은 특정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느 
정도 경험했느냐를 나타내는데, Bettman & Park(1980)와 Johnson & 
Russo(1984), Park & Lessig(1981)은 구매경험을 제품 소유 경험, 사용 경
험, 정보 탐색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구매경험이 없
다는 것은 곧 소비자가 소유한 지식의 정도가 적다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지식(knowledge)이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축적한 경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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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제품의 친숙도(familiarity)와 제품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
력인 전문성(expertise)을 포괄한 개념이다(Alba & Hutchinson, 1987). 
Johnson & Russo(1984)는 소비자의 지식을 친숙성의 정도로 정의하고, 
Celsi & Loson(1988)은 지식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문성, 경험, 
친숙성을 사용하였다. 즉, 축적된 경험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식이 높아진다
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 지식은 ‘사전지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전지식이
란 소비자가 구매 전에 기억 속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잔량이다(Bettman 
& Park, 1980).  
   소비자 정보(information)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것(김영신 외 4인, 2011)이다. 즉, 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을 
위하여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자신의 구매에 활용
하며, 이러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경험이 쌓이게 되고, 이는 소비
자의 ‘지식’이 된다. 즉, 정보는 소비자가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지식의 정도는 정보가 축적된 정도를 나타낸다.
   소비자 지식은 크게 제품지식과 구매지식, 사용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Blackwell et al., 2001). 제품지식은 제품 범주, 형태, 브랜드, 속성, 가격
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며, 구매지식은 구매 가능한 매장, 구매 시점에 관한 
지식이 해당되고, 사용지식은 제품의 사용 방법과 관련된 지식이다
(Blackwell et al., 2001). 
   지식은 또한 크게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Brucks, 1985), 객관적 지식은 제품과 구매의 속성 정보와 관련된 처리 능
력과 관계가 있으며,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관
련이 있다(Brucks, 1985). 즉, 객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과 그 제
품에 대한 구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흔히 오답
이 정해진 퀴즈를 제시하여 측정하고,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
여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으로 
측정된다(김기원・김철수, 2000; Brucks, 1985). 주관적 지식이 높으면, 소
비자가 제품과 관련된 과업 수행에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Duncan & Olshavsk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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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지식이 주로 제품의 정보와 같은 인지적 사고체계와 관련된다면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의 경험과 더 관련되어 있다(이미아・이유재 2012; 
Park et al., 1994). 즉, Park et al.(1994)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 정보가 
많은 소비자는 객관적 지식이 높지만 제품 경험이 많은 소비자는 주관적 지
식이 높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은 비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나, Mazumdar & Monroe(1992)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일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객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보유한 정보를 뜻하며, 
주관적 지식은 제품 경험과 관련된다. 또한 소비자의 지식의 높고 낮음은 소
비자의 경험 정도와 관련되며, 소비자의 지식이 높다는 것은 제품과 구매,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친숙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첫 구매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첫 
구매는 ① 소비자의 지식과 관련되며, 지식은 구매경험의 정도와 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친숙도와 전문성을 나타낸다.  ② 구매경험 내에는 소비자가 소
유한 정보의 양과 구매한 정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첫 
구매를 ‘소비자가 지금까지 구매한 경험이 없는 제품을 처음 구매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첫 구매에서 소비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본다. 즉, 소비자의 구매는 소비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비자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구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구매한 경험이 없는 제품을 첫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동에 초
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주관적 
지식이라는 연구(Moorman et al., 2004)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첫 구매 전
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소비자
가 구매 전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사전지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지식을 주관적인 사전지식이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한다. 

2. 소비자의 첫 구매 관련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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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첫 구매와 관련된 연구들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계
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에서는 첫 구매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본 뒤, 소비자의 사전지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우선, 소비자의 첫 구매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마강래・강은택(2011)의 연구에서
는 소비자가 사무직 직업군이고 정규직 종사자이며,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
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최초 가구 형성 후 주택구입 기간까지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장명준(2018)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보다, 상용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임시 근로자보다 상용 근로자가, 
이사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보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광역도시 
거주자 또는 지방도시 거주자가, 총자산이 높을수록 생애 최초로 주택을 선
택할 확률이 높았다.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선택
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 구매가 후속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정경
화・이유리(2014)는 첫 구매에서 긍정적 감정을 가진 소비자들이 후속 구매 
의도를 높이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Simintiras et al.(1997)
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도서를 첫 구매하기 전에 작가에 대하여 호감
을 갖고 있고, 해당 도서를 구매했을 때 만족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구
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M 모델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첫 온라
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Kim(2012)의 연구에서는 오직 지각
된 유용성만이 첫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첫 구매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첫 구매에 소득과 직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첫 구
매 전에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고, 유용하다고 판단
될 때 해당 제품을 첫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첫 구매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는 사전지식과 관련된 연구
이며, 이들 연구들은 주로 소비자의 정보탐색 정도, 선택 기준, 구매 행동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제 3 절에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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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기에서는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
찰하도록 하겠다.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과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하여 연구한 Claxton et 
al.(1974)과 Brucks(1985)는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새로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를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는다고 하였다. 반면, Jacoby 
et al.(1978)과 Johnson & Russo(1984)는 사전지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낮
은 소비자들에 비하여 브랜드를 구분하고, 제품에 대한 속성을 많이 알고 있
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안을 평가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정보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최선의 대안을 고를 
수 있은 선택권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
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해야할 정보와 대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부하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박지우, 2016; Mitchell & Papavassiliou, 1999).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과 사전지식 수준을 살펴본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사전지식과 외부 정보 탐색의 정도가 ∩자형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Bettman & Park, 1980; Brucks, 1985; Park & Lessig, 1981). 즉,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수용해야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중요하며,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어 정
보 탐색을 오히려 적게 하지만, 사전지식이 충분한 소비자들은 새로운 정보
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외부 정보 탐색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
간 정도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정
보를 처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 
활발하게 정보를 탐색한다고 하였다(Bettman & Park, 1980; Brucks, 
1985; Park & Lessig, 1981). 
   구명진・여정성(2015)의 연구에서는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지식
이 높은 소비자들에 비하여 정보를 어디에서 구해야하는지 모르며,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형상품
에서 경험하는 정보탐색 어려움이 유형상품보다 높게 나타났다(구명진・여정
성, 2015). 육아용품은 사용자로서 경험할 수 있지만 수혜자로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상품보다는 무형상품에 더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 11 -

수 있다. 따라서 구명진・여정성(201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
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
지 선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정보탐색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구매의
사결정 과정의 다음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평가하고 선택하여야 하지만, 정보를 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할 것이다. 실제로 초보 소비자
들의 취약한 상황을 살펴본 Stanton & Guion(2013)의 연구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에 비하여 광고에 제시된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광고의 메시지 그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사전지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어려움이란 무엇이며, 어려움과 관련된 변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사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
었다. 이에 소비자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하여 유추해보고자 한다. 

1.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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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한 뒤, 자신의 상황과 조건, 성향에 따라 제품을 평가
한 뒤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경험이 없는 특정 제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자신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어
떠한 제품들이 있으며,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정보는 어디에서 찾아야하
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소비자
를 ‘어려움(difficulty)’에 처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최아영 외 2인, 
2016).
   어려움이라는 용어는 학계적으로 정확히 정의된 바는 없다. 최아영 외 2
인(2016)에 따르면, 어려움은 초기에 과업 수행 시의 신체적인 근력 사용 정
도에서 이야기되었으나 인지과학이 발달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노력으
로의 의미로까지 발달되었다고 한다. 최아영 외 2인(2016)은 Adler & 
Benbunan-Fich(2015; 최아영 외 2인 재인용)의 연구를 인용하여 어려움의 
측정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과업의 복잡성은 객관적 측면에서, 과업 수행의 
부담감은 주관적 측면에서 측정된다고 하였다. 
   어려움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계
에서 합의된 공통적인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아영 외 
2인(2016)과 구명진・여정성(2015)의 연구와 같이 소비자의 어려움과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며 어려움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어려움과 유사
한 개념으로는 소비자 혼란, 정보과부하 또는 선택과부하, 구매고민, 정보탐
색장애 또는 선택장애, 지각된 위험, 불안, 소비자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중 
소비자 혼란과 구매고민, 정보탐색장애 또는 선택장애, 스트레스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보과부하 또는 선택과부하, 
지각된 위험, 불안은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자 혼란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Mitchell et al.(2005)
은 시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브랜드가 유사해지고, 모호한 정보
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소비자혼란이 발생
한다고 하였다. 안선영・나종연(2009)은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수용하는 과
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인지적인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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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것을 소비자 혼란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소비자 혼란에 과도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과잉 혼란과 모호하거나 오도 가능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모호 혼란을 포함시켰다(안선
영・나종연, 2009). 남유진・김경자(2015)는 소비자 혼란을 정보탐색 단계에
서 선택 단계로까지 확장하였는데, 이들은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 및 
제품의 특성을 판단할 때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소비자 혼란이라고 정
의하였다. 
   고대균・여정성(2015)은 소비자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매고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도출하였
으며, 이를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들은 구매지연, 구매 연기, 비선택 등의 용어가 구매고민과 관련되지만, 이
들 용어들은 결과 지향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구매 고민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대균・여정
성, 2015). 즉, 소비자가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어 심사숙고하는 행위를 구매
고민이라고 보았다.  
   한편, 박지우・여정성(2009)은 정보탐색장애를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
고, 획득한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선택장애를 개념화하자면, 소비자가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장애는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태가 
불일치되었을 때 경험하는 부정적인 신체적・정신적 반응이다(Lazarus & 
Folkman, 1984). 즉, 스트레스는 소비자가 특정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며, 소비자가 보유한 자원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
진다(Lazarus & Cohen, 1977). 스트레스는 연구자에 따라 디지털 스트레스
(김정은・여정성, 2007), 소셜 미디어 스트레스(임명서, 2013) 등으로 세분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디지털 제품에 소비자가 대처할 능력이 
없어 야기되는 스트레스이며, 후자는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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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감 또는 피로감이다. 즉, 스트레스는 소비자의 자
원과 능력, 부담감, 피로감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과부하를 논의한 Jacoby et al.(1974)은 소비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정
보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역기
능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한편 박지우・여정성(2014)은 선택과부하가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는 선택 대안들로 인하여 초래된다고 하였다. 즉, 정보
과부하와 선택과부하는 과하게 많은 정보와 선택 대안들로 인하여 유발되는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정보처리에 한계
가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과 관련 있다. 
   지각된 위험을 최초로 개념화한 Bauer(1960; 안주아, 2008 재인용)는 객
관적 혹은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구매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이라고 하였다. 
전성률・박현진(2003)은 구매 전 탐색하고 판단하는 것이 수월한 제품의 경
우 소비자가 구매 전 불확실성 정도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전 불확실성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Jacoby & 
Kaplan(1972)은 지각된 위험을 금전적 위험, 제품 성능적 위험, 신체적 위
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즉, 지각된 위
험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대인 관계, 시간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불안에 대하여 연구한 사지연・여정성(2014)은 지각된 위험의 개
념을 토대로 소비자 불안을 개념화하였는데, 이들은 불안을 소비자가 구매의
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긴장, 염려 등이 축적된 감정이라고 
하였다. Schlenker & Leary(1982)는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감에 주목하였다. 즉, 사지연・여정성(2014)이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불안을 이야기하였다면, Schlenker & Leary(1982)는 대인
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불안이 다양한 상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려움과 관련된 용어들은 정보나 선택 대안이 소비자
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보다 과하게 많이 있을 경우, 상품들의 속성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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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경우,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구매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금전적, 제품 성능적,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시간적 위험을 소비자가 지각할 경우, 내・외부적 요
인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상태가 원하는 바와 불일치 한 경우, 대인과의 관계
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소비자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어려움을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과 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긴장, 염려, 스트레
스, 혼란, 부담감, 피로감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소비자의 어려움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이하의 내용에서는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본 뒤, 앞서 살펴
본 어려움과 관련된 개념들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정보탐색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명
진・여정성(2015)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며, 정보를 
어떻게 선별할지 몰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탐색과업 설정 단계와 정
보원 탐색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유형상품보다 무형상품에서 더 높았
다. 최아영 외 2인(2016)의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보과부하로 인하여 
정보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가장 높게 경험하고 있었고, 어떠한 정보를 어
디에서 구해야하는지 모르는 어려움 역시 경험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정보활
용 역량이 높으면 객관적 금융지식 수준도 높게 나타났고, 정보선별장애유형
의 소비자들은 정보 탐색량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정보활용장애유형은 탐색량
이 적지만 주요 정보에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매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연구한 장연주・최현자(2015)는 소비자
들을 의사결정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모든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으며 각 어려움은 정보탐색 
및 대안평가 시 정보처리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감, 
능동적・적극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상품・계약내용 이해의 어려움, 보상・
유지서비스 관련 어려움, 구매 후 가치평가의 어려움, 소비자피해 해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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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었다.
   소비자 혼란과 관련된 연구로 안선영・나종연(2009)은 휴대폰 구매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가격 관련 정보에서 혼
란 정도가 높았고,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정보원천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
자의 혼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호한 정보로 인하여 혼란을 
경험하면 정보탐색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나 다양한 정보로 인
하여 혼란을 경험하면 소비자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안선
영・나종연, 2009). 남유진・김경자(2015)는 소비자 혼란을 정보혼란과 선택
혼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소비자들은 선택단계보다 정보탐색 
단계에서 더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탐색 초기에 혼란을 느낀 
소비자들은 선택단계에서 더 많은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매고민과 관련된 연구로 고대균・여정성(2015)은 소비자들이 대체적으
로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하게 되는 구매고민을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으며, 구매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보탐색 단계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높게 
관여되고,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얻거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구매고민 수준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대안의 평가와 최종구매 단계에서는 구매에 대
한 확신이 구매고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정보탐색장애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박지우・여정성(2009)의 연구에서
는 소비자의 개인적 변수에 따라 정보탐색장애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이는 보편적인 문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소비자들은 과한 상품의 
종류와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리고 상품을 비교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 스트레스에 대하여 연구한 권혜진・김난도(2010)는 소비자가 구매 
후 단계보다 구매 전 단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제시하였
으며, 주어진 조건을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으며 인지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디지털 제품 관련 
스트레스를 연구한 김정은・여정성(2007)은 소비자들이 선택과부하로 인한 
비교선택 곤란과 비용, A/S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부하와 관련된 연구로 박지우・여정성(2014)은 소비자가 과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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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나치게 유사한 상품들의 존재라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상품의 다양성을 높게 인식하고 시간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선택과부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우・여정성, 2014). 대안
의 수와 시간 제약에 대하여 연구한 Haynes(2009)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
안의 수를 3개와 10개로 제시하고, 각각 시간 제한을 2분과 5분으로 설정한 
후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과 만족, 후회 등을 측정하였는데, 대안의 수가 
많고 시간 제약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의사결정에 대한 어려움과 당
혹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만족도 역시 10개의 대안을 제시 
받은 집단이 3개를 제시 받은 집단보다 낮았다(Haynes, 2009). 
   지각된 위험과 관련하여 최수진 외 2인(2006)은 주부 소비자들이 아동복
을 구매할 때 경제적 위험, 사회 심리적 위험, 성능적 위험, 신체 적합적 위
험, 시간 및 편의성 손실 위험을 지각한다고 하였다. 안주아(2008)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품질 위험, 사회적 위험, 쇼핑몰 위험, 자아 위
험, 기회손실 위험을 덜 지각한다고 하였다. 주선희 외 2인(2013)은 무형 상
품을 정신적 무형성, 일반적 무형성, 물리적 무형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을 살펴보았는데, 정신적 무형성은 성능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
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 무형성은 성능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에 영향을 미
쳤으며, 물리적 무형성은 금전적 위험과 성능적 위험에 영향을 미쳤다. 
   식품의 불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전상민(2014)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 수준이 매우 높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중장년층, 
여성, 고학력자의 불안 수준이 그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불안과 
동조소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이다혜(2012)는 성별과 연령, 학력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 수준이 다르며, 생애불안과 능력불안이 동일시적 동조
에, 소외불안과 평판불안이 정보적 동조에, 소외불안과 능력불안, 관계불안
이 규범적 동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 고찰로부터 소비자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 결과, 정보과부하 또는 선택과부하 상황, 
사전지식, 구매경험, 제품의 가격, 경제적 위험, 시간 자원, 타인으로부터의 



- 18 -

조언이나 동의 획득, 지각된 위험, 불안, 자녀의 연령, 관여도, 소비자의 성
향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중 첫 구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과부하 또는 선택과부하는 특정 제품이 존재하는 
시장의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사전지식과 구매경험은 소비자가 첫 구매를 할 
때의 상태며, 제품의 가격과 경제적 위험, 시간 자원, 시간 및 편의성 손실 
위험은 소비자의 경제적 자원과 시간 자원과 관련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조언
이나 동의 획득, 사회심리적 위험, 평판 불안은 준거집단과 관련되며, 식품 
불안, 품질 위험과 신체 적합적 위험, 성능적 위험은 위해 제품 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소비자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첫 구매 상황에서는 지식을 쌓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앞서 언급한 요
인들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 또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 3 절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

   소비자는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이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
가 있는지 살펴본 뒤,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1. 소비자의 대처전략

1) 대처전략의 개념과 종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 성향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대응전략, 대응행동, 대처행동, 대처전략, 대처방식, 대처행
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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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전략이라고 보고 이를 대처전략으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겠다. 
   Lazarus & Folkman(1984)은 소비자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원
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자원은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해결 
기술, 사회적 기술, 사회적 지지, 물질적 자원이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소
비자에게 정서적, 정보적 그리고 물질적 지지 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
람을 뜻하며, 준거집단의 개념과 비슷하다(Lazarus & Folkman, 1984). 이
러한 자원은 소비자가 크게 문제 중심의 대처전략과 정서중심의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전자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상황과 소비자의 관
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통 소비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
질 때 택하게 되는 전략이며, 후자는 소비자가 갖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때 택하는 전략이다(Folkman & 
Lazarus, 1980). 
   구체적으로 문제중심 전략에는 직면하기(confrontive coping),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기(seeking social support), 문제 해결을 계획하기(planful 
problem-solving)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서중심 전략에는 distancing(거리
두기), 회피하기(escape-avoidance), 자기 통제(self control), 긍정적 재평
가(positive reappraisal), 책임 수용(accepting responsibility)으로 볼 수 
있다(Folkman et al, 1986). Lazarus & Folkman(1984)은 또한 대처전략
의 기능에 따라 적극적 대처(문제중식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와 소극
적 대처(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한편,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지각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위험
감소전략이 있다. Roselius(1971)는 소비자가 자신이 지각하는 위험을 줄이
기 위하여 4가지의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구매가 실패
할 가능성을 적게 지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구매를 연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위험을 받아들이고 구매하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가 혼합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Assael(2004)은 구매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의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간소하게 구매하여야 하고, 제품
의 기대 수준을 낮추라고 하였으며, 구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매경험이 



- 20 -

있는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유명브랜드를 택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구매 전
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야한다고 하였다.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전략 중 소비자 휴리스틱이 있다. 소비자 휴리
스틱은 선택과부하 상황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기 위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인지적인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
으로(박지우, 2016), 이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처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에
도 정보를 완벽하게 탐색하지 않으며(Newman & Staelin, 1972), 제품에 
대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정보탐색 자체를 어렵게 느껴 정보탐색을 빠르
게 중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ettman & Park, 1980). 즉, 소비자들 중
에는 간소화된 문제 중심의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oselius(1971)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시 구사하는 총 
11가지의 전략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전문가나 유명인의 보증 또는 그들이 
추천한 브랜드를 구매하기, 사용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구매하기, 잘 알려
지고 명성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기, 사적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된 브랜드
를 구매하기, 명성이 있는 매장에서 브랜드를 구매하기, 제품을 체험하기, 
환불 가능한 브랜드를 구매하기, 정부기관에서 검사한 브랜드를 구매하기, 
여러 매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하기, 고가이면서 정교한 제품을 구매
기, 주변의 친구나 가족의 구전정보를 활용하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용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소비자들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소비자가 회피를 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2)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대처전략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이 구사할 수 있는 대처전략은 정보를 탐색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 탐색할 수 있는 정보원은 크게 내부 정보원과 
외부 정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정보원은 판매자, 광고, 잡지, 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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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거집단 등이 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구매경험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
는 경우, 초반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지만, 선택에 가까워질
수록 해당 제품에 경험이 있는 준거집단의 구전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다(Robertson, 1971; 이문규・홍성태, 2001 재인용).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고관여되어 있는 경우 정보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탐색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이문규・홍성태, 2001). 그러나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소비자들에 비하여 처리해야할 
정보가 많아 정보탐색과 선별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존재하는 정보도 많아 정보과부하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정
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탐색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면 소비자는 정보탐색을 중단하거나 단순한 전략을 구사하려
고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이 가시적이고 복잡하며,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지각된 위험 정도가 높으며,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친숙
하지 않을 때 구전정보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전정보가 한 개
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생생한 정보이기 때문에(이학식 외 2인, 2001) 소비
자는 이를 더 쉽게 의지하고 믿게 된다. 전우영・정현주(2006)는 제품 구매 
후 발생 가능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고 직접 제품을 경험할 수 없는 한
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준거집단의 사용 경험을 활용한다고 하
였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는데,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
였으며(Levine et al., 2000),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전문가라고 여겨질 경
우 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Sridhar & Srinivasan, 2012).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구사할 수 있는 단순한 전략 중 하나는 준
거집단을 동조하거나 모방하는 것이다. 이는 Leibenstein(1950)이 제시한 밴
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많
이 선택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자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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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을 많이 구매한 타인들의 의견을 주요 정보로 여기고 이들을 동조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전우영・정현주, 2006; Cialdini & Trost, 
1998; Levine et al, 2000). Dahl et al.(2012)은 상호관계가 강해질수록 준
거집단의 태도나 평가로부터 소비자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정
인과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Brack & 
Benkenstein(2012)은 소비자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성별, 연령,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외형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사람의 행
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Solomon(2004)은 동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문화적 압력(cultural pressures), 일탈의 두려움(fear of deviance), 
개입(commitment), 집단 의견일치, 크기 및 전문성(group unanimity, size, 
and expertise), 대인 관계에 대한 민감성(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이다. 정미실・강혜원(1991)은 타인을 유용한 정보원으로 생각하는 
경우 이들의 정보를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Granbois(1968)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혼자 구매할 때보다 같이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계획적인 구매를 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준거집단의 구매에 
동조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첫 구매에서 동조를 택할 
때에는 집단의 전문성과 대인 관계에 대한 민감성에 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비계획적인 구매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준거집단에 의하여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ark & Lessig(1977)은 대학생이 주부보다 준거집단의 브랜드 선택에 
대하여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과 주부 간에 상품 소비에 대
한 익숙함 등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어
느 정도 익숙하느냐에 따라 준거집단으로부터 받는 영향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첫 구매에서 소비자가 준거집단이 선택하는 브랜드를 동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제품을 평가하
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격과 브랜드, 원산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가
격과 관련하여 베블런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베블런 효과는 가격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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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곧 자신
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을 구사한
다(Leibenstein, 1950; Veblen, 1899). 가격은 이외에도 품질을 모르는 소
비자에게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즉, 가격이 높
은 것은 곧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을 기
준으로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박현숙・곽원섭, 2003).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브랜드의 명성과 이미지에 의하여 영향
을 받기도 한다. 제품에 브랜드가 부착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제품들을 구분할 
수 있고, 일정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로부터 만족
하게 되었을 때 그 제품을 애호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의 명성과 이미지
를 토대로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김정숙 외 3인, 2014). 
   제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으로부터 영향
을 받기도 한다. 동일한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어느 나라에서 제
조를 했느냐에 따라 품질을 다르게 평가하며(Johansson & Nebenzahl, 
1986; Schooler, 1965), 제품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Tse & Gorn, 199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첫 구매에서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그들을 동조하고 있으며, 브랜드, 원산지, 가격을 품질의 척도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단편적인 전
략을 토대로 검증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구체적으
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소비자가 단순화된 전략
을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전략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소비자의 대처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정보탐색과 관련된 대처전략, 
그리고 선택과 관련된 대처전략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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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보탐색과 관련된 대처전략을 연구한 신봉섭・박주영(2006)과 
Beatty & Smith(1987), Urbany et al.(1989)은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위험 
정도가 높거나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인식할 때 정보탐색 과정이 확
장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Dowling & Staelin(1994)은 소비자가 위험을 인식
하는 경우, 자신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보
탐색을 계속 수행한다고 하였다.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의 해결이 
개인에게 중요할수록 소비자들의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Baron et al., 1996). 
   소비자의 사전지식과 관련된 연구로, 김성훈(2003)의 연구에서는 사전지
식이 낮은 소비자들이 높은 소비자들에 비하여 온라인 구전정보를 많이 탐
색하고 있었다. 구전정보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연구한 Chen 
& Xie(2008)은 제품의 가격이 높을 때 초보 소비자들에게 두 종류의 정보는 
서로 대체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전정보를 더 유용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준거집단이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류강석 외 2인(2006)
의 연구에서 히트상품에 선정되었다는 단서가 제시되었을 경우 소비자들 중 
제품지식이 낮은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태민・김대원(2008)의 연구에서도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하여 소
비자들은 높은 구매의도를 나타냈고, 이는 저관여 제품과 경험재에서 더 크
게 나타났다. Kazuhiro & Nao(2012)의 연구에서는 구매자의 수가 많은 경
우 소비자들이 경쟁심을 갖게 되어 구매를 활발히 한다고 하였으며, 김하빈 
외 2인(2014)의 연구에서도 많은 구매자가 특정 제품을 구매한다는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경쟁심을 갖게 되어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준거집단이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정보는 차별심리 또한 유발하고 있었
다. 이인영・김상훈(2016)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정체성 
표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낮춘다고 하였고, 김영리・한승희
(2014)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정보는 해당 제품이 우수하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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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부정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된 전략으로 선택과부하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사하
는 휴리스틱에 대하여 살펴본 박지우(2016)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24개의 전
략을 도출한 뒤 이를 15개로 축소한 뒤 실증 분석하였는데, 소비자들은 신
뢰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뒤로 동일 제품 
재구매, 적정 가격 선택, 세일・행사 등의 기회 포착 전략 등의 순으로 사용
하고 있었다. 도출된 전략들은 소비자가 제품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정도, 과
부하를 인식하는 정도, 학습 정도, 성향 정도,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사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대처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데, 
Nelson(1970)은 소비자들이 경험재와 내구재를 구매할 때 타인의 추천 정보
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탐색에 의한 정보보다는 경험에 의한 정보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고려한 전략과 관련된 연
구로, 주선희 외 2인(2013)은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에 대하여 위험을 지각할 
때 정보탐색을 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며, 브랜
드나 매장의 이미지를 토대로 선택한다고 하였다. 최수진 외 2인(2006)은 아
동복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이나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을 관찰하거나 의류
의 소재 및 세탁 등의 관리방법을 확인하고, A/S 등을 확인하거나 연예인 
등의 옷차림 등을 대처전략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가격은 품질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품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Rao & Monroe(1988)는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에 따른 가격-
품질 평가 정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격과 품질이 비례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제품 지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
단은 중간 집단에 비하여 가격 정보에 많이 의존하였다. 즉, 지식이 낮은 집
단은 제품 속성 정보가 부족하여 가격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
였으며, 지식이 높은 집단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제품의 품질이 가격에 
따라 높아지는 것을 알고 있어 가격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하였다. 그러
나 중간 집단은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가격과 품질의 비례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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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단할 정도의 경험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
하여 가격 외에도 제품의 다른 속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Maheswaran(1994)은 사전지식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이 원산지 
이미지를 토대로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고, Han(1989) 또한 
지식 수준이 부족한 소비자가 원산지 이미지로부터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요약개념화 효과(summary construct)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박찬욱(2001)은 제품지식이 적은 소비자가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원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각적 제품
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소비자의 원산지 정보에 대한 활용 정도
는 제품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전지식이 낮은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명성과 같은 외재적 속성에 
근거해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Alba & Hutchinson, 
1987). Hoyer & Brown(1990)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제품을 구매한 경험
이 없는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익숙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tchford et al.(2001)은 구매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이 자
신이 소유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매의사결정을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경우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제품을 관찰하고, 판매자의 정보를 
획득하거나 준거집단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들
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처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광고나 판매원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수
집할 것이다. 특히,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는 주요 대처전략으로 사용될 것이
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 성향에 따라 단순한 구매 전략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가격이 높은 제품을 선
택하거나 명성이 높은 브랜드 또는 제품의 원산지를 토대로 선택할 것이다.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한다는 정보는 소비자
로 하여금 이를 동조하거나 모방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소비자
에 따라서는 준거집단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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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육아용품 구매의 개념과 특성

   육아용품은 소비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기 이전에는 거의 구매를 하지 않
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구매를 해야만 하는 제품이며, 구매를 연기하
거나 회피할 수 없는 제품이다. 따라서 육아용품은 소비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첫 구매를 해야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
용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경
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 구매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아용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
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차례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육아용품 구매의 개념

   육아용품은 문자 그대로 육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다. 육아용품과 관련된 법령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
르면,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적
시되어 있다. 육아용품을 소개한 도서에서는 출산 직후부터 아이가 48개월
이 될 때까지 사용할 육아용품을 안내하며 출산 전에 구매할 제품으로 베냇
저고리와 같은 의류용품부터 젖병 등의 수유용품, 침구용품, 목욕용품, 위생
용품, 외출용품을 안내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김경선・박현정, 2010). 
   육아용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육아용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권선임(2010)과 손용희(2008)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권선임(2010, p.6)은 “잉태・태교・출산・수유와 영아기(0~2
세) 육아, 유아기(3~5세) 육아 전체에 걸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신체보호와 
발달을 돕는 육아용품 뿐만 아니라 음반 및 비디오, 교재・교구, 완구류 등 
인지・정서발달을 돕는 육아용품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손용희
(2008, p.3)는 “유아가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제작된 공산품을 말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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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유아는 만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육아용품의 정의를 정리하면, 육아용품은 만 0세부터 미
취학 아이들이 사용하며,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 인지 등의 발달을 돕는 제
품이다. 즉,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만 7세의 나이
에 입학하기 때문에 만 0세 ~ 만 6세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렇다면, 육아용품이 자녀만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육아용품에 관한 선행연구를 크게 나누어 살펴보
면, 자녀를 위한 대리 구매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있는가 하면(나종연 외 
4인, 2012, Stanton & Guion, 2013), 소비자인 어머니 자신의 선호도와 이
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연구가 있으며(김상지・진현정, 2015; 김
지연・이규혜, 2011; 이주연・이영주, 2013), 어머니와 자녀 모두의 니즈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석재혁・한정완, 2013). 이는 육아용품이 자녀만을 고려
하여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흔히, 소비자가 육아용품을 대
리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제품의 사용자, 수혜자, 구매자로 나
누어 살펴보면 육아용품 구매가 결코 대리 구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Roper Starch Worldwide(Solomon, 2004 재인용)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주부들은 가족구성원을 위하여 식료품, 장난감, 의류, 의약품과 같은 
대부분의 제품들을 구매한다고 한다. 이를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황으로, 만일 주부가 만 1세의 자녀를 위하여 기저
귀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 기저귀의 수혜자는 만 1세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만 1세 자녀는 스스로 기저귀를 착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어머니가 된
다. 따라서 수혜자는 사용자를 필요로 하며, 어머니가 구매자이면서 사용자
가 되지만 수혜자가 될 수 없으며, 자녀는 오로지 수혜자이다. 즉, 육아용품 
구매에서 사용자와 수혜자는 극명하게 나뉜다. 
   두 번째 상황으로, 주부가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가족구성원은 이를 섭
취하는 수혜자가 되지만, 주부 또한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이
면서 수혜자가 된다. 또한 주부나 가족구성원이 해당 식재료를 갖고 요리를 
하게 되면, 그들은 식재료의 사용자가 된다. 즉, 이 상황에서 주부는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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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 수혜자가 될 수 있고, 가족구성원은 사용자 =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상황으로, 만일 주부가 남편의 의류를 구매하였다고 했을 때
는 주부는 구매자이지만 수혜자는 될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은 구매자는 아니
지만 그 의류를 입는 수혜자가 된다. 이때에는 굳이 사용자와 수혜자를 나눌 
필요가 없고, 구매자 ≠ 수혜자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상황인 육아용품 구매에서 사용자와 
수혜자는 항상 다르며, 수혜자는 항상 사용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라면 소비자는 자녀의 선호도나 체질, 체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과 예측에 의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부
의 일반적인 대리 구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에서 
수혜자와 사용자는 대부분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굳이 수혜자와 
사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주부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을 위하
여 무언가를 구매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선호도나 체형, 체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한다. 즉, 이를 종합하면 육아용품은 사용
자와 수혜자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언제나 사용자와 수혜자를 개별적
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육아용품 구매가 일반적으로 주부가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구매하는 대리 구매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수혜자인 자녀와 사용자인 어머니를 고려하여
야 한다. 실제로 신연욱 외 3인(2012)은 유아복 구매를 대리 구매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심층면접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유아복을 구매할 때 소비자인 
자신도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
대로 육아용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육아용품은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
이 편리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수혜자인 만 0세 ~ 만 6세의 영
유아들의 신체 보호와 신체, 정서, 인지 등의 발달을 돕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구매자와 수혜자가 동시에는 있는 제품은 육아용품 외에도 요양 서
비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육아용품과 요양 서비스가 다른 것은 구매자가 
곧 사용자가 되는 것이 육아용품이기 때문에 구매 시 구매자의 선호도와 사
용 편리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요양 서비스는 선물 구매와 비슷하
게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오직 수혜자만 해당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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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때문에 수혜자만이 고려된다. 따라서 육아용품과 요양 서비스는 그 
특성이 다르다. 또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는 많은 경우 서비스 선
택 시 자신의 선호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육아용품은 수혜자가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

   앞서 살펴본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은 육아용품이 탐색재와 경험재, 명성
재, 신뢰재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매 
전 소비자가 정보 탐색을 통하여 제품의 속성과 품질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제품은 탐색재이며, 제품을 사용해봄으로써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경험재라고 하고(Nelson, 1970), 의료서비스와 같이 소비자가 경험
을 하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은 명성재
(reputation goods)이며(Pauly & Satterthwaite, 1981), 소비자가 구매 
후에도 품질을 파악할 수 없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신뢰재
(credence goods)라고 한다(Darby & Karni, 1973). 
   사용자인 어머니를 고려하여 구매할 때 육아용품은 탐색재 또는 경험재
이지만, 수혜자인 자녀를 고려할 때 육아용품은 명성재이며 신뢰재일 수밖에 
없다. 가령, 어머니가 유모차를 구매할 때 자녀가 편하게 앉길 바라는 마음
에 착석감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자녀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머니가 자녀로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
나 준거집단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즉, 
어머니는 판매자나 준거집단의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구매한 제품이 
편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특정 브랜드의 유모
차가 착석감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 그 브랜드의 유모차를 구매한 경우 브랜
드의 명성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육아용품은 명성재라고도 볼 수 있다.  
   육아용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녀의 발달 또한 고려하여 구매해야 한
다. 박민지・손상희(2015)는 유아기의 아동은 발육상태가 다른 생애주기 보
다 빠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육아용품을 교체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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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품 구매를 안내한 도서에서도 육아용품을 아이의 개월에 따라 구분해놓
았다(김경선・박현정, 2010). 이는 소비자가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
품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아이의 신체 발달에 맞추어 계속해서 새로운 육아용품을 구매해야한다
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육아용품은 수혜자와 사용자를 고려하여 선
택해야 하며, 자녀의 신체 발달에 맞게 제품을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해야하
는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인 어머니는 자신의 선호도를 잘 알며, 제품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에게 적절한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수혜자의 선호도나 편
리성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자녀가 출산 후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
머니는 추정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없는 초보 어머니는 자녀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
다. 이와 관련되어 Stanton & Guion(2013)은 부모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
여 대처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육아용품은 아이의 신체 발달에 따라 품목들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
문에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즉, 소유한 육아
용품을 언제 교체해야하며, 특정 신체 발달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육아용
품을 구매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구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
험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용품을 아이의 발달에 맞춰 계
속해서 구매해야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경제적・심적 부담을 함께 줄 수 
있다. 
   이렇듯 초보 어머니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 중 초보 어머니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제품만을 육아용품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의 구매혜택이나 선택 기준 등 단편적인 행동에 치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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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였고, 어머니로서 첫 구매하는 소비자의 어려움이나 대처전략을 알
아본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첫 구매를 
할 때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
이며,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과정 중에
서 드러난 소비자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
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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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탐색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구매한 경험이 없는 제품을 첫 구매하며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심층면접을 실시한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첫 구매에 대한 연구
가 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관련 현상을 탐색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장의 1절에서
는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2절에서는 질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3절에서는 본 
장에 대한 소결을 기술하였다. 이후 4장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
기 위하여 심층면접에서 밝혀진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소비
자조사를 실시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매경험이 없는 제품을 첫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어
려움과 이를 극복하고자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근거
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현상을 설명
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론으로(Strauss & Corbin, 1990), 어떠한 현상
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 현상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과정 등을 밝히
고자 할 때 유용한 접근 방법이다(Creswell, 2013). 즉, 첫 구매에서 소비자
가 경험하는 문제의 현상과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
들의 전략을 밝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
법으로서 근거이론에 대하여 살펴본 뒤, 본 연구의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
법과 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후 연



- 34 -

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육아용품 구매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육아용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첫 구매에서 소
비자가 겪는 어려움이 어떠하며,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소비
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며, 전략을 
사용한 결과 소비자가 만족 또는 불만족 하는지를 살펴보고, 소비자들을 어
려움에 따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소비자가 첫 구
매에서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는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가?

[연구문제 2] 소비자는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따라 어떻
게 유형화되며, 각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자료 분석방법 및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분석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 대한 접근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은 규명되지 않은 어떠한 현상이나 
기존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과정에서 가설과 개념을 발견한 후 귀납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이동성・김영천, 2012; 조성남 외 3인, 2011). 즉, 현장(field)에서 수
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현상 내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인 조건 등
의 상호작용과 과정 등을 밝히고,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론의 생성 또는 발견이 근거이론 연구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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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reswell, 2013; Morse, 2001, 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의 학문적 기원은 Glaser와 Strauss라는 두 사회학자에 의하여 
발전되었는데, Strauss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와 
실용주의(pragmatist)에 영향을 받아 사실에 근거한 이론의 중요성과 경험
의 본질, 인간의 역할, 변화와 과정,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상황, 의미, 
작용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하는 근거이론의 접근방식에 기여하였다
(Strauss & Corbin, 1990).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의 행위가 인간 외부
에 실재하는 것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조정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며, 그 행위는 특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Mead, 1934; 김소선, 
2003 재인용). Glaser는 양적 연구방법의 창시자인 Lazarsfeld의 영향을 받
아 가설들을 점검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Strauss & Corbin, 1990), Glaser의 방식은 Strauss에 비하여 보수적이고 
엄격하다(조성남 외 3인, 2011).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기반으로 Glaser와 Strauss는 1967년에 근거이론
을 학문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어떠한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은 그 현상이 발
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람들 간의 행동, 상호작용, 과
정 등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성남 외 3인, 2011). 그러나 Glaser와 
Strauss는 학문적 배경의 차이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근거이론을 발전시켰다. 
   근거이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접근은 Strauss & Corbin의 체계적 접근
과 Glaser의 실증주의적 접근 그리고 개인의 가치, 경험, 신념 등을 더 강조
하는 Charmaz의 구성주의적 접근이다(이영철, 2014; Creswell, 2013).  본 
연구는 이 중 개방코딩 - 축코딩 - 선택코딩이라는 코딩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Strauss & Corbin(1990)의 입장에 근거하여 심층면접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근거이론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것도 
Strauss & Corbin(1990)의 방식이기도 하다(김연미, 2002; 박지우, 2016; 
손상희, 2013; 이오복, 2009; 장연주・최현자, 2013).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코딩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코딩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코딩은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
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자료로부터 이론이 정립되는 핵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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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Strauss & Corbin, 1990, p. 71)이다. Strauss & Corbin(1990)이 제
시한 근거이론 절차는 개방코딩 - 축코딩 - 선택코딩 순서로 진행된다. 먼
저 개방코딩(Open Coding)은 수집된 자료들을 해체하고 분석하여 개념들과 
속성들을 추출하고 각 개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여 범주화
하는 작업이다(Creswell, 2013;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는 소비
자들과의 면담 결과로 전사된 자료들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의미를 가진 개
념들을 도출하고, 각 개념들을 비교하며 개념들 간의 속성과 관계를 토대로 
분류하고 묶어감으로써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축코딩(axial coding)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있다. 
우선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은 개방코딩으로 도출된 범주들 간의 상호관
계를 시각적인 패러다임 모형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에 따라 주요 
현상과 조건, 전략, 결과 등의 관계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거이론
의 패러다임 모형은 유동적이다(Strauss & Corbin, 1990). 패러다임 모형 
안에는 중심현상과 이 중심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
과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을 대처하는 전략, 중심
현상이나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 그리고 전략을 수행한 뒤의 결과
가 포함된다(Strauss & Corbin, 1990). 
   구체적으로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
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중심현상이 유발되도록 하는 원인이나 조건을 
말한다.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특정 시공간에서 중심현상을 
조성하는 소비자의 외부 환경과 관련된다.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중심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
이며, 상황에 따라 인과적 조건이 중심 현상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매개하기
도 한다. 전략(strategies)은 정확하게는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전략이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일련의 조건들을 이해하고 이를 대처하는 전
략이다. 마지막으로 결과(consequence)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
자가 취한 전략에 따른 결과를 말하며, 이는 특정 행동이나 감정으로 나타난
다(김소선, 2003; 조성남 외 3인, 2011; Creswell, 2013; Stra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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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in, 1990).
   과정분석(coding for process)은 각 범주들이 상황 또는 조건, 시간 등
이 변화함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각의 단계별로 살
펴보는 것을 말한다(김소선, 2003). 과정분석은 축코딩의 일부로 각 범주들
이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시각화된 후,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도출되는 것이다(김소선, 2003). 
   마지막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범주들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정교화 함으로써 더 이
상 새로운 속성과 차원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를 추구하는 것으
로(이동성・김영천, 2012), 지금까지 살펴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명제
나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Creswell, 2013). 선택코딩에서는 연구의 중심 주
제를 나타내줄 수 있는 핵심범주를 생성하는데, 연구자는 연구에서 도출된 
여러 범주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범주들 간의 상호관계나 변화를 설명하
여야 한다(이동성・김영천, 2012). 핵심범주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Strauss & Corbin(1990)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도출된 기존 범주에서 
찾거나 연구자가 추상적인 용어나 구절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핵
심범주에 따라 소비자들을 일정한 유형에 맞추어 그룹화 시킬 수 있다
(Strauss & Corbin, 1990). 

2) 워드클라우드 작성

   근거이론적 분석방법 외에도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소비자의 어려움
과 대처전략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나 키워드가 무
엇인지 살펴보고자 Tagxedom.com을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작성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단어나 키워드의 노출 빈도수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지는 
그림 형식의 도식화이다.  

3) 첫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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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이전에 ‘첫 육아용품 구매’가 무엇인
지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이유는 연구 참여자마다 ‘첫 육
아용품 구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참여
자는 출산 전에 구매한 행위만을 첫 육아용품 구매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참여자는 자녀가 돌이 되기 이전까지 구매하였던 행위를 첫 육아용품 구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육아용품 구매를 “여성 
소비자가 첫 자녀를 갖게 되어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의 육아용품을 대
량으로 구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육아용품은 자녀의 발달에 따
라 필요한 제품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처음 자녀를 갖게 된 어머니들은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 새로운 육아용품을 끊임없이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처음 육
아용품을 구매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이때 이루어진 구매를 “첫 육아용품 구
매”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간을 한정한 이유는 아기의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어지는 시기가 영아기1)이며, 이 시기에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정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넘
으면 어머니가 육아용품 구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전과 같이 정보탐색
과 대안의 평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며, 육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신의 전략이 확고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생후 12개월까지로 한정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구매자가 육아용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아용품을 물려받았거나 선물 받은 정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되, 그러한 경험은 제외하였다. 또한 육아용품 대여점에서 
대여한 경험과 중고 육아용품 구매경험을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육아용품
을 대여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품 사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 구매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고, 
중고 육아용품의 경우 환경 친화적 성향과 경제적 혜택 등이 고려되어 구매

1)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들은 영유아를 구분할 때, 영아를 만 0세 ~ 2세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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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박민지・손상희, 2015) 일반적인 구매 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육아용품을 직접 구매경험에 한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
을 원활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첫 자녀가 미취학 상태인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로 도출하기 어려운 복잡하
거나 민감한 주제, 개인적인 이야기 등을 질문하고 응답을 이끌 수 있는 방
법으로, 일대일로 인터뷰가 진행된다(여정성 외 2인, 2012; 조성남 외 3인, 
2011). 응답자의 진실한 응답을 통하여 응답자의 구매경험, 느낌 등 개인 내
면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공감대(라
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여정성 외 2인, 2012).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심문하듯이 연구와 관련된 질문만 하기 보다는 인터뷰 초반에 안부와 같은 
가벼운 질문과 대화로 시작하여 인터뷰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으로 자연스럽
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adgett, 1998). 또한 심층면접은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어 타당도 높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조성남 외 3인, 2011).
   질적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특정한 구매 행태 등에 주목하여 진행되
기 때문에 양적 연구와 같이 다수의 확률적 표본추출이 아닌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비확률적 표본추출로 수행된다(여정성 외 2인, 2012). 또한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인 근거이론은 이론적 표본추출을 주로 사용한다. 먼저 
본 연구는 비확률적 표본추출의 유형 중 유의 표본추출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유의 표본추출은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표본
추출의 기준을 토대로 표본을 선별하는 것으로, 표본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며, 연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여정성 외 
2인, 2012; 조성남 외 3인, 2011). 이론적 표본추출은 수집한 자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자
료의 포화도가 이루어졌을 때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한다(이경순, 1987).
   심층면접 참여자는 하나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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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조용환, 1999)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첫째 자녀가 미취학 상태인 어머니’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
인들을 통하여 첫 자녀가 미취학 상태에 있는 어머니들 중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어머니들을 소개받았으며, 자료의 포화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되는 12명을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크기보다는 특정 주
제에 관한 정보의 질이 중요하며(Padgett, 1998), 자료의 포화 상태란 주요
하게 반복되는 유형이나 핵심 요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12명에서 
면접을 마무리하였다. 
   면접 장소는 면접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실시되었고, 주로 면접참여
자의 집이나 활동 근거지의 커피숍 등에서 진행되었다. 면접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였고, 면접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
었으며, 라포 형성을 위한 도입 부분을 제외하면 소비자의 육아용품 구매경
험을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시간30분 정도였다. 연구 참여
자들에게는 인터뷰 실시 전에 인터뷰 내용이 녹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
지하였으며, 연구의 내용과 목적, 인터뷰 녹취록의 보관 방법, 익명 처리, 사
례금과 언제든 참여자가 원하면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2)를 토대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원활하게 이
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나 내용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개별 면접이 끝
난 후 3일 내에 해당 인터뷰를 전사하였으며, 이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검토하였다. 일련의 연구과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승인
번호 IRB No. 1707/003-029)의 승인을 받았다.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와 다르게 표준화된 측정수준과 척도가 없으며, 표
본의 수도 적어 일반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

2)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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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질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은 다른 관
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질적 연구는 소비자의 경험, 내면의 감정과 더
불어 소비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까지도 도출하는 것이 목적
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와는 다른 연구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질적 자료
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집되었으며, 그 결과가 논리적이며 가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여정성 외 2인, 2012). 본 연구
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adgett(1998)이 제시
한 연구의 엄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중 5가지를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 장기간에 걸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인터뷰 
당일 연구자와 참여자가 처음 만나게 된다면 인터뷰 상황 자체가 참여자에
게는 낯설고, 부자연스럽다고 느껴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수 있다
(Padgett, 1998). 이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지인을 통하여 모집하였
기 때문에 면접 전에 참여자를 소개한 지인과 연구자, 참여자가 함께 식사하
며 일상적인 대화로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 뒤 인터뷰는 화기애애
한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생각하는 예상된 결과와 다른 예외적 사례를 분석
(negative case analysis)하는 것으로, 이는 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과
정에서 필요하다(Padgett, 1998).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구매경험이 서
로 다르다는 점을 염두하며 분석하였고, 어떤 공통된 현상이 발견되면 예외
적인 사례도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셋째, 동료집단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지지를 얻는 것으로
(peer support group), 지지집단은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편견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Padgett, 
1998).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학 박사 2명과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부터 분석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통한 
조언을 구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함께 토론함으로써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바를 연구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member cheking)(Padgett, 1998), 본 연구는 녹취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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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거나 분석하는 과정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구 참여
자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섯째, 감사 자료의 흔적(audit trail)을 남기는 것으로,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다른 사람이 그 과정을 따라 해도 연구가 그대
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adgett, 1998).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 설계과정부터 파생된 모든 기록물들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저장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adgett(1998)이 언급한 전략에 따라 연구의 신
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육아용품 구매 경향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심층면접은 어머니가 첫 자녀를 갖게 되어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했을 
때의 경험을 원활하게 회상할 수 있도록 첫째가 미취학 상태인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심층면접이 진행된 2017년 당시 한국을 기준으
로 첫 자녀가 만 6세 이하(2011년생 이하)인 어머니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12명의 면접참여자들 중 외동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는 6명, 두 자
녀 이상의 어머니는 6명이었다. 두 자녀 이상의 어머니들에게는 둘째 때의 
경험을 배제하고 첫째 자녀와 관계된 첫 구매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였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들의 나이가 만 1세 ~ 만 3세인 연
구 참여자가 3명, 만 4세가 5명, 만 5세가 3명, 만 6세가 1명이었다. 
   면접 참여자들의 연령은 심층면접이 진행된 2017년을 기준으로 만 31세 
~ 만 4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30대 초반(만 31세 ~ 만 33세)은 3명, 30
대 중반(만 34세 ~ 만 37세)은 6명, 30대 후반(만 38세 ~ 만 40세)은 3명이
었다. 어머니들의 직업과 관련하여 상근(full-time)직의 직장인은 4명, 비상
근(part-time)직인 프리랜서는 3명이었으며, 학업 중인 어머니들은 2명, 전
업주부는 3명이었다. 연구의 편의성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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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No. ID 자녀 수 자녀 나이 어머니 나이 어머니 직업
1 A 자녀 1명 만 3세 만 37세 직장인
2 B 자녀 2명 만 4세 / 만 3세 만 37세 전업주부
3 C 자녀 1명 만 1세 만 31세 대학원생
4 D 자녀 1명 만 4세 만 34세 프리랜서
5 E 자녀 2명 만 5세 / 만 2세 만 34세 프리랜서
6 F 자녀 1명 만 5세 만 39세 프리랜서
7 G 자녀 2명 만 5세 / 만 3세 만 32세 전업주부
8 H 자녀 1명 만 4세 만 37세 직장인
9 I 자녀 2명 만 4세 / 만 2세 만 37세 직장인
10 J 자녀 1명 만 2세 만 38세 대학원생
11 K 자녀 2명 만 6세 /만 5세 만 40세 전업주부
12 L 자녀 3명 만 4세 / 만 2세 / 만 1세 만 32세 직장인

※ 자녀와 어머니의 나이는 심층면접이 이루어진 2017년을 기준으로 함

<표 3-1>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2) 연구 참여자들의 육아용품 구매 경향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육아용품 첫 구매 시점과 구매 
용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육아용품 첫 구매 시점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처음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자녀
가 출생 후 사용할 육아용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 12명에게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한 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9명은 출산 전에 구매하였다고 하였으며, 2명(C, G)은 출산 전 2~3개의 품
목만 구매하고 출산 후 본격적으로 구매하였고, 1명(I)은 출산 후에 구매하였
다고 하였다. 이중 연구 참여자 C와 G는 출산 후 구매하려고 생각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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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인 다른 어머니들이 출산 전에 구매하는 것을 보고, 출산 전 간소하
게라도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전 육아용품 첫 구매 출산 후 육아용품 첫 구매
소비자 성향 미리 구매하는 성향 필요 시 구매하는 성향

준거집단 영향
(준거집단의 조언, 

관찰)

출산 후 구매 시간 부족
산후조리원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하려고 함

준거집단이 출산 전 구매
출산 전 구매하면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 됨

외부 요인

구매 물품의 배송이 늦어질 
수 있음

요즘은 구매 물품의 배송이 
빠름

출산 선물 신뢰 안함
선물 받은 출산 선물로 

충분히 육아 가능 

<표 3-2> 육아용품 첫 구매 시점의 요인 

   어머니들이 본격적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한 시점이 다른 요인은 <표 3-2>
와 같이 크게 소비자의 성향과 준거집단의 영향,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했
다. 우선, 소비자의 성향과 관련하여 육아용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미리 
준비하는 성향의 소비자는 출산 전에 다량의 육아용품을 구매하고 있었으며, 
특정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출산 후에 본격적으로 육
아용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그 다음,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구매 시점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출산 전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출산 후 
구매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준거집단의 조언이나 준거집단이 출산 전에 
구매하는 경향에 따라 미리 구매하고 있었다. 반대로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어머니들의 정보를 토대로 구매를 할 시간이 충분하며, 출산 전 구매하면 필
요 없는 제품도 구매하게 된다는 준거집단의 조언을 들은 소비자들은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본격적으로 구매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타인들로부터의 출산 선물이나 쇼핑몰의 배송 시스템과 같은 
동일한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여 육아용품 
구매 시점을 달리하고 있었다. 먼저,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병원이나 주변으로부터 육아용품을 선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출산 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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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출산 전에 육아용품에 구매한 연구 참여자는 
선물 받은 육아용품을 신뢰하지 않아 직접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구매 시점이 달라진 또 다른 외부 요인은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
의 서로 다른 인식 때문이었다. 즉, 미리 구매하지 않으면 배송이 늦어질 수 
있어 필요할 때에 육아용품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에 구
매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요즘은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육아용품을 필요
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출산 전에 어머니들이 육아용품을 미리 준비할 것
이라는 인식과 다르게 오늘날은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다양한 유통채널의 발
달, 배송 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어머니
들이 많아지면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정보를 구하
여 구매를 할 목적으로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본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도 있었다. 더불어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자녀를 대부분 돌보아 주기 때문에 육아용품을 구매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되겠지만,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한 연구 참여자 I의 경우 출산 전에 
미리 육아용품을 구매한 어머니들과 다르게 육아용품 구매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육아용품 구매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산후조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도 보
이고 있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본격적으로 구매한 경우, 출산 후에 육아용
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이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육아용품에 대한 부족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본격
적으로 구매한 경우,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여야하기 때문에 시간 자원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으며 필요한 육
아용품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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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육아용품 첫 구매 시점이 소비자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게 하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슨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향후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 첫 구매 육아용품

   육아용품 첫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연구 참여자 12명들을 대상으로 첫 
구매하였던 육아용품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출산 전에 간소하게 구매하였
다가 출산 후에 본격적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하였다는 연구 참여자 2명(C, 
G)을 제외하고 대부분 첫 구매시점에 육아에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육
아용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다. 출산 전 구매해야 할 육아용품에 대
하여 안내한 도서(김경선・박현정, 2010)에 따르면, 육아용품의 종류는 의류
용품,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용품, 생활용품, 외출용품이 있으며, 여기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아기용 가구용품과 딸랑이와 같은 완구용품, 아기용 세
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구매한 첫 육아용품을 정리한 결과 <표 3-3>과 같으며, 어머니
들의 첫 구매용품은 총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의류용품은 주로 배냇저고리와 손싸개, 발싸개 등 신생아들이 주로 이용
하는 품목이었으며, 수유용품은 젖병, 젖병소독기, 젖병세정제 등이 주로 언
급되었다. 이중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모유수유를 안 
할 것에 대비하여 젖병을 1개 정도만 구입하는 등 수유용품을 간소하게 구
매하고 있었다. 
   침구용품은 아기 이불세트, 속싸개, 겉싸개 등이 주로 구매되고 있었고, 
목욕용품은 아기용 욕조, 아기 로션, 아기 샴푸 등을 많이 구입하였고, 생활
용품은 기저귀, 가제수건, 물티슈, 아기 세탁세제 등이 구매되고 있었다. 특
히 아이의 피부와 건강을 위하여 온습도계를 구입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으며, 
아이가 열이 오르는 것을 대비하여 귀 체온계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었다. 
외출용품으로는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가 많이 구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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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식 문화가 많이 영향을 주면서 어머니들 중에는 아기침대를 구매하
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저귀함, 육아용품을 정리하기 위한 장롱 또는 서
랍장을 구매한다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특히 기저귀함은 ‘국민 기저귀함’이
라고 불리는 2 ~ 4단짜리 바구니 형태의 기저귀함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 제품은 바퀴까지 달려 있어 어머니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완구용품 중에는 모빌과 딸랑이가 첫 구매용품으로 가장 많이 언
급 되었고, 추후 아이를 위해 치발기, 바운서3), 인형, 목욕용 완구 등을 구
매하는 것으로 보였다. 

구매용품
의류용품 배냇저고리, 아기옷(내의, 바디수트), 손싸개, 발싸개, 양말, 모자
수유용품 젖병, 공갈 젖꼭지, 분유, 젖병소독기, 젖병세정제, 수유쿠션, 젖병솔
침구용품 아기 이불세트, 좁쌀 베개, 방수요, 담요, 속싸개, 겉싸개
목욕용품 욕조, 로션, 샴푸, 바스, 아기 수건, 목욕 스폰지 

생활용품
기저귀, 가제 수건, 귀체온계, 물티슈, 턱받이, 아기 손톱깎이, 아기 

세탁세제, 온습도계
외출용품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 차량용 차양막, 기저귀 가방
가구용품 아기침대, 아기 장롱, 아기 서랍장, 기저귀함
완구용품 모빌, 아기 인형, 딸랑이, 목욕용 오리, 바운서, 치발기
가전제품 아기세탁기, 정수기

※ 김경선・박현정(2010)의 책과 심층면접을 토대로 육아용품의 종류를 
분류하였으며, 구매용품은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응답한 제품임 

<표 3-3> 첫 구매한 육아용품

   마지막으로 아기를 위한 가전제품을 구비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특히, 
아기용 의류나 침구류를 따로 세탁하기 위하여 아기용 세탁기를 구매하였다
는 어머니들이 있었으며, 정수기를 출산용품으로 구매하였다는 어머니도 있
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최근 2018년  2월 8일 ~ 11일까지 개최된 
육아용품 박람회를 보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업

3) 의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기를 재우거나 뉘여 놓을 때 사용됨. 진동이 있으며, 제품
에 따라서는 흔들의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음(참고 : 네이버 쇼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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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SK매직, 에어비타, 위닉스 등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베이비 페어 
홈페이지, 2018.02.11). 
   어머니들 중에는 배냇저고리, 손싸개, 발싸개 등 의류용품이나 모빌, 딸
랑이 같은 완구용품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성용품 중에서 선택한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손바느질로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체적으
로 자신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태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
라는 믿음으로 손바느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옷본과 천, 바늘, 실 등이 세
트로 구성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출산 전 후 시점과 상관없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가 첫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경험과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육아용품을 한 번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탐색하거나 대안을 평가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발달 단계별로 육아
용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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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도출 및 소비자 유형화

  
   본 절에서는 근거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심층면접 결과의 내용을 분석한
다. 먼저 개방코딩 절차를 통하여 소비자의 첫 육아용품 구매경험을 어려움
과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다음 그 범주들을 토대로 축코딩
을 통해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통해 소비자의 첫 구
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
자들을 유형화하였다.  

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범주화 : 개방코딩

   먼저 근거이론의 분석 과정 중 첫 단계인 개방코딩을 통하여 수집된 자
료를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으로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념을 명명하고,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고, 각 범주들은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발달시키는 과
정을 반복하였다(Strauss & Cobin, 1990). 그 결과, 총 98개의 개념과 72
개의 하위범주와 2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화 결과는 <표 3-4>와 같
으며, 구체적인 범주화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1) 어려움의 원인

(1)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

   육아용품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특수성
을 가진다. 다시 말해 구매자인 어머니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선호
도와 편리성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선호도, 편리성, 안전성, 적
절성 등을 고려해서 구매한다는 뜻이다. 이는 육아용품이 주는 혜택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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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사용자인 어머니와 육아용품의 수혜자인 자녀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신의 선호나 제품 체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제
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았
을 때는 자녀로부터 구체적인 선호도 등의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머니들은 추측이나 추정에 의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A : 유모차는 내가 직접 타보고... 이거 승차감을 알아 볼 수 없잖아. 그

치? 카시트도 그렇고... 유모차도 그렇고... <중략>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얘가 뭘 편해할지 모르잖아.

G : 바쓰, 로션, 오일 같은 건... <중략> 아기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촉

감, 느낌, 수분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분 범주 구분 범주

어려움의 
원인

육아용품 구매 특성 첫 구매
에서의 
어려움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
한 버거움과 피로감

첫 구매에서 소비자 상태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
사회적 상황

첫 구매
에서의 

대처전략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시장 상황 준거집단 구매 동조/모방 전략소비자 자원

수혜자 기준 전략관여도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사용자 기준 전략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

첫 구매
에서의 
어려움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
위해제품 차단 전략정보 선별의 어려움

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수혜자 중심의 선택 어려움
구매 충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타인의식으로 인한 경쟁심, 불안
함, 스트레스, 거부감 구매 획일성 극복 전략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구매 후 

결과
만족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 불만족

<표 3-4>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범주  

   송영진(2003)은 어머니들이 유아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의복소비성향을 
토대로 구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아복이 어머니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
매가 된다고 하였다. 즉, 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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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선택기준이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민경(2012)의 연구와 
같이 유모차를 구매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안전과 편리성을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하
고, 자녀가 느낄 편리함을 추측하여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용품의 또 다른 특성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자녀의 발달에 따라 제
품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젖병의 경우 발달별로 젖병 용량과 
젖꼭지 등이 있고, 기저귀도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아이 
신체 발달에 맞춘 장난감과 발달을 자극하는 장난감 등으로 나뉘어 있다. 영
아 시기는 다른 생애 주기와 달리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보 어머니
들은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 새로운 육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이에 초보 어머니들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시점이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지속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I : 젖병도 뭐 얼마에 하나씩 갈아줘야 되고... 보통 그런 거 다 있잖아요.

E : 애가 뭔가 더 신체 발달에... 그 시기마다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위와 같은 소비자의 진술문으로부터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이 도출되었
으며, 하위범주로는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 그리고 ‘아이의 발달별로 세분화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으로 나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
사용자 고려

수혜자에 대한 정보 부재
발달별로 세분화된 제품 구매

<표 3-5>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에 대한 하위범주

(2)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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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이 첫째 자녀를 갖게 되기 전에는 육아
용품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2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아이를 낳고 육아용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육아용품에 대한 간접 경험이 없었다. 이에 직/간접 구매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소
비자가 사전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
을 말한다. 

F : 사실은 애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처음 구매를 

할 때의 가장 큰 특성은 무지인거 같애. 몰라 몰라.

H : 저는 언니도 없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애를 거의 먼저 낳은 사람이에

요. <중략> 거의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본 연구에서는 간접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가 2명이 있었다. 이중 1명은 
자매가 먼저 아이를 낳아 자매의 육아용품 소비를 관찰한 경험이 있었으며, 
또 다른 1명은 출산을 하기 전 미국에 거주하며 ‘베이비샤워’를 하면서 육
아용품의 정보를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베이비샤워’는 임
신한 사람을 위한 파티로, 임산부가 파티 참여자들이 선물해주었으면 하는 
육아용품을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공하면, 파티 참여
자들이 각자 구매할 목록을 서로 협의한 후 임신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베이비샤워’ 참여를 통하여 필요한 육아용품 
목록을 미리 볼 수 있었던 연구 참여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간접 경험이 있는 2명의 연구 참여자들도 구매를 관찰하거나 육
아용품의 일부 목록만을 보았고, 구체적으로 육아용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
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육아용품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타인을 통하여 간접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
은 초보 어머니들이 부족한 사전지식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구매경험과 사전지식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김기원・김철수, 2000;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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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ig, 1981; Park et al., 1994).

A : 내 애기한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언니네 애기랑 내 애기랑 다르

고...

K : 미국엔 베이비샤워가 있으니까... <중략> 미국은 임신한 친구가 리스트

를 주면 거기서 골라서 선물하면 되는 거고... <중략> 그래도 일단 무

지하고...

   이상의 내용은 <표 3-6>과 같이 ‘간접 구매경험 있으나 직접 구매경험 
없음’과 ‘간접 구매경험과 직접 구매경험 없음’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되었
고, 이는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로 범주화되었다. 

범주 하위범주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
간접 구매경험 있으나 직접 구매경험 없음

간접 구매경험과 직접 구매경험 없음

<표 3-6>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에 대한 하위범주 

(3) 사회적 상황

   초보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요인들
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본 심층면접을 통하여 몇 가지 요인들이 도출
되었다. 먼저 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이다. 심층면접이 진행
된 시점 즈음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의 유해물질 검출이 국내에서 이슈
화되고 있었고, 오랜 기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언
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많
이 언급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은 국내 육아용품의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었
고,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 제품이 안전하지 않으며, 한국의 안전규제가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국, 독일, 일본 제품에 비하
여 한국 제품의 품질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나종연 외 4인(2012)의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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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난감 이런 것도 해외에 비해서는 너무 안전성이 떨어지고...

B : 우리나라가 안전 규제가 별로 완전하지 않아서... 생리대 파동, 가습기 

살균제처럼 우리나라가 못 믿는 그런 게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거 

안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K : 우리나라 무항생제나 이런 것처럼 계란 파동 일면서 그냥 그 마크가 붙

어도 믿음이 안가요.

   위와 같이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크게 신뢰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의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의 안전 문제에 비하여 한국의 안전 문제를 직/간
접적으로 많이 경험하면서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한국 제품의 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의 제품으로 확대된다
면, 소비자들은 해외 선진국의 제품과 브랜드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육아용품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특히, Maheswaran(1994)은 특정 제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소비자
는 원산지에 대한 이미지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고, Han(1989) 또한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한 소비자가 원산지 이미지로부터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요약
개념화 효과(summary construct)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구매경험이 
없는 초보 어머니들이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이미지로부터 육아용품
의 안전성을 유추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소비자들은 핵가족화와 이웃과의 단절을 이야
기하였다.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어머니들은 예전
과 다르게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즉, 예전에는 함께 사는 부모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식사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어머
니들은 대부분 혼자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 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에 나온 바와 같이 2000년대 
이전에는 이웃끼리 서로 왕래하며 아이를 서로 돌보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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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요즘은 이웃 간의 왕래가 거의 없기 때
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에 어
머니들은 부족한 시간과 체력, 정신력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핵가족화에 
따라 어머니들이 거의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
게 되면서 산후우울증의 발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신송이(2017)의 연구 결
과와 부합된다. 

A : 옛날에는 엄마가 보다가 옆집 아줌마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키웠지

만...  여러 사람이 거의 마을 공동체 하듯이 애들을 키웠지만 <중략> 

요즘엔 내가 혼자 키워야 되니까... <중략> 고행이다.(웃음)

H : 양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았고요. 거의 나몰라라 수준... 

조리도 많이들 친정 가던데 저는 못 갔어요. 엄마가 못 오게 하더라고

요. 완전 독박육아였어요. <중략> 애 거 계속 사야하는데 살 시간도 없

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줄여 사고, 그러면 자는 시간이 부족해 애 돌

보는 게 힘들고, 지쳐가고... 

   어머니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
었다. 양육 초기 여성들의 정체성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 신송이(2017)의 연
구에 따르면, 양육 초기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이상적인 신념을 
갖게 되며 이는 주변인, 육아서적, 부모 교육 프로그램, TV 육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맞추어 자
신의 신념을 정립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머니는 신중하게 많이 고민하고 구매해야한다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맞
추어 행동한다고 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타인의식적
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G : 만약에 진짜 지나가다 마트 가서 내 거 고르듯이 애기 거를 고르면 다

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중략> 이만큼 

알아봐서... 그래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 같고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위해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슈’, ‘핵가족화와 이웃과
의 단절’,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고정관념’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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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상황
위해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슈

핵가족화와 이웃과의 단절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고정관념

<표 3-7>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하위 범주 

(4) 시장 상황

   소비자가 육아용품 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구매를 위한 정보탐색 과정에
서 느끼는 것은 육아용품과 관련된 정보와 품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하나
의 제품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양한 구매후기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경험
이 없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Brucks(1985)와 Claxton et 
al.(1974)에 따르면,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새로운 정보가 많으면 많
을수록 정보를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육아용품 
구매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 : 뭐 선택할 때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략> 후기도 너무 많고...

   또한 소비자들은 육아용품 시장에 있는 제품들의 품목이 다양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기술 발달과 소비자니즈가 결합되어 다양한 육아용품이 끊임
없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릴 때 있었던 육아용품보다 
더 다양한 품목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다. 더불어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육아용품만을 주로 구매했었다면 최근에는 해외직접구매나 해외여행 등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육아용품을 손쉽게 알아보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용품 품목의 다양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최선의 대안을 고를 수 있은 선택권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임은 분명하지만, 
선택해야할 정보와 대안의 양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선택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박지우, 2016; Mitch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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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vassiliou, 1999). 

A : 끝도 한도 없어. 진짜 뭐 장난감도 뭐 하나 딸랑이만 있으면 될 것 같

은데, 뭐 검색해보면 얘네들 치발기가 뭐가 있어. 치발기도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세내 개야.

C : 뭐가 이렇게 많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

애요. 검색을 일단 하면 뜨는 게 많잖아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 3-8>과 같이 ‘정보의 다양성’, ‘육아용품 종
류의 다양화’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시장 상황’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범주 하위범주

시장 상황 정보의 다양성
육아용품 종류의 다양화

<표 3-8> 시장 상황에 대한 하위범주 

(5) 소비자 자원

   앞서 소비자들은 육아용품의 품목이 다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육아용
품의 품목이 다양하다는 것은 구매해야할 제품 또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육아용품은 아이의 발달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새로운 육아용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구매하고 있었다. 이러한 육아용품
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구매해야할 육아용품이 많아 경제적 자원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였
던 반면, 육아용품비는 1년 사이 12% 상승(조선일보, 2018.02.07.)하였기 때
문에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가진 소비자들은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녀가 출산하여 가족 구성원의 수가 늘어
남에 따라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고
민이 커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A : 돈은 없고, 살 것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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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전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이 금액으로...

   소비자가 소유한 자원은 경제적 자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제공받은 
육아용품도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주변으로부터 물
려받거나 선물 받은 육아용품이 많다고 하였으며, 소유한 제품 자원이 많은 
경우 다른 소비자들에 비하여 간소하게 구매하는 등의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자원과 결부되어 소비자가 주변으로부터 제공
받은 육아용품이 많은 경우 구매해야할 육아용품이 적어져 경제적 자원이 
적게 소요되고, 구매를 고민할 대상도 적어지기 때문에 소유한 육아용품이 
없는 소비자들과 다른 구매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C : 신랑 친구가 애기가 쓰던 거 물려준다고 해서 그런 것도 물려받은 것

도 있었고... <중략> 옷도 선물 받은 게 많았어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표 3-9>와 같이 ‘경제적 자원’, ‘주변 제공의 육아
용품 자원’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자원’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범주 하위범주

소비자 자원 경제적 자원
주변 제공의 육아용품 자원

<표 3-9> 소비자 자원에 대한 하위범주 

(6) 관여도

   일반적으로 관여도는 구매 대상, 개인의 특성 그리고 소비자가 처한 상황
에 따라 달라지는데(김정숙 외 3인, 2014; 이학식 외 2인, 2001), 보통 제품
의 가격이 높거나 제품이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또는 타인에게 보여
지는 것을 중요시하거나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이 높을 때 관여도가 높아
진다고 한다(이문규・홍성태, 2001; 이학식 외 2인, 2001). 그러나 직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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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해 볼 때,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육아용품에 대하여 소비
자들이 가격의 높고 낮음, 타인에게 보여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관여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좋은 제품을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욕구는 부모라면 누구나 보편
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안전하고, 좋은 
육아용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신보다는 아이에 대한 가치
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사회적 상황에서 위해상품이 이슈화될 경우 
어머니들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좋은 육아용품
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 : 애한테는 좋은 거... 안전한 거 해주고 싶은 그냥 엄마의 마음

F : 내 삶보다 아이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특히 영유아 시절에

는 가장 좋은 건 아니어도 최선의 것을 엄마로써 준비해줘야겠다고 생

각했고... 

H : 내 자식 입히고, 먹이고, 태우고, 놀리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좋은 걸

로 사자. <중략> 많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비교하고 검색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어머니들이 육아용품 구매에 높은 관여도를 
갖게 되는 것을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엄마로서 책임감에 의하여 최선의 육아용품을 구매해야하며,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 탐색하야 한다는 등의 압박감을 갖고 있는 듯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에 만연
한 고정관념에 대하여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 또한 그에 부합하
여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G : 책임감도 있는 거 같애요. 나는 부모니까... 이만큼 알아봐서... 그래

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 같고요... 

E : 애기 사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하루를 내서라도...<중략> 진짜 피곤해

요. <중략> 사랑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냥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책임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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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첫째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관여도가 높아지
는 또 다른 이유는 둘째, 셋째 등의 자녀를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육아용품이 한 시점에서 사용되고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
에 거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 육아용품 구매
를 하는 과정이 피곤하다고 느낀 참여자는 다시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첫 구매에 더 높게 관여되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 : 열을 특히 올렸던 건 둘째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어. <중략> 나중에 

또 이 같은 소비를 하는 게 피곤하니까 한번을 하되 좋은 걸로 해서 둘

째까지 가자... 라고 했었어.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완벽한 소비를 하

려고 했던 거 같애.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표 3-10>과 같이 ‘좋은 제품 구매에 대한 욕구’, 
‘부모로서의 책임감’, ‘다음 자녀 탄생 고려’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높은 관
여도’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범주 하위범주

관여도
부모로서의 책임감

좋은 제품 구매에 대한 욕구
다음 자녀 탄생 고려

<표 3-10> 높은 관여도에 대한 하위범주 

(7)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소비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탐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내적 정보를 탐색하거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외적 정보를 탐색한다(황윤용, 2001).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하는 어머니들은 지식이 부족하므로 외부에서 정보를 
구하게 되는데, 외부 정보원은 지인이나 가족, 광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카
페, SNS, 블로그, 기업 웹사이트 등이 해당된다. 이중 첫 구매를 하는 소비
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의지할 정보원은 자신과 같이 자녀를 키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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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Beatty & Smith(1987)는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주변
인들의 정보를 토대로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으며, 소비
자가 고관여 상태이거나 고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 준거집단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가 높고(김화동, 2010; Solomon, 2004), 어려운 과제가 주
어지고, 그 과제의 해결이 개인에게 중요할수록 타인의 판단에 대한 소비자
의 의존도가 높아진다(Baron et al., 1996)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
여 밝혀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육아용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준거집단의 구매
를 관찰하며 이들이 어떠한 구매 성향을 보이는지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육
아용품을 구매하는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구매 성향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
이기도 하다. 우선,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준거집단이 육아용품을 구
매할 때 확장된 구매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준거집단의 확장된 구
매의사결정 성향은 연구 참여자들의 구매의사결정 성향에도 영향을 주어 소
비자들이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많이 고민하고, 비교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
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F : 이상적인 소비를 하고 완벽한 소비를 하겠다는 생각에 매어 있었던 거 

같애. 근데 그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카페를 보면 그런 엄

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일부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의 준거집단이 육아용품을 다양하게 구
매하지 않고 간소하게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특정 육아용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구매하는 준거
집단의 구매에 맞추어 자신도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출산 전에 미리 육아용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보편적인 성향과는 다른 
기질을 보이고 있었다. 간소하게 구매하는 것은 Assael(1984)이 언급한 구매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필요할 것이라 여겨 육아용품을 
미리 구비해놓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불필요한 제품을 구
매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이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였고, 대량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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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기 보다는 적게 구매하고 있었다. 

C : 6개월 전에 애기를 낳은 언니가 <중략> 최소로 준비해서 필요할 때 산 

스타일이라서 나도 그대로 해서 그런지 그래서 닥쳐서 산 게 많아요.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준거집단의 구매를 관찰하거나 또는 준거집단이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국민 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국민 육아용품에는 장난감, 가구, 기저귀 등 다양한 제품군에 분
포되어 있었다. 즉,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는 ‘국민 000’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었고, 이는 소비자가 구매 전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는 요
인이었다. 

C : 사람들이 먼저 물어봐요. 너 이거 있어? <중략> 그럼 그게 국민 장난감

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H : 애 장난감 사놓고 싶어서 ‘신생아 장난감’ 하고 검색하다가 국민 애

벌레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국민이 장난감에도 붙는구나.

   한 연구 참여자는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준거집단
이 상당히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나종연 외 4인(2012)의 연구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이 한국의 육아용
품을 일본, 독일, 미국의 원산지 제품보다 품질과 디자인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요인이 소비자들의 해외 브랜드 선호도로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 : 이 분들이 왜 외국 브랜드 위주로 출산 준비하는지 솔직히 좀 당황했어

요. 카페에 올려진 출산준비 목록 몇 개 다운받아 보는데 진짜 해외 브

랜드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외국 거 좋아한다... 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들은 또한 육아용품에 대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 
사이에 유행하는 품목과 브랜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경험과 사
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준거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
인하였는데, 준거집단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초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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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하거나 모방하는 제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초보 어머니들의 구매
가 획일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 : 그때 당시에는 뭐 잘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 비슷했던 거 같아요. 유행

하는 한 3-4가지 안에서 다 공통되게 나왔던 거 같아요.

E : 다 000(아기띠 브랜드)를 매고 다니더라고요. <중략> 모두 다 000더라

고요.

I : 그때는 한참 000(유모차 브랜드)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000를 사야겠

어’이랬어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표 3-11>과 같이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이 도출되었으며, 하위범주로는 ‘확장된 구매의사결정 성향’과 ‘간소한 
구매’, ‘국민 육아용품 존재’, ‘해외 브랜드 선호’, ‘유행하는 육아용품 존재’ 
로 나뉘었다. 특히, ‘국민 육아용품 존재’, ‘해외 브랜드 선호’, ‘유행하는 육
아용품 존재’는 육아용품 초보 소비자들의 동조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범주 하위범주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확장된 구매의사결정 성향
간소한 구매 성향

국민 육아용품 존재
해외 브랜드 선호

유행하는 육아용품 존재

<표 3-11>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 인식에 대한 하위범주

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육아용품을 직접적으로 구매한 경험이 없는 초보 소비자들은 첫 구매 당
시 자신이 무지(無知)했음을 이야기하였다. 즉,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처음 
구매할 때 누적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적으로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 구매를 할 때의 가장 큰 
특성은 무지인거 같애. 몰라 몰라.”라는 말(참여자 F)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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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식 부족은 크게 10가지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파악되었다. 첫째, 어떠한 제품을 구매해야하고, 어떠한 제품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품목과 브랜드 중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모르는 문제로 인하여 구매대상 제품을 선정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다양한 정보 내에
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셋째, 육아용품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없어 아쉽거나 있
다고 하더라도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넷째, 
소비자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수혜자인 자녀의 편리성이나 선호도, 발달 
단계 등에 맞추어 구매하고 싶지만 육아용품을 수혜자로서 직접적으로 체험
할 수 없거나 어떠한 제품이 자녀에게 적절한지 알 수 없어 수혜자 중심으
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소비자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좋아 보
이는 제품에 대한 구매 충동을 느끼고 있었으며, 구매 전 고려하였던 가격 
수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고민하고 스트레
스를 받고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이 소유한 제품에 대하여 경
쟁심을 느끼고 자신이 해당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
었으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곱째, 구매한 제품의 위해성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의 제품이 해외 선진국의 제품에 비하여 불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소비자들은 육아용품의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인하여 짜증을 느끼
고 있었다. 아홉째,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제품
을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버거움과 피로감을 느
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지식을 쌓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여야 하며, 대안을 평가할 때에도 수혜자인 자녀와 사용자인 자신을 고
려하는 등 다양한 선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시간
이 오래 소요되어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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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1)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

   사전지식이 부족한 초보 소비자들은 누적된 경험과 지식도 없는 상태에
서 육아용품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어떠한 육아용품이 있으며, 무엇을 구매
해야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보탐색 등을 통
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쌓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제품인지 판단할 수 없어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
서 살펴보았듯이, 육아용품 시장에는 다양한 품목과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
기 때문에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선택과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통의 세계화에 따라 외국의 다양한 육아용품 브랜드와 
제품이 한국에 소개되고,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탐색하고 평가해
야할 대안들이 많아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불어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접하는 생소한 육아용품의 용어는 소비
자가 각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는데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 : 첫 애라서 잘 모르니까... <중략> 어떤 걸 사줄지 모르니까... 

F : 처음 구매를 할 때의 가장 큰 특성은 무지인거 같애. 몰라 몰라. 그러

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조차 몰라서... 

K : 너무 선택의 폭이 넓어가지고 그걸 좁히는 과정에서 어려워지는 거 같

애요.

H : 브랜드도 우리나라 것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까지 섭렵해야하고...

L :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여태까지 알던 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메이커들이 막 몇 백배가 쏟아지니까 이게 유모차 브랜드였나, 

이게 젖병 브랜드였나... 헷갈리기도 하고...

I :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이름도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이름도 

다 영어잖아요. <중략> 아기 모자도 보넷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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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이 도출되었으며, 세
부적으로는 ‘무엇을 구매할지 모름’과 ‘필요/불필요 판단의 어려움’, ‘육아용
품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브랜드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생소한 육아용품의 용어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

무엇을 구매할지 모름
필요/불필요 판단의 어려움

육아용품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브랜드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생소한 육아용품의 용어로 인한 어려움

<표 3-12> 구매대상 제품 선정 어려움의 하위범주 

(2) 정보 선별의 어려움

   초보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정보를 탐색하지
만, 정보를 구하더라도 육아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
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정보원이 특정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어도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그것이 왜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 어려워하였다. 정보 탐색을 일단 시작한 어머니들
은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러한 정보
들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실제
로 Brucks(1985)와 Claxton et al.(1974)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지
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새로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를 처리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명진・여정성(2015)의 연구에서
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수집할 채널을 선정하고, 정보를 선별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 도대체 어떤 정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정보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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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잘 안서는 거예요.

L : 이 기저귀의 장점이 뭐고 하는데 사실 소변줄이 왜 필요한지도 저는 사

실 모르겠고 발진이 뭔지... 발진이 나면 어떠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하려니까... <중략>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중요한 

장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에서 오는 혼란...

G :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나한테 맞는 걸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 

같애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정보 선별의 어려움’이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는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수 없음’과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움’ 으로 
나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정보 선별의 어려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수 없음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움

<표 3-13> 정보 선별의 어려움에 대한 하위범주 

(3) 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

   초보 어머니들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변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제공해줄 정보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주
변의 정보원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 육아용
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정보원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 정보원이 육아용
품을 구매한지 오래되었을 경우 현재의 트렌드와 유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이들의 정보를 크게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에 
정보원이 없는 경우, 직접적인 육아용품 구매경험을 듣고 조언을 받을 수 없
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A : 언니가 뭐 사라고 했었는데... <중략> 그게 유행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안 썼고..  <중략> 또 요즘의 트렌드는 1년이 지나서 틀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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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0000(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가가지고 요즘 뭐가 필요한지 목록 

뽑아보고 그랬던 거 같애.

C : 직접 내가 아는 사람이 써본 생생한 얘기를 듣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쉬웠고... 그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그랬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아쉬
움’, ‘주변으로부터 직접적인 구매경험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도출되었으
며, ‘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는 <표 
3-14>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
주변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아쉬움

주변으로부터 직접적인 구매경험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

<표 3-14> 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에 대한 하위범주 

(4) 수혜자 중심의 선택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수혜자인 자녀 중심의 선택 기준
을 정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어려워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비
자들은 수혜자의 선호도와 편의성, 적절성 등을 알 수 없어 육아용품 구매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수혜자에 맞춰 육아용품
을 구매하고자 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 없기 때
문에 관련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준거집단의 정보나 판매자의 설
명 등에 의존하여 구매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수혜자가 특정 육아용품이 불편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경우 ‘울음’
이나 ‘짜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가 육아용품을 
사용하면서 특별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잘 사용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구전하므로, 수혜자에 관한 정보들은 아기들의 정확한 만족도
가 내포되어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수혜자 중심의 선택기준
을 토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이 추측과 추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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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정보를 수용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후 불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A : 유모차는 내가 직접 타보고 이거 승차감을 알아 볼 수 없잖아. <중략>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얘가 뭘 편해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

금 어려웠지.

H : 쏘서4), 점퍼루5) 막 이런 거 사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애

가 잘 들어가 있어요’하면 좋아하는 거 같고, ‘애를 앉혀두기만 하면 

울어요’하면 별루인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초보 어머니들은 수혜자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선택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기준은 수혜자의 적절성과 선호도이다. 
수혜자의 적절성의 경우, 아기마다 체형이나 체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준거
집단의 정보를 무턱대고 추종하거나 따르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였으며, 아
이의 선호도 또한 아기마다 다르며 아이에게 선호도를 묻기도 어렵기 때문
에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A : 옷 같은 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게 애가 체형이 틀리니까... <중략> 

어떤 음식(성분)에 어떤 알러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E : 첫 애라서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애가 어떤 걸 좋아할지도 모르

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육아용품은 아이의 발달별로 제품이 세분화되어 있다
고 하였다. 이에 어머니들은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 육아용품을 구매하거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 연구 참여자는 아이가 특정 완구를 갖고 노는 경우, 일

4) 쏘서 : 보행기와 비슷하지만 바퀴가 없는 고정형이며, 안장에 앉아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이 있음. 이동을 할 수는 없어도 흔들리거나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혼자 목
을 가누고 어느 정도 허리에 힘이 있는 5 ~ 6개월 아기들에게 적합함(참고 : 네이버 쇼
핑용어사전,).

5) 점퍼루 : 스프링이 달려 있어 유아가 안장에 앉아 점프를 하는 놀이를 할 수 있으며, 
안장에 앉아 회전도 할 수 있음. 혼자 목을 가누고 어느 정도 허리에 힘이 있는 5 ~ 6
개월 이후의 아기들에게 적합함(참고 : 네이버 쇼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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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동작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는 
모두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 : 시기별로 애를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중략> 책에 단계에 맞

게 장난감을 바꿔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 샀던 거 같애.

E : 정말 이 000(장난감 브랜드)이 있어야지 애가 손 조작이 발달하는 게 

아닌데도 <중략> 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사게 되고...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수혜자
에게 적절한 제품을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수혜자의 선호도를 알 수 없
어 선택이 어려움’, ‘발달 단계에 맞는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고민’
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수혜자와 관련된 어려움’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5>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수혜자와 관련된 어려움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수혜자에게 적절한 제품을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수혜자의 선호도를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발달 단계에 맞는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고민

<표 3-15> 수혜자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하위범주 

(5) 구매 충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앞서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높은 관여도에 있는 것을 살펴보
았는데, 이는 어머니들의 구매 충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좋아 보이는 육아용품을 보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으며, 선택 전 
지불할 가격 수준을 정하였으나 좋다고 여겨지는 제품을 보면 준거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행태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동구매와 관련하여 전종근 외 2인(2013)의 연구에서 특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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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식이 낮은 소비자들이 해당 구매에서 충동구매 정도가 높다는 것
을 검증하였고, 김가영 외 3인(2012)은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다른 구매자
의 긍정적인 구매후기 등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구매충동을 느낌을 보여주었
다. 이는 사전지식이 낮고 준거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 성향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충동구매 성
향이 ‘구매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J : 뭔가 아이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소비가 잘 안 되는 거 같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그게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사오고... 

K : 저는 스트레스 받았고요. 이것도 정말 욕심이구나. 막 저것도 사면 좋

을 것 같고, 이것도 사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끝이 없구나...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구매 전에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겠다
고 결심을 하지만, 계속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더 좋다
고 여겨지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거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하여 고
민하고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평상시 자신은 가성비 높은 제품 또는 저
렴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육아용품에서만큼은 그러한 자신의 성향이나 신념
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K : 사실 애들은 가격을 정했다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너무 좋다 그

러면 그런 폭이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중략> 내 신념

을 버리고... 훨씬 고민이 깊은 거 같애요.

   위의 내용으로부터 ‘구매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준거가격 상승에 따
른 고민’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구매 충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6>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구매 욕구로 인한 스트레스 구매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준거가격 상승에 따른 고민

<표 3-16> 구매 욕구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하위범주



- 72 -

(6) 타인의식으로 인한 경쟁심, 불안, 스트레스, 거부감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준거집단의 구매를 의식하여 그들이 무엇을 구매
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관여도와 관련되는데, 자녀에게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준거집단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다가 준거
집단이 소유한 육아용품은 자신도 구매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준거집단에 대하여 경쟁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심의 경
우, 준거집단의 자녀가 수혜 받는 육아용품은 자신의 자녀도 혜택을 봐야한
다는 생각이 강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하빈 외 2인(2014)의 
연구에서 준거집단이 특정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소
비자들이 경쟁심을 매개하여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D : 막 다 산다고 하니까 그냥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그런 것 때문

에 샀던 거 같애요.

G : 다른 엄마들과의 경쟁심? 다른 엄마가 해주는 건 해주면서 내 애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일반적으로 타인의식적인 소비를 한다고 하면 육아용품 중 외출과 관련
된 의류나 유모차, 아기띠 등을 구매할 때의 행동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중 SNS 활동을 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육아용품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린다고 하였다. 특히, 이 연구 참여자는 타인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육아용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며 구매한다고 이
야기하였다. 이러한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제품 또한 외출용품 등이 아닌 집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에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H : 제가 SNS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산 거 사진 찍어 많이 올렸거든요. 

내가 산 거 보고 내 친구나 엄마들이 뭐라 생각할지 고민하며 산거 같

애요. 가끔은 그거 신경 쓰는 내가 한심해 스트레스 받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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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초보 어머니들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준거집단의 구전정보
를 탐색하거나 구매를 관찰하여 이를 자신의 구매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
런 경우, 초보 어머니들의 구매가 획일화될 여지가 있다. 앞서 자신에게 영
향을 준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연구 참여자는 어머니
들이 모두 동일한 브랜드의 아기띠를 매고 다니고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구매의 획일성은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준거집단에게 
의존하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후술되겠지만,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첫 구매를 할 때 준거집단이 많이 구매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준거집단이 대부분 똑같은 브랜드나 비슷
한 육아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독특성 욕구
와 관련되는데, 독특성 욕구란 타인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인데(김완석・김영재, 2005; Snyder & Fromkin, 
1977), Workman & Kidd(2000)는 사람들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
을 초과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사성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때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거나 희소한 경우, 이에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할 수 있는 것이다. 

E : 모두 다 000(아기띠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00(아기띠 브랜드)

가 하기 싫었어요. <중략> 그때 한창 유행했던 기저귀 가방이 00(가방 

브랜드)백... 다 그거를 색깔별로 엄마들이 매고 앞에는 000(아기띠 브

랜드) 매고... <중략> 다 너무 사서 하기 싫어서...

범주 하위범주

타인의식으로 인한 어려움
준거집단 소유 제품에 대한 경쟁심과 불안함

타인의 평가 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대한 거부감

<표 3-17> 타인의식으로 인한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감에 대한 하위범주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준거집단 소유 제품에 대한 경쟁심과 불안함’,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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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 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대한 거부감
‘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타인의식으로 인한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
감’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7>과 같다.

(7)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초보 어머니들은 자신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불
확실성과 위험인식에 따라 육아용품을 선택하는데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었
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어린 자녀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전상민(2014)과 최정숙 외 3인
(2005)의 연구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식품 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들이 연약하고, 여
린 존재이기 때문에 위해한 제품에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치명적이라고 여
겨 제품의 안전성에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제품의 부작용 가
능성을 걱정하고 있었고, 화학물질에 대하여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
며, 제품이 저렴한 경우 안전성을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J : 아이는 여린 존재니까... 우리 뭐 똑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어도 

아이에게 미치는 해가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조심... 

D : 아이가 어떤 이렇게 뭐 문제가 안 생기는...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

L : 아무래도 어떤 게 아기한테 더 좋은지... <중략>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화학물질 이런 거에 겁이 많아가지고... 

G : 너무 제일 싼 거는 이게 뭔지 모를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불안함...

범주 하위범주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구매한 제품의 위해성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표 3-18>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에 대한 하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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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위해성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이라는 범주로 재
정리되었고, 이는 <표 3-18>와 같다.

(8)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

   앞서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아이의 발달에 따라 제품이 세분화되
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경제적 자원이 많
이 가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육아용품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하여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즉, 
가격이 높은 육아용품을 다양하게 자주 구매해야한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A : 너무 비싼 거 같애. <중략> 유모차 너무 비싸. 짜증날 정도로...

C : 육아용품이 사실 비싼 것들이 있는 거 같애요. 뭐 유기농 붙으면 더 비

싸지고, 뭐 붙으면 더 비싸지고 이러잖아.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높은 육아용품 가격으로 인한 짜증’이 도출되었으
며, 이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이라는 범주로 재정리되었고, 이는 <표 
3-19>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 높은 육아용품 가격으로 인한 짜증

<표 3-19>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에 대한 하위범주

(9)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자녀의 발달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구매해야할 육아용품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육아용품을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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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품목의 육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매
의 버거움과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J : 끝이 없다. 솔직히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E : 제일 좋은 거를 사야해요. 그리고 최저가를 사야돼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왜 이렇게 사줘야 되는 게 많을까...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육아용품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이 도출
되었으며, 이는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이라는 범
주로 재정리되었고, 이는 <표 3-20>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
육아용품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표 3-20>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에 대한 하위범주

(10)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구매경험과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들이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정보
탐색이나 대안을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초보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녀에게 좋은 제품을 구매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음 육아를 시작하는 초보 어머니들은 육아에 서툴며, 
신생아는 잠시도 양육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를 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부족한 시간 자원 내에서 육아 등으
로 인하여 구매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우며, 구매를 위한 시간을 갖
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초보 어머니들은 피



- 77 -

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J : 이런 거를 다 사는데 하나하나 찾아보고 사고 싶은데 나는 시간적인 여

유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오는... 근데 아무거나 사자하니 애한

테 미안하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중략> 애꺼 뭐 하나 사야 

되면 되게 피곤한 거야. 사기 전부터... 이걸 찾아보고 이럴 생각에...

L : 아이들 거는 되게 사소한 거... 과자를 사더라도 이 과자에 뭐 유기농

인지 아닌지 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거 성분도 보게 되

고... 일단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이라는 범주로 재정리되었
고, 이는 <표 3-21>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족

<표 3-21>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에 대한 하위범주

3) 첫 구매에서의 대처전략

(1)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은 첫 구매를 하는 모든 연구 참여
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주요 전략이었다. 이는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준거집
단의 구전정보 활용 전략은 소비자의 주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찰하여 자신의 구매에 활용하는 
전략이다. 즉,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구매경험이 없는 자
신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
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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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준거집단을 관찰하기도 하였는데, 준거집단을 대면하였을 때 사용하
는 육아용품을 살펴보거나 그들이 운영하는 SNS에 올려진 육아용품을 살펴
보는 것이었다. 주변인 중 주요 준거집단은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자신의 자매나 친척, 친구, 동네에서 친해진 어머니들, 회사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준거집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높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들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하여 구매를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준거집단이 선택한 제품은 모두 “괜찮은” 제품인 것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B : 친구의 조언을 많이 받았는데... <중략> 000000(SNS)가 유행이었는데 

다 댓글로 뭐 준비해라, 뭐 준비해라... 친구가 ‘너 이것도 사놔야 된

다’그래가지고... 그게 도움이 되었지.

E : 엄마들하고 친해지고부터는 뭔가를 살 때 일단 00(메신저)으로 주로 물

어봐요. <중략> 어디거 좋아요? 써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서... 

<중략> 엄마들이 그걸 샀다는 건 또 엄청나게 고민해서 산거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괜찮은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 엄마들 말을 많이 믿죠.

I : 친구들한테 전화해보고, 주로 지인들과 통화를 하며...(웃음) <중략> 

문화센터 다니면서 엄마들 쓰는 거... 저 엄마, 저거 뭐지? 

J : 그 친구가 이제 하는 판단이... 왜냐면 걔가 서치도 많이 하고 또 걔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좋을 거라고 나도 생각해.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는 전략 중에서도 온라인 구전정보를 활용
하였다는 진술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전략이었다. 즉, 온라인 구전
정보는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경험자가 없더라도 소비
자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정보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주로 육아 커
뮤니티나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었다. 온라인 구전정보 중 특이했던 점은 출
산 전에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려진 타인의 출산준비 목록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다. 즉, 무엇을 구매해야하며,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를 파
악할 수 없는 초보 어머니들에게 타인의 출산준비 목록은 상당히 유용한 정
보로 활용되고 있었다. 초보 어머니들은 온라인 준거집단에 대해서도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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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한 적은 없더라도 상당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E : 뭐 구매할 때는 그 남들의 블로그나 그 다음에 상품평 있죠. <중략> 그

걸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해요. 되게 신뢰하는 거 같애요.

D : 정보를 카페 아니면 블로그..거기서 다 찾았던 거 같아요. 검색해서... 

H : 0000(육아 커뮤니티)이라고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서 ‘출산준비’ 하고 검색하니 우리 착하신 어머니들께서 엑셀로 정리

해 카페에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고...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주변인의 구전정보 활용 전략’, ‘온라인 준거집단 구
전정보 활용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이라
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2>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주변인의 구전정보 활용 전략
온라인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표 3-22>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2) 준거집단 구매 동조/모방 전략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들의 구매를 동조하거나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타인을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전우영・정현주, 2006; 
Cialdini & Trost, 1998; Levine et al, 2000)로부터도 검증되었다. 
   어머니들이 동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준거집단이 구매하는 육아용품
은 좋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는 관여도 높은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초보 
어머니는 무엇을 구매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거집단이 구매하면 나도 구매해
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구매경험이 없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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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험한 모든 경험을 통하여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제품은 검증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동조 또는 모방한다고 하였다. 즉, 다수가 
선택하는 제품을 자신이 따라 구매하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넷째,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어머니들이 구매
하는 제품은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 자신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준거
집단의 구매를 동조하거나 모방하고 있었다. 다섯째, 준거집단이 많이 구매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만족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 또한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여 동조 또는 모방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선호도
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초보 어머니가 가진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준거집단의 구매를 동조하거나 모방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B : 남들이 하는 건 좋은 거겠지... 하면서 따라 산거 같애.

D : 그 시기별로 사야 될 장난감, 시기별로 사야 될 그 어떤 물품들... 그

런 것들을 항상 기록을 해놓는 블로그를 이렇게 딱 이웃추가6) 해놓

고... 걔네들 거를 이제 막 따라갔던 거 같애.

F : 판매 순위가 많은 거... 그건 정말 내 경험상 믿을만하다. 리뷰보다 더 

믿을만 한 거는 판매량이다. <중략> 효율적 소비이면 된다라고 생각해

서 판매량으로 간 거 같애.

J : 안전성이 입증된 거여야 되잖아. <중략> 젖병도 0000(수유용품 브랜드)

도 제일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냥 0000(수유용품 브랜드) 쓰고... <중

략> 애들이 어떤 거를 좋아할지 잘 모르고... 근데 아무래도 많은 아이

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 애도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서...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단순히 어머니들의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특정 브
랜드의 육아용품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즉, 어떠한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준거집단을 추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조 
또는 모방을 하고 있었다. 

6) 온라인상에서 친구 맺기의 일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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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저희 때 000(유모차 브랜드) 아니면 XXX(유모차 브랜드)이 유행이었는

데, 저는 XXX(유모차 브랜드)을 샀던 거 같아요. 

   앞서 연구 참여자들은 어머니들 사이에 ‘국민 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
품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초보 어머니들이 육아용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육아용품이라고 불리
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수고
를 덜어주고, 부족한 시간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연구 참여자들
은 국민 육아용품이 많은 어머니들로부터 선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국민 육아용품은 국민 젖병, 국민 장난감, 국민 
기저귀함 등 다양한 품목에서 특정 제품이 네이밍되어 불리고 있었는데, 이
들의 특징은 대부분 가성비가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국민 육아용품을 사용하면 대체적으로 자녀에게 잘 맞는 경우가 많아 어머
니들은 어떠한 품목을 구매하기 전에 우선 ‘국민’자를 앞에 붙여놓고 온라인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 육아용품이 많은 어머니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기 때문에 동조 또는 모방소비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
지만, 동조 또는 모방을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당시에 어머니들이 많이 구
매하는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것이라면, 국민 육아용품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들이 선택하고 구매한 제품들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오랜 시간에 거쳐 어머니들로부터 선택된 제품들이 ‘국민 육아용품’이라
는 네이밍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 큰 문제없이 
어머니들로부터 선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한 어머니
들이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C : 젖병 판매하는 사람이 <중략> 좋다고 그래가지고... <중략> 우리 애가 

잘 못 빨더라고요. <중략> 국민 젖병이라는 0000(수유용품 브랜드)로 

갔는데... 아.. 왜 국민 젖병인지 알겠더라고요. <중략> 우리 애하고 

잘 맞아가지고... 

G : 국민 기저귀, 국민 수납장, 국민... 뭐 이런 걸 검색하면서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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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고 사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 같애요.

L : 국민 붙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우연히 친구네 애기거 

그거를 걔가 갖고 노는데 잘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샀던 거 같애요. 

뭔가 검증된 거 같기도 하고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거집단 동조/모방 
전략’, ‘국민육아용품 선택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준거집단 구매 동조/
모방 전략’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3>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준거집단 구매 동조/모방 전략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거집단 동조/모방 

전략
국민육아용품 선택 전략

<표 3-23> 준거집단 구매 동조/모방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3) 수혜자 기준 전략

   초보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수혜자인 자녀에 대한 정보
가 없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정보와 판매자의 정보, 혹은 자신이 직접 제품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자녀의 
발달성과 편리성, 만족도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고 있었다. 즉, 준거집단과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나 어머니가 판단한 바가 실제로 자녀에게 혜택을 주
는지 알 수 없지만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편리함을 주며, 만족을 줄 
것이라고 추정하고 예측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J : 다리가 벌어진다거나 다리가 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중

략> 어떤 게 그럼 덜 벌어지는 제품이 있는지... 그런 거를 서치를 하

고 그랬던 거 같애.

F : 가장 중요한건 적절성이었던 거 같애. 아이의 개월 수, 나이에 맞는... 

A : 뭐 옷은 부드러운지... 고무줄 같은 거 편한지...바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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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티셔츠 뭐 택 같은 거... 택 편하게 나와 있는지... 안에 있으면 

따가우니까... 밖에 붙어있는지... 

 

K : (유모차) 누웠을 때 거의 180도 플랫하게 되고... 

F : 이걸 봤을 때 기분이 좋을까? 행복할까? 생각했어. 결국 아이의 만족도

를 엄청 신경 썼고...

I : 애가 심심해하는데 뭐 없을까 검색하다보면 쏘서 같은 거 나오고...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자녀의 발달성 고려 전략’, ‘자녀의 편리성 고려 전
략’, ‘자녀의 만족도 고려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수혜자 기준 전략’이라
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4>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수혜자 기준 전략
자녀의 발달성 고려 전략
자녀의 편리성 고려 전략
자녀의 만족도 고려 전략

<표 3-24> 수혜자 기준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4) 사용자 기준 전략

   육아용품은 아이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의 선호도와 편리성 또한 고려하
여 구매하여야 한다. 가령,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은 자녀이지만 기저귀를 채
워주고 아이가 소변을 누었는지를 판단하고 교체해주는 것은 주 양육자이기 
때문이다.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닐 경우 사용자는 아버지나 조부모가 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여기
서는 어머니의 선호도와 편리성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 기준 전략은 특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아용품이 자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제품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우선,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
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육아용품에 대
하여 잘 모를 때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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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다. 

F : 나의 기준, 내 기호 이런 것이었는데... <중략> 더 몰랐을 때는 오히려 

내 기준을 찾았고...

G : 저는 은근 디자인도 봤어요.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로 유모차를 구매할 때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모차가 용이하게 접히고 펼쳐지는지와 핸들링이 어떠한지, 양
대면 기능7)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는 다른 제
품들과 다르게 유모차가 고가이며, 쉽게 다른 브랜드로 교체하기 어려운 특
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B : 편리성... 양대면 되는지, 핸들링 되는지, 잘 접히는지...

C : 핸들링 제일 중요시 했던 거 같고... 그리고 양대면... 내가 썼던 게 

다른 유모차들은 보통 들거나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샀던 거는 

0000(유모차 브랜드) 뭐 해가지고... 애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를 올린 

다음에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사용자 선호 디자인 선택 전략’, ‘사용자의 편리성 
고려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사용자 기준 전략’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
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5>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사용자 기준 전략 사용자 선호 디자인 선택 전략
사용자의 편리성 고려 전략

<표 3-25> 사용자 기준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5)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

7) 아기와 어머니가 마주볼 수 있는 기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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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육아용품 구매와 관련되어 타인의식에 대한 어려
움과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이야기하였다. 즉, 자녀에
게 신경 쓰는 어머니로 보이고자 하는 동기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바
라는 목적으로 타인의식적인 제품 선택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여기서 전
자는 체면소비, 후자는 과시소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주로 외출용품인 의류와 유모차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의식적 소비
가 가시성이 높은 고관여 제품에서 많이 보여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
상지・진현정, 2015; 김홍규 외, 2001). 
   더불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모성행동에 대하여 연구한 구미향
(2006)의 연구에서 자녀를 위해 최상의 것을 해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어
머니들은 자녀의 겉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고 하
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첫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양
육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며, 자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양육스트레스
가 비교적 높다고 하였다(구미향, 2006). 

E : 이쁜 옷 입힌 애기 보면... 아... 저 엄마는 애한테 되게 많이 신경쓰

나봐... 그렇게...

F : 어른의 시선에서 아이가 예쁘게 보이고, 귀티 나게 보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애.

D :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를 좀 좋아해서 샀던 거 같아요. <중략> 유

모차가 제일 비싼 거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썼던 거 같애요.

H : 저는 남들 눈 많이 따진 거 같아요. <중략> 고가의 유모차로 보이기도 

하고... 00(유모차 브랜드)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인식할 거니까 그

래서 샀어요.

범주 하위범주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 타인의 시선을 고려해서 선택

<표 3-26>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을 고려해서 선택’이 도출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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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이라는 범주로 재정리되었고, 이는 <표 
3-26>과 같다.

(6) 위해 제품 차단 전략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자녀에게 미칠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
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크게 이슈화될 
경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로 전상민(2014)과 최정숙 외 3인(2005)의 연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
는 가구가 식품 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초보 어머니들은 제품의 유해성, 불안전성 등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극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첫째, 어머니들은 미국, 유
럽과 같은 국가의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었다. 이는 육아용품과 
관련된 국내 안전규제가 불완전하며, 이에 국내 육아용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즉, 소비자들은 상당히 해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하여 신
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전상민(2014) 연구에서 수입농수축산
물에 대해서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양육기 가구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제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원산지에 대한 불안함과 위험 인
식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농수축산물의 경우 광우병 사태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품 유형과 다르게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여, 이는 제품 유형에 따라 원산지가 주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즉, 공산품이나 분유와 같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신뢰하여도 수입
농수축산물은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 : 독일 거 믿고 사는 것도 있는데... 

B : 미국에서 식품 뭐 안전성 걸쳐서 한 거니까... 국내산 보다는 아이 어

렸을 때는 0000(미국 직접구매 사이트)에서 주로 샀던 거 같애.

K : 미국은 안전마크 관리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마크도 

없고...



- 87 -

   둘째,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대처하기 위한 또 다른 전
략은 제품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전략이었다. 표시 정보는 제품에 인쇄되어 
있는 전성분 표시나 TV의 소비자 정보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안전 실험 결
과를 표시한 정보 등이 활용되었다. 전성분 표시의 경우 주로 아이들이 사용
하는 로션, 샴푸,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이나 아기 간식, 분유 등의 식품을 
구매할 때 활용되었으며, 안전 실험 결과 등의 정보는 카시트와 같은 안전용
품에 주로 활용되는 전략이었다. 셋째, 어머니들은 또한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관련 제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성분 표시를 보아도 용어가 어렵거나 무엇
이 안 좋은 성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어머니들은 제품의 사고 여부에 대하
여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L : 아기 로션이나 샴푸 이런 거 살 때... <중략> 전성분 보고... 이 안에 

유해할 것 같은 거 다 빼고 막 이런 식으로 살펴봤었어요. 물티슈 같은 

것도 성분 최대한 없고... 그래서 건티슈를 쓰거나 아니면 성분이 제일 

적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선택했던 거 같애요. 

H : ‘카시트’하고 검색하니 예전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같은데서 안전

성 테스트 했는데 상위 2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마침 또 우리나라 거

였고요. 그거 보고 샀어요. <중략> 저는 화학 성분? 이런 거 잘 몰라

요. 봐도 몰라요. 그래서 뭐 살 때 웬만하면 사고가 난 적 있는지 막 

검색해보고 샀어요. 없으면 괜찮은 건가보다 하는 거구요.

  
   넷째, 위의 전성분 외에도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소재
나 성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천연 소재나 친환
경, 유기농 등의 성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 카시트 커버, 
젖병,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전략이었다. 

D : 좀 더 친환경적인 거..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K : 우리 애 첫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부엌, 키친을 살건 지... <중략> 그

러면 나무로 만들어진 건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지 그것도 나무

로 만든 게 좋대. 친환경이래. 그래서 엄청 고민했죠. 엄청 고민했어

요.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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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해외 선진국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 ‘제품 표시 정
보 확인 전략’, ‘안전사고 여부 확인 전략’, ‘제품 성분 고려 전략’이 도출되
었으며, 이는 ‘위해제품 차단 전략’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7>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위해 제품 차단 전략

해외 선진국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
제품 표시 정보 확인 전략
안전사고 여부 확인 전략

제품 성분 고려 전략

<표 3-27> 위해제품 차단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7)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

   구매경험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소비자는 부족한 자신의 지식을 
쌓기 위하여 충분히 정보탐색을 하고, 여유를 갖고 대안을 평가하며 자신에
게 최선인 제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이면서 이웃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초보 어머니들은 육
아를 전적으로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일부는 부모님
이나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이들 또한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 육아용품을 알아보고 대안을 평가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이야기하였다. 이
런 상황에서 초보 어머니들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계속해서 
새로운 육아용품을 탐색하고 구매하여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시간적 자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크게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 육아용품을 찾아보거나 자신이 사용
하는 브랜드에서 아기용 제품이 출시되면 그 제품을 선택하였고, 또는 판매
량에 우선해서 선택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아기용 제
품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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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Hoyer & Brown(1990)은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이 대체적으로 익숙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전략들은 비록 연구 참여자들이 시간을 감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부족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
로 구매하기 위한 자신만의 대처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략을 
시간 감소 전략으로 범주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족한 
시간 자원을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관련 
범주를 도출하였다. 

C : 아기 000(로션 브랜드) 로션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인 000(로션 브랜

드) 거를 쓰거든요. 근데 괜찮아서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냥 쓰고 있

어요.

A : 시간도 없었는데 그 검색하기 다 싫으니까 일단 ‘국민’자 붙으면 다 

많이 사용하고 검증된 거니까...

F : 판단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 대비 만족도의 측면에서 ‘국민’이

나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지금까지 내 경험상 효율적이고 현명

한 소비인거 같애.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한정된 시간 자원 극복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이라는 범주로 재정리되었고, 이는 <표 3-28>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 한정된 시간 자원 극복 전략

<표 3-28>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8)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

   초보 어머니들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부족도 경험하고 있었다. 육아용품
이 세분화되어 있고, 구매해야할 육아용품도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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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과 가격을 타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즉, 가격 비교 사
이트를 통하여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였고, 가격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은 중간 가격대
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접구매를 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특히, 해외직접
구매의 경우 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
매하기 때문에 구매한다는 어머니들도 있었고, 국내 브랜드의 육아용품 가격
이 높아 해외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구매한다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이는 어
머니들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통 경로를 탐색한다는 
신연욱(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에서 살
펴보았듯이 안전성을 고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
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D : 최저가 검색 같은 거 해서 그냥 그런 사이트에서 구매도 하고...

E : 그거를 뭐 이렇게 병행수입 같은 거 해오는 거는 쌌었어요. <중략> 비

싼거 사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저렴한 거는 아니고 내 수준에 맞

게 딱 사고...

B : 돈이 없었어. (웃음) 가성비 좋은걸 찾자. <중략> 다들 000(고가 유모

차 브랜드), 오르빗(고가 유모차 브랜드)... 막.... 근데 싸고 되게 좋

은 거 되게 많더만... <중략> 남들이 추천한 항목이 주어져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좀 오바가 되겠다 그럼 좀 줄였고...

H :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외브랜드가 한국에서 팔 때랑 외국에서 팔 때랑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샀어요.

   위의 진술과 반대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가격이 높을수록 제품의 품질
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고가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
과 관계없이 가격이 높아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제품이 친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제품 품질의 척도로 가격 단서를 이용한다는 것을 검증한 
Rao & Monroe(1988)와 Lambert(1972)의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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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그래도 애기 거 살 때는 경제적인 나의 상태는 고려치 않고 그냥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 사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지.

C : 마음이라는 게 비싸니까 뭔가 다르겠지... 좀 믿고 가는 거 같애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경제적 상황 고려 전략’, ‘경제적 상황 비고려 전략’
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이라는 범주로 통합되
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9>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 경제적 상황 고려 전략
경제적 상황 비고려 전략

<표 3-29>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9)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초보 어머니들은 자신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
사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전략들이 소비자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소비자만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소비자들이 자
신이 생각하는 효율성 기준 즉, 구매를 간소하게 하거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자 하는 목적 등에 부합되도록 초보 어머니들이 구사했던 전략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먼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시장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육아용품을 최소
한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주변 인적 자
원을 동원하여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육아
용품을 구비한 후 필요한 육아용품만을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A : 대부분 물려받은 게 많아서 대부분 있었어. <중략> 그렇게 많은걸 사진 

않았던 거 같애.

   둘째, 연구 참여자 중에는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방지해주었지만 언제나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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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해야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구매하였으
며, 구매의사결정을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큰 고민 
없이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C : 닥쳐서 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분유를 줘야하는데 분유포트라

고 불리는 그런 것들 안 샀었는데, 막상 해야 되는데 막상 40도 맞추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마트 가서 사오고 이랬었어요.

   셋째, 초보 어머니들은 부족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구매 전에 다양한 정
보를 탐색하고 있었다.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각각의 정보를 재구성하고, 대
조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지인,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다
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있었다. 즉, 단순히 준거집단을 동
조하거나 모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함으로
써 자신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E : 엄마들 얘기하는 거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 또 참고해서 저가 또 인

터넷에서 그거를 또 결합해가지고 검색해보고 이렇게 사는 거죠.

F : 엄마들이 출산 목록, 아이템 목록을 올렸고 그것을 나는 취합해서, 내

가 조합해서 다시 만들었고, 그 만든 거를 가지고 또 각 아이템마다 가

장 좋은 브랜드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구했고...

   넷째, 육아용품과 관련된 주요 정보원 중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육아용품 안내 도서도 있다. 해당 도서에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필요한 육아용품이 안내되어 있고, 그 중 어떤 제품이 국민 육아용품이
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한 해외직접구매를 하는 
방법부터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쇼핑몰 등이 안내되어 
있고, 제품의 가격대, 브랜드 등이 안내되어 있다. 이에 다양한 정보원을 통
하여 정보를 구하지 않아도 해당 도서를 통해서 쉽게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와 같은 도서를 알게 된 초보 어머니들은 관련 책을 통
하여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한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도서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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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인 목적보다는 초보 어머니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써졌다는 점에서 책의 내용에 대하여 매우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양한 육아용품을 아이의 발달에 맞춰 세부적으로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지
속적인 정보 탐색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 : 책은 도움이 되긴 되었어. <중략> 다른 애들은 필요한 거 막 (애기가) 

자면은 검색하고 막 이랬지 만 난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애. <중략> 이 

시기 때는 이걸 사줘야하는구나... <중략> 그 책에 나온 게 다 국민 뭐

였어. 검증된 거였어. 

K : 이게 이게 사업성 있는 기업에서 만든 책이 아니라 나름 소비자 차원에

서 만든... 소비자 위주의 어떤 제품을 광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엄마

들이 만든 건데... <중략> 완전히 따라했어요. 교과서처럼 이걸 따라했

어요.

   다섯째, 육아용품은 자녀인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 없어도 사용자로서 체
험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 중 준거집단이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
고 구매하기 보다는 직접 자신이 보고, 체험함으로써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표적인 방법이 육
아용품 박람회를 방문하거나 특정 제품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변경해보며 
제품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육아용품 박람회의 경우, 다양한 육아용품을 여
러 브랜드 부스에서 체험하며, 판매자의 정보도 구하는데 유용하다고 소비자
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은 주로 소모품인 
기저귀, 물티슈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 많이 구사되었는데, 아기가 특별히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지 않는 어머니들이 주로 여러 브랜드를 사용해보면
서 기저귀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 직접 가서 보려고 갔는데... 유모차도 밀어보고, 아기띠 차보고... 뭐 

브랜드가 엄청 많으니까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갔죠.

F :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도 사실 유용했고... 생각보다 나는 그런 정보가 

중요했어. 예를 들어 어떤 장점과 사이즈에 대해서 제공하고, 이용 방

법을 설명하고 이런 게 나는 도움이 되었고 실제 판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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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저는 제가 이것저것 다 써보고 기저귀도 한 가지만 안 쓰고 이것저것 

써보고, 물티슈도 좀 바꿔보고 그런 스타일인데... 장단점 파악하기 좋

더라고요.

   여섯째, 일부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구매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
운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선택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남편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남편의 의견을 주로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
부 연구 참여자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
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L : 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의 남편에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J : 나는 좋은걸 해주고 싶은데 남편은 아예 ‘그런 거는 싼 거 해줘도 

돼’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부딪칠 때 그럴 때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거 같애.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구매의 간소화 전략’,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전략’, ‘정보의 대조/재구성 전략’, ‘육아용품 관련 도서 정보 
활용 전략’, ‘체험 전략’, ‘공동의사결정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구매 효
율성 추구 전략’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0>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구매의 간소화 전략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전략

정보의 대조/재구성 전략
육아용품 관련 도서 정보 활용 전략

체험 전략
공동의사결정 전략

<표 3-30>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10) 구매의 획일성 극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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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초보 어머니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거집단의 
정보를 주로 활용하여 그들의 구매를 동조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제품을 안전하다고 여겨 해외 제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초보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획일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한 연구 참여자는 어머니
들이 똑같은 브랜드의 기저귀 가방에 똑같은 브랜드의 아기띠를 맨 모습에 
대하여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들의 획일적인 모습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구매에 대하여 거부하는 어머니들도 실제로는 어머니들
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브랜드를 직접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
이지는 않았다. 다수의 초보 어머니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판
매량이 높은 브랜드의 제품을 주로 구매한다면, 본 범주에 구성된 어머니들
은 준거집단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준거집단이 
주로 해외 브랜드를 구매한다면 자신은 국산 브랜드 중 인지도가 높은 브랜
드만을 구매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초보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아이의 발달에 따라 보편적으로 구매
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는 장난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특정 개
월 수에는 특정 브랜드의 어떤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식의 공식이 시장 내에 
성립해 있는 것과 관련된다. 심층면접 중에 어머니들은 “3개월 아기 장난
감”, “5개월 아기 장난감”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특정 브랜드의 장난감이 
도출한다고 하였고, 이에 맞추어 구매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 연구 참여자는 많은 사람이 구매하는 장난감을 자신 또한 동일하게 구매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껴 자신의 아이가 특정 개월 수에 도달했을 
때 관련 장난감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D :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뭐 몰고 다니는지 봤던 거 같애요. 백화

점에서... 그런데 000(유모차 브랜드)가 훨씬 더 많아서 ‘아, 000(유

모차 브랜드) 너무 많구나. 근데 XXX(유모차 브랜드)이 조금 덜하구

나’ 해서 XXX(유모차 브랜드)을 샀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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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완전 비판적으로 되어서 한국 브랜드에서 살만한 리스트를 뽑아서 샀어

요. 로션도, 옷도... 암튼 웬만함 한국 거 사려고 노력했어요.

E : 남들이 사줘도 안 사줬어요. 그냥 뛰어넘어 간 것도 많거든요.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준거집단 비동조 전략’, ‘국산 브랜드 선택 전략’, 
‘정보의 대조/재구성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구매의 획일성 극복 전략’
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1>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구매의 획일성 극복 전략
준거집단 비동조 전략
국산 브랜드 선택 전략

준거집단 내 차선 구매 제품 선택 전략

<표 3-31> 구매의 획일성 극복 전략에 대한 하위범주 

4) 구매 후 결과

(1) 구매 후 만족 

   초보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을 구매한 뒤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다. 이는 부족한 사전지식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적절히 사용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품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어
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한 만족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보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 단계 맞추어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에 따라 개월 수에 맞게 구매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의 선호도나 적절성, 편리성을 알 수 없
어 구매 전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랜 시간 어머니들로부터 선택된 ‘국민 육아
용품’을 선택하거나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편리하게 느낄 기능 위주로 제품을 알아보고 선택한 후 실제로 
아이가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아 만족하고 있었다. 셋째, 불필요한 제품을 구
매할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였던 초보 어머니들도 국민 육아용품을 선택하



- 97 -

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대조 또는 재구성함으
로써 주로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넷째,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한 연구 참여자들은 해외직접구매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해외직접구매한 제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
거나 피부가 좋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아 만족하고 있었다. 다섯째, 
해외직접구매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의 대처 전략에도 사용되었
는데,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머니들은 또한 가성
비 있는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이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타인을 매우 의식하며 구매하는 성향을 보였던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
이 고가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알아봐주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만
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듯 초보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적
절히 대처함으로써 자신이 구매한 육아용품과 자신이 사용한 전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C : 만족한 게 대부분이었던 거 같애요.

B : 거기 책에 나온 대로 개월 수에 맞게 샀잖아. <중략> 완벽하게 했던 거 

같애. <중략> 난 0000(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산 것들, 샴푸나 로션 

같은 거... 난 이거 쓰고 너무 좋았거든. 

E : 국민 들어간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아주 좋았어. 고거를 진짜 너무 잘 

갖고 놀고 오래 갖고 놀았고...

D : 애기가 불편함을 느끼면 울었을 텐데 애가 그러질 않으니까 괜찮은 건

가보다 생각을 했었던 거 같아요.

A : 샀으면 돈 아깝겠다는 물품 같은 것도 안 샀으니까 다행이고... 많이 

도움이 되었죠. 어쨌든 간에 검증이 되었단 느낌이 있으니까... <중략> 

옷도 싸니까 좋고... <중략> 이불도 우리나라보다 것보다 훨씬 쌌던 거 

같애.

F : 적절한 가격대의 그 품질이나 소비량에서 모든 면에서 적절한 그런 거

면 아이도 쓰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만족했던 거 같애요.

H : 남들도 쳐다보기도 하고... 이거 비싼 거죠? 라고 묻는 사람도 은근 있

었어요. 그럴 때마다 좋긴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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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 ‘어려움 극복에 의한 만족’
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만족’이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2>와 같다.

범주 하위범주

만족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
어려움 극복에 의한 만족

<표 3-32> 만족에 대한 하위범주 

(2) 불만족

   어머니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용품과 자신이 사용한 전략에 대
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혹 어머니들이 불만족하거나 후회하는 경우
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
겨 구사한 전략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나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전략
을 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술된 내용들은 어머니들이 전반적으
로 자신의 구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불만족했던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먼저 소비자가 가진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에 비롯된 불만족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이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구매하고
자 한 어머니는 준거집단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자의 이
야기를 듣고 구매하였으나 아이가 사용을 거부하여 불만족하고 있었다. 둘
째,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이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제품의 품질이 낮아 구매를 후회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셋째, 초보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
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여 구매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자녀의 체형이
나 체질에 맞지 않아 자신의 구매에 불만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이마다 
체형이나 체질이 다른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어머니들은 또한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구매 후 해당 제품이 불필요한 경우, 또는 어머니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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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리고 자녀의 발달에 맞지 않는 경우 관련 전략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다. 이는 사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나 필요 제품이 다르고, 아
이의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참여
자들은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해외직접구매를 하였으나 구매 후 기
대만큼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은 등의 기대불일치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H : 우리 애는 저거 쳐다도 안 봤고요. 이게 모두에게 국민은 아니더라고요.

A : 조금 싼 거 샀는데 조금  후회했지. 유모차는 좋은 거 사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느꼈지. 애가 안 편해했어.

I : 애가 커버린 거잖아요. 한 몇 달 사이에... 이제는 그 안에서 이렇게 

점프하기에는 그게 너무 좁은 거야. 나오고 싶지. 그 안에 갇혀있는 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점퍼루 사서 2번인가 타고 하나도 못 탔어요.

F : 실제 필요 없는 것도 있었고... 정작 필요한 거는 이렇구나... 라는 것

들을 느끼면서... 

J : 아기띠 같은 거 엄마들이 막 되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뭐 그렇게 좋지

도 않고 뭐 이걸 엄마들이 그렇게 좋다고 했나... <중략>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외국 거를 쓸 필요가 있었을 까... 그냥 국내 제품 써도 됐

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들은 자신이 구사하지 않은 전략으로 인하여 육아용품이나 자신의 
구매를 불만족한 경우도 있었다. 먼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을 의식하
지 않고 구매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는데, 특히 유모차와 같이 가시성
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자신의 주변 사람이 
육아용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고가의 유모차를 구입하도록 추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유모차를 구매할 때 자
신이 선호하는 디자인만을 고려하여 구매하였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자
녀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가 사용하기에도 불편하여 구매를 후
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적절한 전략이나 기준을 토대로 구매하
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후 후회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필요할 것이라 여겨 구매하였으나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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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제품이었음을 깨닫고 향후 구매 전략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구매 불만족 관련 요인은 다른 육아용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
가인 유모차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가인 만큼 어머니들이 제품에 대
하여 많은 기대를 하지만 제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인다. 

E : 저는 000(중저가 유모차 브랜드)를 모는데 그게 부끄럽진 않았지만은 

000(고가 유모차 브랜드)나 이런 거 보면은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동

생한테는 저걸 사라고 했어요. <중략> 저는 합리화한다면 둘째까지 비

싼 거 쓰면은 아주 그냥 뽀대나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좋다고 튼튼해 보

이더라고요. 

I : 더 웃긴 건 우리 00이가 너무 유모차를 안 좋아하는 거에요. 유모차를 

안 좋아해가지고 애는 매고 다니고 유모차는 짐만 실고 다니고 그래가

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중략> 우리 신랑이 이게 차에 실을 때 또 

너무 무거운거에요. 그래서 잘 안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F : 여행을 다닐 때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이를 

배낭같이 생긴 곳에 매고 다니는 거... <중략> 우리는 그게 필요하겠다

고 생각했어. <중략> 결국엔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몇 년을 묵히다가 결

국엔 팔았던... 정말 잘못된 부적절한 소비, 과한 소비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어.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 ‘구사하
지 않은 전략으로 인하여 불만족 제품 구매’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불만족’이
라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3>과 같다.

범주 하위범주

불만족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
구사하지 않은 전략으로 인하여 불만족 제품 구매

<표 3-33> 불만족에 대한 하위범주 

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도출 : 축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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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
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요소들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범주들은 속성과 차원에 따라 이에 맞게 재배열한다(Strauss 
& Corbin, 1990). 그 뒤 중심 현상에서부터 전략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분석
을 실시하는데,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소비자가 대처하는 살펴보
는 것이다. 여기서는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의 각 요소들의 개념과 각 요소들
의 속성과 차원을 알아본 뒤, 소비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하도
록 하겠다. 

1) 패러다임 모형 도출과 패러다임 요소들의 속성과 차원

범주 패러다임 
요소 범주 패러다임 

요소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 인과적 
조건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 중심 현상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

사회적 상황 맥락적 
조건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전략

시장 상황 준거집단 구매 동조/모방 전략소비자 자원 중재적 
조건

수혜자 기준 전략관여도
준거집단의 구매 양상 사용자 기준 전략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

중심 현상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정보 선별의 어려움
위해제품 차단 전략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
수혜자 중심의 선택 어려움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구매 충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타인의식으로 인한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감 구매의 획일성 극복 전략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만족
결과

불만족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

<표 3-34>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화 구성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범주들은 <표 3-34>와 같이 각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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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맞게 연결되었으며, 이는 <그림 3-1>과 같이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전개되도록 하는 사건이나 일이
며, 본 연구의 중심현상의 원인이나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근거자료인 심층면접을 분석한 결과, 첫 육아용품 구매에
서의 어려움은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과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사용자와 수혜자를 고려해야 하고, 아이의 발달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과 초보 어머니들의 육아용품 구매경험이 중심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각 특성을 낮게 또는 높게 인
식하느냐에 따라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
지며,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의 경우 간접 구매경험 여부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어려움에 차이가 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5>와 
같다.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 인식의 정도 낮음 - 높음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 간접경험 여부 있음 - 없음

<표 3-35>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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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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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특정 현상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중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들을 말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과 ‘시장 상황’이 
첫 육아용품 구매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위해상품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와 핵가족화 또는 이웃과의 비대면
적인 상황들로 인한 육아의 부담감과 그로 인한 시간 자원의 부족, 어머니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초보 어머니
들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육아용품 시장에 많은 정보가 존재
하고, 육아용품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것에 의하여 초보 어머니들이 육아용품
을 처음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상황’과 ‘시장 상황’은 소비자가 각 상황을 낮게 또는 높게 인식
하느냐에 따라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진
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6>과 같다.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맥락적 조건
사회적 상황 인식의 정도 낮음 - 높음
시장 상황 인식의 정도 낮음 - 높음

<표 3-36>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3)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이며, 상황에 따라 인과적 조건이 중심 현상을 초래하는 정도를 완화하
거나 강화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자원’과 
‘관여도’,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이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을 대처
하기 위한 전략에 영향을 주거나 상황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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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육아용품 자원의 정도,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다음 자녀의 탄생을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첫 육아용품 구매의 
어려움과 대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달랐다. 또한 준거집단의 확장된 구매
의사결정 성향, 간소한 구매, 국민 육아용품에 대한 수용 정도, 해외 브랜드 
선호 경향, 유행하는 육아용품을 추종하는 정도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정
도에 다르거나 대처 전략을 구사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자원’의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소유한 자원이 적거나 많은 것에 
따라, ‘관여도’의 경우 소비자가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데 높게 또는 낮게 관
여되어 있느냐에 따라,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의 경우 이를 소비자가 적게 
또는 크게 참고하느냐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이 
달라진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7>과 같다.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중재적 조건
소비자 자원 소유 정도 적음 - 많음

관여도 관여 정도 낮음 - 높음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 참고 정도 적음 - 큼

<표 3-37>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4)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전략에 의하
여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중심적인 사건 또는 생각이다(Strauss & Corbin, 
1990). 개방코딩에서 범주화된 소비자의 어려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위
범주는 ‘사전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육아용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 ‘정보 선별의 어려움’, ‘주변 정보원
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 ‘수혜자와 관련된 어려움’, ‘구매 충동으로 인한 스
트레스’, ‘타인의식으로 인한 경쟁심, 불안, 스트레스, 거부감’, ‘제품의 안전
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 ‘끊임없는 육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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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심 현상들에 대한 속성은 ‘느낌의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가 낮을 경우 ‘낮음’으로, 높을 경우 ‘높음’으로 차원화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8>과 같다.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중심 현상
= 사전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정보 선별의 어려움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수혜자 중심의 선택 어려움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구매 충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타인의식으로 인한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감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짜증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 느낌의 정도 낮음 - 높음

<표 3-38> 중심 현상의 속성과 차원 

   추가적으로 중심현상인 사전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과 관련하여 소비자
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진술한 내용을 
워드클라우드로 도식화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
려움이 무엇이며, 어려움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
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어려움에 대한 키워드들을 출현 빈도수
에 따라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도식화한 워드클라우드는 <그림 3-2>와 같
다. 초보 어머니들은 ‘모르니까’, ‘사야 될지’, ‘혼란’, ‘검색’, ‘어려움’, ‘신경
쓰임’, ‘좋은 거’, ‘엄마들’, ‘모르겠고’, ‘어떤 걸’, ‘피곤’ 등을 가장 많이 언
급하였으며, 이는 말 그대로 구매에 높게 관여되어 있으나 무엇을 사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첫 육아용품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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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도식화 

(5) 전략

   전략은 특정 현상을 조절하고 대처하는데 취해지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전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모두 기초적인 전략으로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준거집
단 구매 동조/모방 전략’, ‘수혜자 기준 전략’, ‘사용자 기준 전략’, ‘타인의
식적 제품 선택 전략’, ‘위해 제품 차단 전략’,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구매 획일성 극
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들에 대한 속성은 ‘전략 사용의 정도’로 나타났
으며, 이는 소비자가 특정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 ‘적음’으로, 특정 전략
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많음’으로 차원화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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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전략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준거집단 구매 동조/모방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수혜자 기준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사용자 기준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위해 제품 차단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구매의 획일성 극복 전략 전략 사용 정도 적음 - 많음

<표 3-39> 전략의 속성과 차원 

<그림 3-3> 첫 육아용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의 도식화 

   중심현상과 마찬가지로 전략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
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워드클라우드로 도식화
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략에 대한 키워드들을 출현 빈도수에 따라 글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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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결과
만족

만족 정도 낮음 - 높음
불만족

<표 3-40> 결과의 속성과 차원 

를 조정하여 도식화한 워드클라우드는 <그림 3-3>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보 어머니들은 ‘엄마들’, ‘블로그’, ‘추천’, ‘국민’, ‘많이 사는 
거’, ‘검색’, ‘리뷰’, ‘안전’, ‘인터넷’, ‘맘스홀릭’, ‘물어봄’ 등의 키워드를 가
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자신과 같은 또래의 자녀들을 
키웠거나 키운 어머니들, 즉 준거집단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준거집단의 구매후
기나 추천정보와 같은 구전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준거집단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매 시 안전을 많이 고려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6) 결과

   결과는 특정 현상에 대처하거나 조절하도록 취해진 전략에 따른 결과 또
는 성과로, 행동이나 감정으로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
에서의 결과는 소비자가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
처전략을 사용한 후 결과로 나타났고, 이는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표현
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족은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과 어려움 극복에 의한 
만족으로, 불만족은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과 구사하지 
않은 전략으로 인한 불만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속성은 ‘만족 정도’ 로 나타났으며, 이
는 소비자가 만족한 경우 ‘높음’으로, 불만족한 경우 ‘낮음’으로 차원화 되었
다. 이를 정리하면 <표 3-40>과 같다.

2) 과정 분석



- 110 -

   과정분석은 중심 현상에서부터 중심현상을 대처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전
략을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김은혜 외 
4인, 2017; Strauss & Corbin, 1990). 과정분석은 축코딩의 일부로 각 범
주들이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시각화된 후,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이다(김소선, 2003).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이후의 육아용품 구매 후 결과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 육아
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느끼기’,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하
기’, ‘자신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대하여 평가하기’ 단계로 나타났으며, 각 
단계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첫 육아용품 구매 어려움과 대처전략, 구매 후 과정 분석  

(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 어려움 느끼기

   소비자는 처음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육아용품 구매의 필요성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누군가에게 출산 선물을 하기 위하여 육아용
품 매장에서 아기 의류 등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지만, 대부분 ‘출산 선물’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매장 직원이 추천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온
라인 매장에 ‘출산 선물’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에 
육아용품을 큰 고민 없이 구매하여 이와 관련된 사전지식이 거의 없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중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 그들
의 구매를 관찰하며 어느 정도 간접 경험을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
신이 직접 관여되어 정보탐색을 하고 대안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용
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 F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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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의 가장 큰 특성은 ‘무지(無知)’인 것으로 보인다.
   초보 어머니들은 자녀를 원활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용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무지’의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떠한 육아용품이 존재하며, 
그 중 필요하고 불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였고, 
바운서, 쏘서, 보넷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육아용품의 용어로 인하여 어려움
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처음 육아용품 구매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된 후, 주변인들 중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경험을 듣
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지만, 주변에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
어 아쉬워하거나 경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은 지 오래되어 최신 
트렌드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육아용품 시장에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소비자는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선별하는데 어려워하
였으며, 동시에 주어진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워하였다. 
육아용품 시장에는 다양한 정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육아용품과 브랜
드 또한 존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선택과부하를 경험하였으며, 육아용품이 
아이의 발달에 따라 품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구매해야할 육아용
품이 많아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육아용품
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육아용품 
여러 개를 여러 번 구입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짜증을 느끼기도 하였다. 
   초보 소비자는 처음 제품을 구매할 때 상당히 높게 관여된 상태에서 정
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 기준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와 안전한 육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다. 
먼저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소비자가 특정 육아용품을 좋다
고 인식할 경우 이를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자신이 지불하고자 했던 비용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의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준거집단이 소유한 제품이 내게 
없는 경우 불안감을 느껴 경쟁적으로 준거집단을 따라서 구매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는데, 사회
적으로 제품의 안전 문제가 이슈화되는 경우 더욱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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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어떠한 육아용품이 안전한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매하기 때문
에 매우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육아용품은 자녀가 혜택을 받는 제품으로 수혜자인 자녀를 고려하여 육
아용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자녀의 선호도나 체질, 체형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초보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막막함을 느
끼고 있었으며, 육아용품을 자녀로서 체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워
하였다. 육아용품은 또한 자녀의 발달에 따라 맞춰진 품목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소비자는 발달별로 구매해야할 육아용품이 무엇인지 몰라 어려워하
였고,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발달이 더딜 것이라 여기는 
등의 불안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육아용품을 구매한 후 이를 SNS 등에 게시하고 있는 초보 어
머니의 경우, 타인을 과하게 의식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제품을 구매할 때마
다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며 구매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느
끼고 있었다. 또한 많은 초보 어머니들은 익숙하지 않은 육아로 인하여 육아
용품을 구매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소비자
가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도 이어져 소
비자가 구매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예
상되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첫 구매를 할 때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
매해야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매할지 모르고, 주어진 정보마저 판단하기 어려
우며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안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대처전략 사용하기

   소비자들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자
신만의 전략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육아용품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탐색하여 지식을 쌓는 것을 기초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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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집단이라 함은 아기를 키우거나 키운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을 말하며, 주
변의 지인과 가족부터 온라인 육아커뮤니티의 회원이나 육아 블로그를 운영
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즉, 초보 어머니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분 없이 
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준거집단의 구전 정보를 활용하고 있
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게 된 어머니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전
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우선 수혜자인 자녀에게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 없고, 자녀의 선호도를 모르
기 때문에 특정 소재나 재질이 자녀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선택하
거나 준거집단과 판매자가 특정 제품을 아이들이 만족해하였다는 정보를 제
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다. 특히, 준거집단과 판매자가 
아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구전한 정보가 아닌 
판매자나 준거집단의 추정에 의한 정보이지만 초보 어머니들은 그러한 정보
를 믿고 활용하고 있었다.  
   사용자인 어머니의 선호도와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
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의 육아용품이나 유모차의 핸들링, 보관 
용이성 등과 같은 편리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또한 한
정적인 경제 자원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해외직접구매를 하거나 정보를 바탕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
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가격과 품질이 비례
한다고 여겨 자신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처음 아기를 양육할 때에는 구매를 위한 시간이 상당히 부족
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구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신에게 익숙한 브랜
드를 선택하거나 다수가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품질이 좋고, 안전하며, 검증이 된 제
품이라고 여겨 준거집단의 구매를 동조 또는 모방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이
라고 불리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또한 유해한 제품을 구매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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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품의 표시 정보나 제품의 성분을 고려하는 모
습을 보였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이전에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하
여 알아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특히, 해외 선진국의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 원산지의 제품보다 해외 원산지의 제품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초보 어머니들은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
고 있었다. 우선 필요한 품목만을 선택하여 간소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특정 제품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야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정보
원에서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대조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육아용품을 소개한 도서를 활용하여 아이의 발달에 
맞춘 육아용품을 쉽게 구매하거나 구매 시간을 절약하고 있었다. 판매자의 
정보를 통하여 제품의 활용 정보를 듣거나 직접 사용자로서 체험을 하기 위
하여 육아용품 박람회를 방문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부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을 주로 동조 또는 모방하는 어머니들의 획일
화된 구매에 거부감을 느껴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되 준거집단 내에서 
차선으로 선택되는 제품을 일부러 선택하거나,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는 준거
집단과 다르게 자신은 국산 브랜드만을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연구 참
여자도 있었다. 또한 어떤 소비자들은 유모차, 의류와 같은 외출 용품을 구
매할 때에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디자인이나 브랜
드를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있으나 준거집단의 정보를 기초로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은 뒤 자신의 상
황과 조건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특히, 높게 관여된 구매인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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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 후 자신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대하여 평가하기

   소비자들은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략을 사용한 후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자신이 가졌던 어려움을 전략을 통해 극
복할 수 있어 만족하였고, 자신이 구사한 전략에 따라 구매한 육아용품에 대
해서도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한 어머
니들은 준거집단의 정보나 육아용품을 소개한 도서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선호도나 적절성, 편리성을 고려
하여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던 어머니들도 ‘국민 육아용품’을 선택하거나 준
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면서 극복하고 이에 맞춘 제품을 구매할 수 있
어 만족하고 있었다. 더불어 해외 선진국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안전한 제
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상황에서도 간혹 자신이 사용한 전략과 전략을 토
대로 구매한 제품을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수혜자에게 편리하고, 
적절할 것이라는 기대로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여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간혹 구매한 제품이 수혜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이는 사람마다 체질이나 선호도, 체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준거집단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제품이라 여겨 
구매하였으나 생각보다 제품이 불필요하여 불만족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사람마다 필요한 육아용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생각된다. 
   셋째, 아이의 신체 발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구
매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를 후회하고 있었다. 넷째,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
외 선진국의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가격과 품질이 비례한다고 여겨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는 기대만큼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불만족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특정 제품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야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한 소비자들 중에는 급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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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
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혹 제품을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브랜드를 변경하여 해당 품목의 제품을 다시 구매해야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도 하였다.
  소비자들 중에는 자신이 구매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전략으로 인하여 구
매 후 제품에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가시성이 높은 제품들에 한
하여 소비자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를 하였을 경우, 구매를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의류와 유모차와 같이 가시성이 높은 제품들을 브랜드나 
디자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불만족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브랜드나 디자인을 고려하여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둘째, 사용자 또는 수혜자의 편리성을 고려하
지 않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육아용품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껴 구매를 
후회하기도 하였다. 가령, 유모차의 디자인만을 고려하여 구매한 경우, 유모
차가 무겁거나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많은 초보 어머니들은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
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을 보거나 특정 제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
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구매 후 해당 제품이 불필
요했거나 자신이나 자녀에게 맞지 않는 경우 구매를 후회하기도 하였다. 이
렇듯 구매 후 불만족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향후 육아용품을 재구매할 때 전
략을 새롭게 구성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구매를 평가하
고 이를 자신의 구매에 다시 적용하는 등의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육아용품 
구매에 익숙해져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매를 경험해감으로써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항
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가격과 품질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마다 선호도나 체질, 체형 등이 다름을 깨닫
고 준거집단의 구매를 일방적으로 동조 또는 모방하거나 외형만을 보고 판
단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품
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첫 육아용품에 구매에서의 어려움을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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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 극복하고 있었으
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구매에 대하여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혹 구매 
후 불만족하거나 후회하는 경우, 자신이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전략을 
평가한 후 부족했거나 과했던 점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이를 자신의 또 다
른 육아용품 구매에 적용하였다. 즉, 구매 후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육아용품 소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3.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 관련 핵심범주와 소비자 유형 도출 
: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근거이론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을 토대로 본 연구의 중심 주제를 나타내줄 수 있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생성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러 범주들을 하나로 통합함으
로써 범주들 간의 상호관계나 변화를 설명하여야 한다(이동성・김영천, 
2012). 핵심범주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생성된 기존 범주에서 발견될 수 
있고, 연구자가 창안한 추상적 용어나 구절을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다
(Strauss & Corbin, 1990). 또한 도출된 핵심범주를 토대로 소비자들을 일
정한 유형에 맞추어 그룹화하고, 그 유형을 분석한다(Strauss & Corbin, 
1990). 유형 분석은 본 연구의 근거 자료에 나타난 진술문을 지속적으로 비
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1) 핵심범주 도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표 3-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이 언급한 내용의 빈도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핵심범주를 ‘첫 구매에서 소
비자들은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
험하지만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여 대처함’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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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도출 어려움(23개)
언급자 

수 심층면접 도출 전략(32개)
언급자 

수

구매대상 
제품선정 
어려움

무엇을 구매할지 모름 8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주변인의 구전정보 활용 전략 10
생소한 육아용품의 용어로 

인한 어려움 1
온라인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12

필요/불필요 제품을 
판단하기 어려움 4 준거집단 

동조
모방

국민육아용품 선택 전략 8

정보 
선별 

어려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수가 
없음 3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거집단 동조/모방 전략 11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움 5 수혜자 

기준

자녀의 편리성 고려 전략 8

주변 
정보원 
부재 

아쉬움

주변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아쉬움

3 자녀의 발달성 고려 전략 6
자녀의 만족도 고려 전략 3

주변으로부터 직접적인 
구매경험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
4

사용자 
기준

사용자 선호 디자인 선택 
전략

5

사용자의 편리성 고려 전략 5

수혜자 
중심 
선택 

어려움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가 
없어 선택이 어려움

1 구매 
효율성
추구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판매자 
정보 활용 전략

6

수혜자에게 적절한 제품을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3

브랜드 지속적 변경 전략 2
타인의식

선택 타인 시선 고려 전략 7

수혜자의 선호도를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3

정보탐색 
시간감소

한정된 시간 자원 극복 전략 3

경제적 
상황 
고려/
비고려

경제적 상황-가격 고려하지 
않는 전략

2

발달 단계에 맞는 
육아용품을 구매해야하는 

것에 대한 고민
2

고가의 제품 선택 전략 1

저렴한 제품 선택 전략 5

구매 
충동 

스트레스

구매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3 가성비 높은 제품 선택 전략 2

준거가격 상승에 따른 고민 2 경제적 상황-가격 타협 전략 3
구매대상 

제품 
선정 

어려움

육아용품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4 중간 가격대의 제품 선택 
전략

2

브랜드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2 해외직접구매 선택 전략 9

타인의식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감

준거집단 소유 제품에 대한 
경쟁심과 불안함 5

위해제품
차단

해외 선진국 제품 선택 전략 5
제품 표시 정보 활용 전략 6

타인의 평가 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1 제품 성분 고려 전략 3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대한 거부감 2 안전사고 여부 확인 전략 2

<표 3-41> 어려움과 대처전략별 언급자 수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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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도출 어려움(23개)
언급자 

수 심층면접 도출 전략(32개)
언급자 

수
구매
시간  

피로감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족

5
구매 

효율성
추구

공동의사결정전략 3
육아용품 안내 도서 정보 

활용 전략 3

높은 
가격 
짜증

높은 육아용품 가격으로 인한 
짜증 4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전략 2

구매의 간소화 전략 2
끊임없는 

구매 
버거움
피로감

육아용품의 종류의 다양성으
로 인한 심적 부담감

6

정보의 대조/재구성 전략 8

구매 
획일성
극복

준거집단 비동조 전략 1

국산 브랜드 선택 전략 1

안전성 
불신 

두려움

구매한 제품의 위해성을 모르
기 때문에 두려움

8 준거집단 내 차선 구매 제품 
선택 전략

3

<표 3-41> 어려움과 대처전략별 언급자 수 (N=12) - 계속

   첫 자녀를 갖게 되면서 어머니들은 아이를 수월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육
아용품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첫 구매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사전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도출
되었으며, 이는 <표 3-42>와 같이 다양한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었다. 구체
적으로 어떠한 제품이 육아용품 시장에 있으며, 이중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를 모르며, 사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판단하기도 어려워하
였다. 최근에 육아용품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경험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싶
지만, 그러한 정보원이 부족하여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며 구매에 높게 관여되
어 있기 때문에 간혹 다른 사람의 구매를 보고 충동구매를 하는 모습을 보
이기도 하였다. 
   육아용품 시장 내에 다양한 육아용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과부하를 
경험하며, 한정된 경제적 자원과 시간 자원으로 인하여 버거움을 느끼고 있
었고, 유해한 제품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준거집
단의 획일화된 구매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도 하였고, 좋은 어머니로 보이기 
위하여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여 구매하는 자신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녀의 편리성, 선호도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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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택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매하고 있는 준거집단으로부터 구전정보를 획득해 기초적
인 지식을 쌓았다. <표 3-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기초적인 전략으
로 사용하고 있었다. 수집한 구전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
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준거집단의 구매를 동조 또는 모방하거나 
수혜자 또는 사용자의 편리성, 적절성,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여 제품을 선택하였고, 위해 제품을 차단
하고자 표시 정보 등을 확인하였으며, 정보탐색 시간을 감소하는 노력을 하
였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구매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획일적인 준
거집단의 구매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자들은 첫 
육아용품을 구매한 후 자신이 사용한 전략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구매에 적절히 보완함으로써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한 구매 전략
을 사용할 줄 아는 소비자가 되었다. 

2) 핵심범주를 토대로 한 소비자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여도 구사하는 
전략이 다르고,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여도 경험하는 어려움이 달라 어려움과 
전략 모두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어려움을 기
준으로 소비자들을 유형화하기로 하였다.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사전지식
이 부족하여 구매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준거집단
의 구전정보를 활용하여 대처함’이라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어
려움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고민 과다형’,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 
‘타인의식 스트레스형’, ‘시간자원 부족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지만, 모든 유형
이 공통적으로 사전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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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되고 있으며, 그 중 어떤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주어
진 정보의 내용도 판단할 수 없었으며, 유해한 제품을 구매할지 모른다는 불
안감을 갖고 있었다. 연구에서 파악한 소비자 유형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정
리한 내용은 <표 3-42>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민 과다형

   ‘고민 과다형’은 정보와 제품, 브랜드가 다양한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으
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제품 선택의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품질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에서 제품을 구매해야하
는지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가격과 관련
된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지만, 대안을 평가하는 과
정에서 준거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
은 선택 장애를 경험하는 만큼 구매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 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경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 중 가
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유형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과 공동의사결정을 하
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구매하여 이를 그대로 따
라 구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모두가 제품
의 유해성을 우려하였으나 특별히 이 유형에 속한 소비자들 중 다수는 유
해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하여 제품의 전성분이나 재질, 안전마크 등
을 유심히 확인하였으며, 특히 제품의 전성분 표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따로 관련 용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유형의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소비에 만족하고 있으나, 간
혹 선택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다보니 결국 중요한 전략을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전략으로 인하여 자신이 구
매한 제품을 불만족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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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은 부족한 육아용품 지식으로 인하여 필요
한 제품과 불필요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워 자신이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유형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필요한 제품만
을 구매하고자 하는 집단이며,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본 유형에 속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
하여 정보 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구매에 과
한 시간이 소요되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은 불필요
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원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뒤 자신의 선택기준에 맞추어 대안들
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은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만으로는 제품의 실용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용품 박람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판매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이 준거집단으로부터 획득
한 정보들과 비교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전략과 완전 다른 전
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제품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야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리 육아용품을 구매하여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가장 간소
하게 구매하는 패턴을 보였다. 즉, 다양한 육아용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특정 
제품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보
니 정보탐색 없이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제
품을 급하게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소
비자는 위의 소비자들과 다르게 구매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
다. 또한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육아용품이 많은 특징
을 갖고 있기도 했다. 
   비록 구사하는 전략은 다를지라도 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전
략과 육아용품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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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선호하지 않는 경우, 매우 불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제품이 필
요한 시점에만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정보탐색 과정을 생략한 채 제품을 급
하게 구매한 경우가 많아 간혹 제품을 불만족하여 다시 구매하는 문제를 경
험하기도 하였다. 

(3) 타인의식 스트레스형

   ‘타인의식 스트레스형’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
이 사용하는 제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경쟁심
을 느끼는 유형이다. 이들은 상당히 준거집단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 간혹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스트레
스 받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준거집단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화점, 문화센터, 블로그에 올려진 제품을 관찰하
며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
른 구매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본 유형으로 분류된 소비자들 중 다수는 준거집단의 구매를 의식하
여 불안감과 경쟁심에 준거집단을 따라서 구매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다른 준거집단에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가시성이 높
은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고가의 브랜드나 디자인을 고려하여 선택함으로써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유모
차를 구매할 때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들이 고가
의 유모차를 선택하게 된 계기 역시 준거집단의 행동에 의한다고 이야기하
였다. 즉, 과시하는 소비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 또한 구매한 제품을 과
시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소비자들은 과시를 하지는 않지만 준거집단을 거의 맹목적으로 
동조하거나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과시하는 형태로 표출하는 소비
자들과 달리 이들은 준거집단을 상당히 높게 신뢰하여 대부분 준거집단의 
구매를 동조 또는 모방하는 형태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즉, 
대안의 평가는 생략되고 정보탐색에서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고 있었다.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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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이유는 준거집단이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일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구매과
정이 상당히 간략하여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구
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소비자들이다. 
   이들 유형의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구사한 전략과 구매한 육아
용품에 만족하고 있으며, 과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구매를 알아봐줄 때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동조 또는 모
방소비를 택한 소비자들은 자녀가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맞지 않
을 때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자녀가 선호할 것이라 여겨 준거집단
을 동조 또는 모방하였으나,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불만
족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었다.  

(4) 시간자원 부족형

   ‘시간자원 부족형’은 직장생활, 학업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부족하여 구
매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는 유형이었다. 더불어 이들은 ‘이상적인 소
비’, ‘완벽한 소비’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등 육아용품 구매에 상당히 
높게 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유형의 소비자들은 효율적
인 구매를 하고자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
으며, 준거집단을 동조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주로 구
매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기 때
문에 남편과 함께 의견을 나눔으로써 자신이 가진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있
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으며, 자녀도 선
호할 것이라 여겨 동조 또는 모방소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타인의식 
스트레스형’에서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소비자와 비슷한 이유에서 
선택되어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식 스트레스형’이 준거집
단의 구매를 의식함에 따라 선택한 전략이라면, ‘시간자원 부족형’은 구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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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높은 관여도로 인하여 현재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특정 제품
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 미리 구매한 후 이를 가정 내에서 구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제품 불필요 구분 어려움형’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자원 부족형’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전략과 구매한 육
아용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간혹 미리 구매한 제품 
중 사용하지 못하고 처분하게 된 경우 불만족한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 
유형

특징
연구 

참여자

고민 
과다형

o 소비자 성향
  - 상당히 구매를 심사숙고하고 꼼꼼한 성향
o 어려움 유형
  - 정보와 제품, 브랜드가 다양한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을 높

게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진 유형
  - 각 제품마다 가격과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제품을 구매해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을 호소

o 대처전략 
  - 이 유형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사결

정을 하거나 육아용품 도서에 안내된 제품을 그대로 구매
  - 이 유형의 다수는 제품의 전성분, 재질, 안전마크 등을 꼼

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o 만족/불만족
  -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여러 

선택기준을 고려하려다가 결국 중요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아 구매한 제품을 불만족한 경우도 있음

  - 처음 준거가격을 세우고 정보를 탐색하지만, 대안을 평가
하는 과정에서 준거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경험

  -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구매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음

I, K, 
L

<표 3-42> 핵심범주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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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형

특징
연구 

참여자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

o 소비자 성향
  - 제품의 실용성을 높게 추구 :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

과를 추구
  - 높은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임
o 어려움 유형
  - 부족한 지식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할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을 가진 유형
o 대처전략 
  - 정보 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많은 시간 투자
   ・ 다양한 정보원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 및 선별
   ・ 직접 제품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 제품이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고 간소하게 구매
   ・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것을 급하게 구매
   ・ 익숙한 브랜드 선택
o 만족/불만족  
  -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며, 자녀가 구매한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불만족하는 모습을 보임
  -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구매 과

정 자체를 버겁게 느끼기도 함
  - 일부는 미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야 

구매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정보탐색을 거의 하지 않고 보이
는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간혹 구매한 제품을 불만족하여 
다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음

A, C, 
E, G

타인
의식 

스트레스
형

o 소비자 성향
  -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의식하는 성향   
o 어려움 유형
  - 준거집단이 사용하는 제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불

안감이나 경쟁심을 느끼는 유형

B, D, 
H

<표 3-42> 핵심범주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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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형

특징
연구 

참여자

타인
의식 

스트레스
형

o 대처전략
  - 공통된 전략 : 준거집단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을 알

아보기 위하여 백화점, 문화센터, 블로그 등에서 주로 관찰
하며 정보를 획득

  - 과시적 전략 : 준거집단을 의식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제품을 다시 다른 준거집단에게 과시

  - 준거집단 동조/모방 : 준거집단이 추천하는 정보를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여 동조 또는 모방

o 만족/불만족
  -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과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소

비자들은 타인이 자신의 구매를 알아봐줄 때 만족
  - 동조 또는 모방하여 구매한 경우, 자녀가 구매한 제품을 사

용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 불만족
  - 일부 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소비를 보고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자신의 성향에 대하여 스트레스 받음

B, D, 
H

시간
자원

부족형

o 소비자 성향
  - ‘이상적인 소비’, ‘완벽한 소비’를 위하여 구매에 높게 관여
o 어려움 유형
  - 직장생활, 학업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구매에 많은 시간

을 소요할 수 없는 유형
o 대처전략 
  - 준거집단 동조/모방 또는 국민 육아용품 구매 : 시간이 부

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품
질이 좋으며, 자녀도 선호할 것이라 여겨 동조 또는 모방

  - 남편과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
  -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 여겨 현재 필요하지 않은 제품임에

도 미리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o 만족/불만족
  -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미리 구매해놓은 제품 중 결

국 사용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여 불만족한 
경우가 있음

F, J

<표 3-42> 핵심범주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류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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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본 연구는 특정 제품을 첫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에 대
한 대처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육아용품 구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며,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구매한 후 소비자가 평가하는 자신의 첫 구매의 결과
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비자들이 첫 구매를 할 때 다양한 원인으로 인
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려움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매 후 대체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전략을 만족
하고 있으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특
정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었다. 분석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경험하는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의 원인을 소비자의 개인
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요인
은 관여도, 경제적・시간적・정보적・물질적 자원, 구매경험, 특정 제품 구
매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국내・외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였
으며, 사회적 요인은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과 특정 제품의 시장 특성, 소비
자가 속한 사회의 특성과 위해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슈였다. 이중 특정 제품 
구매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자의 구매경험은 인과적 조건으로, 
특정 제품의 시장 특성과 소비자가 속한 사회적 특성, 위해상품에 대한 사회
적 이슈는 맥락적 조건으로, 소비자의 자원과 관여도,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
은 중재적 조건으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시
장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조절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도 소비자에
게 정보적, 도구적 지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처음 구매를 하는 소비
자, 특히 취약한 영유아가 혜택을 받는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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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둘째,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첫 구매를 하는 대상에 대한 사전지식 부
족하며, 앞서 살펴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어떠한 제품을 구매해야하는지 모르고, 정보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었다. 주변에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였으며, 수혜자인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를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충동적인 구매성향을 보임으로써 스트레
스를 받기도 하였고, 타인의 구매에 대하여 경쟁심을 느끼고, 타인이 소유한 
제품이 자신에게 없는 경우 불안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기도 하였다. 
   위해 제품을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불신하기도 하였고, 높은 육아용품 가격으로 인하여 짜증을 느끼기도 하였
다. 육아용품이 자녀의 발달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
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육아용품을 구매하게 되면
서 심리적 버거움과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더불어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보니 구매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끼
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첫 구매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버거
움, 피로감, 불안, 스트레스, 짜증, 거부감, 아쉬움, 경쟁심과 같은 부정적 감
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소비자의 어려움 중 위해제품에 대한 두려움은 육아
용품과 관련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감소해줄 수 있다. 또한 첫 구매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주어진 정보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기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
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비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
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한 시점별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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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출산 후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육아로 인하여 
구매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어 출산 전에 구매한 소비자들과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 자원의 부족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은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고가 또는 해외 선진국의 브랜드를 선택하
는 등 비교적 선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즉, 구매 전 광고
나 주변인들에 의하여 보거나 들은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가격이나 제조국의 
이미지로부터 품질 수준을 판단하여 구매하고 있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신이 ‘육아용품 욕심’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출산 후에 처음 구매한 소비자들 중 한 연구 참여자는 자
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매 욕심이 없다고 표현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출
산 후에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한 소비자들은 출산 전에 구매한 소비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육아용품 구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구매에 
높은 관여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시점에 따라 경험
하는 어려움과 구사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상대적
으로 급하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부족한 시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소비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준거집
단의 구전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며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 성향에 따라 준거집단을 동
조 또는 모방하거나 수혜자 또는 사용자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였으며, 타
인의 평가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거나 위해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다. 정보탐색 시간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거나 비고려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구매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준거집단의 획일화된 구매를 
극복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자가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에 따라 구사하는 전략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매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을 동
조 또는 모방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 또는 자신에게 익숙
한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었다. 육아용품 선택장애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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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공동의사결정을 하거나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구매하여 이를 그대
로 따라 구매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안전하지 않은 제
품을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소비자들은 제품의 전성분이나 소
재, 재질 등을 확인하여 구매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할 것이라 여겨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이라
고 불리는 제품을 선택하였다. 해외 선진국의 육아용품 안전규제를 신뢰하는 
소비자들은 해외직접구매를 하거나 해외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
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소비자
들은 준거집단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준거집단을 관찰하였으며, 과시하는 준거집단으로부터 영향 받은 
소비자들은 이들을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을 다른 준거집단에게 과시하
기도 하였고,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기도 하였다. 불필요한 제품을 구
매하지 않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원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
여 이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뒤 정보를 재구성하고 대안을 평가하였
다. 또한 육아용품 박람회를 방문하거나 브랜드를 변경하며 제품을 체험함으
로써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수혜자인 자녀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고려하여 선택하
였다. 가령, 의류를 구매할 때 고무줄로 된 바지를 선택하거나 의류의 품질
표시 라벨이 의류 내부가 아닌 외부에 부착된 것을 선택하고, 힙시트를 구매
할 때 아이의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메모리폼으로 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
다. 또한 많은 준거집단이 선택하는 제품은 그 준거집단의 자녀들에게 선호
된 것이라 여겨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을 선택하
고 있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맞추어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상당히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경험하는 어려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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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쉽게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관
련된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전략 중에는 소비자에게 불만족을 야기하는 문제적인 전
략이 있었다. 우선,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거나 ‘국민 육
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구매
하는 제품이 안전성, 편리성, 적절성, 만족도 측면에서 검증되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선호도와 성향, 체질, 체형 등이 다르기 때문
에 구매 후 소비자나 수혜자에게 맞지 않아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외 선진국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가격과 품질이 비
례한다고 여겨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소비자의 기대만큼 제품의 품질
이 좋지 않아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모두 소비자가 경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구매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과 자
녀에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적절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여섯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처음 
구매를 할 때,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
험이 있는 준거집단들을 동조하거나 모방하고 있었다. 이는 다수가 구매하는 
것이 품질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준거집단
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들
이 사용하는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 준거집단을 동조하거나 모방하
는 것이었다. 준거집단을 동조하거나 모방한 후 간혹 준거집단의 특성과 소
비자의 특성이 달라 불만족한 결과를 유발하기도 하였으나, 부족한 자신의 
사전지식에 대처하거나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할 때, 
준거집단의 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다수가 특정 제품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제품이 어느 정도 대중들로부터 검증받은 것이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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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있기 때문에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동일
한 구매행동을 보일지라도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행동이 
비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조 또는 모방소
비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간주되었으나 소비자의 행동을 평가할 때에는 소
비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곱째,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에서 느끼는 선택과부하와 선택피로
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 박지우(2016)의 심층면접 결과와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소비자들의 대처전략을 비교한 결과, 첫 구
매 또는 지속적인 구매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에 의한 정보
를 활용하고,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며, 브랜드를 변경하고, 구매 시간을 감
소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가
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였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전략과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전략, 특정 제조국의 제품 선택 전략,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전략, 고가의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은 첫 구매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이고 반복적
인 구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상적으로 자주 구매하
는 품목을 선택할 때에는 첫 구매와 달리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
에 습관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거나 구매 후 만족했던 제품을 선택하는 모습
을 보였다. 또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매장의 할
인 행사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미리 구매해놓는 모습
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듯 소비자가 첫 구매 또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구매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즉,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
문에 어떠한 제품을 선택해야하며, 어떠한 제품이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
는지 알 수 없어 준거집단이 주로 택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 134 -

또한 구매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타인의 평
가를 고려하여 구매하며, 특정 제조국의 이미지 또는 가격이 주는 신호를 제
품의 품질 또는 안전성과 연결하여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복적
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외부탐색 보다
는 내부탐색만으로도 제품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구
매하거나 자신이 만족했던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
는 방법을 잘 알아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를 통해
서는 초보 어머니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자 구사하는 대처전략
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어려움과 대처전략
의 외적 요인을 고루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질
적 연구의 경우,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한정하여 탐색된 연구이기 때문에 모
든 소비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면접참여자 모두 연구자가 표
본 선정 기준을 설정한 뒤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점도 결과를 일반화시키
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불어 질적 연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어려움과 대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정도나 각 변수별 차이를 파악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양
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질적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서는 심층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상화된 이론을 검증 가능한 이론
으로 변환해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질적으로 개발된 이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듯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접근을 혼합하여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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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실증분석

   제 4 장에서는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관한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함으로써 그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2절에서는 양적으로 수집된 자료
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3절에서는 본 장에서 도출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기술하였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결과가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양
적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
구문제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뒤, 본 연구
의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서술하
였다. 이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육아용품 구매 경향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는 심층면접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원회(승인번호 IRB No. 1707/003-029)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도출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여 그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
략의 경향을 파악하고, 어려움 유형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소비자들이 경험
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제품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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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은 어떠하며, 소비자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1-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은 어떠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그 경

향은 어떠한가?
       1-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에 따라 소비자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 전략과 구매 후 결과는 어떠한가?  
       2-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전략은 어떠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

며, 그 경향은 어떠한가?
       2-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집단들은 배

경변인과 대처전략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집단들은 각각 배

경변인에 차이가 있는가?
       3-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집단들은 각각 사

용하는 대처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영향요인은 무엇이며, 대처전략

과 구매 후 결과는 어떠한가?
       4-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4-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 구매 후 결과의 인과

적 구조는 어떠한가?
       4-3.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 구매 후 결과의 인과

적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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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구문제 4]의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소비자조사는 심층면접과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육아용품을 직접 구매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육아용품의 주 구매자인 어머니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접과 마찬가지로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
음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을 원활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첫째 자녀가 미취
학 상태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18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의 출생
연도가 2011년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12년 ~ 2018년생의 첫째 자녀가 있
는 어머니들로 한정하였다. 첫째 자녀들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인구비례할
당 표집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2018년 5월 초
인 관계로 2018년생이 아직 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17년
생과 2018년생을 묶어 <표 4-15>와 같이 다른 출생연도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을 할당하였다.
   본 연구는 본 조사에 앞서 총 두 번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
조사는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던 어머니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며, 이들을 통하여 이해가 안 되는 설문 문구와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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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받았다. 이후 2차 예비조사부터 본 조사까지는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마
크로빌 엠브레인을 통해 수행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18년 5월 5일 ~ 5월 
7일까지 총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의 신
뢰도를 검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5월 8일 ~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부실응답
을 제외한 565부 중 첫째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가 첫 구매가 아니었다는 
응답 28부를 제외한 총 53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조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및 타당도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의 조사도구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했다. 질
문지는 <표 4-1>과 같이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
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앞서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
의 어려움, 어려움에 대한 대처 전략, 어려움 영향 요인, 구매 후 결과를 측
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스크리닝 질문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소비자조사의 특징은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설문문항을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던 소비자들의 언어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보다 객관적으로 질적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참
고로 본 소비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층면접에
서 도출한 개인적인 요인인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구
매경험, 사전지식,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관여도, 소비자 자원과 사
회적 요인인 육아용품 시장 특성에 대한 인식, 준거집단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배경변인이라고 보았다. 모
든 문항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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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측정문항

Ⅰ 스크리닝
- 성별, 자녀유무, 첫째 자녀의 미취학여부, 육아용품 주구매

자 여부, 첫 구매 여부

Ⅱ
소비자의 
배경 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 첫째 자녀의 출생연도, 첫째 자녀의 다둥이 
여부, 자녀 수, 둘째 이하 자녀의 출생연령, 
응답자 연령, 첫째 자녀 구매 시점의 직업, 
출산준비 여부와 그 이유, 응답자 최종학력, 
응답자의 현 소득, 응답자의 주관적 현재 경
제상태

개인적 요인

- 육아용품 구매 특성에 대한 인식 (3문항)
- 소비자의 구매경험과 사전지식 (4문항)
-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5문항)
- 관여도 (4문항)
- 소비자 자원 (3문항)

사회적 요인
- 육아용품 시장 특성 (3문항)
-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7문항)
- 어머니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1문항)

Ⅲ -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15문항)
Ⅳ -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전략 (18문항)

Ⅴ 구매 후 결과
- 구매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 (1문항)
- 대처전략에 대한 만족도 (1문항)
- 대처전략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 정도 (1문항)

<표 4-1> 설문문항의 구성

(1) 배경변인 

가. 육아용품 구매 특성에 대한 인식

   먼저, 육아용품 구매 특성은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할 3가지 속성인 수혜자, 사용자,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용품 구매 
특성은 수혜자 정보 부재에 대한 인식, 사용자 고려에 대한 인식, 자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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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단계별 제품의 세분화 인식으로 나누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모두 심층면접
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조작적 
정의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할 3가지 속성인 수혜자, 사용자, 그리고 제
품의 특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도

문항
구성

수혜자 정보 부재에 
대한 인식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자녀에게 맞는 것이 무엇
이며,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사용자 고려에 대한 
인식

육아용품은 엄마의 편리성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해야하는 제품이다

자녀 발달 단계별 
제품의 세분화 인식

육아용품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표 4-2> 육아용품 구매 특성에 대한 인식 문항

나. 소비자의 구매경험과 사전지식

   소비자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게 된 시점에서
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구매경험과 사전지식은 <표 4-3>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구매경험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지
의 여부로 정의하였으며, 사전지식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처음 구매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구매경험의 경우 총 3가지의 측면에서 측정이 되었는데, 이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의하게 되었다. 처음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직접 구매경험과 간
접 구매경험으로 나누어 총 2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였다. 이중 직접 구매
경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를 낳기 전에 육아용품을 직접 구
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물어본 결과, 많은 어머니들이 지인을 위하여 출산선
물을 한 경험과 혼동하여 자녀를 갖기 전에 육아용품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이 많았다. 즉, 첫 자녀를 갖게 되어 본격적으로 
자신과 자녀를 고려하여 다양한 품목의 육아용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과 
지인을 위한 출산 선물 경험을 분리하여 응답하였던 심층면접의 연구 참여
자들과 반대되는 결과가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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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경험

조작적 정의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지의 
여부

문항 구성

첫째 자녀를 낳기 전에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첫째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육아용품을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구매한 것이 처음이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나의 자매(언니, 여동생)나 지인 등이 육아용
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거나 도운 적이 있다

사전 
지식

조작적 정의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처음 구매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갖
고 있는 지식의 정도

문항 구성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육아용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

Cronbach’s α : .807

<표 4-3> 첫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에 대한 문항

   이에 이와 관련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직접 구매경험을 
선물 구매경험과 소비자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으로 
분리하여 측정하기로 하였다. 즉, 자녀를 갖기 전에 지인들에게 육아용품을 
선물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다양하게 육아용품을 본격적으로 구매한 것
이 첫째 자녀를 갖게 된 시점이었는지의 여부로 물었다. 그 결과, 본 조사에
서는 예비조사 때와 다르게 응답자들이 이를 분리하여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565명의 응답자 중 537명이 자녀를 갖게 되어 육아용품을 본격적
으로 다양하게 구매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응답하였다. 28명의 소비자들은 ‘아
니다’고 응답하여 이들은 첫 구매를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
하지 않는다고 여겨 조사대상자의 스크리닝 차원에서 이들을 제외하였다. 
   이렇듯 지인을 위한 출산 선물 경험과 자녀를 갖게 되어 본격적으로 육
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심층면접의 연구 참
여자들이 출산 선물을 구매할 때에는 대부분 단품의 육아용품을 구매하거나 
매장 직원이 추천한 제품 또는 온라인 매장에 ‘출산 선물’이라고 명시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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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선택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에 자녀를 갖게 되어 육아용품을 구매했을 
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즉, 소비자가 출산 선물을 위한 목
적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와 소비자의 자녀가 사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고민 없이 구매하기 때문에 
출산 선물 경험으로 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다고 심층면접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선물 경험과 자녀를 
갖게 되어 경험한 육아용품 구매경험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간접 경험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중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
우 그들의 구매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전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간접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주변인을 관찰했을 뿐, 실질적
으로 자신이 직접 관여되어 정보탐색을 하고 대안을 평가한 경험이 없기 때
문에 사전지식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간접 경험이 있는 소비자
와 없는 소비자 간에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응답자들에게 자매나 지인 등의 육아용품을 관찰하거나 도운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렇게 하여 구매경험은 출산 선물 구매경험과 자
녀를 갖게 되어 육아용품을 구매한 것이 첫 구매였는지의 여부, 주변인에 의
한 간접경험 여부로 나뉘었으며, 모두 구매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측정 문항은 모두 심층면접과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사전지식에 대하여 Bettman & Park(1980)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기억 
속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잔량이라고 하였다. 또한 Duhan et al.(1997)은 
소비자 지식을 특정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소유한 경험과 정보, 그리고 친
숙함이라고 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지식’을 처음 육아용
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소비자가 가진 경험과 정보, 친숙 정도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할 때에는 구매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
다. 그러나 심층면접의 연구 참여자들이 처음 구매할 때  ‘무지(無知)’의 상
태였다는 언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의 지식과 경험이 비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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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있으나, Park et al.(1994)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 중 객관적 지식보
다는 주관적 지식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지식을 측정하
기로 하였다. 
   사전지식 중 소비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지식수준인 주관적 지식과 소비
자가 실제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흔히 
오답이 정해진 퀴즈를 제시하여 측정하는 객관적 지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첫 육아용품 구매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조
사 시점에 이미 육아용품에 익숙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을 첫 
구매 시점의 당시에 맞춰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 
즉 첫 구매 시점에 육아용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는
지를 평가하는 문항을 사지연・여정성(2014)의 주관적 지식 측정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표 4-3>과 같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사전지식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0.807이었다. 

다.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외 
육아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과 신뢰성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안전성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과 안전 규제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하
였으며, 국내/외 육아용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국내 육아용품에 대한 안전
성 인식과 국내/외 육아용품의 안전에 대한 비교 평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중 후자의 경우, 안전문제 발생 빈도가 추가되어 측정되었다. 국내/외 육
아용품의 안전에 대한 비교를 물은 이유는, 심층면접에서 많은 연구 참여자
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국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언
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의 육아용품에 비하여 해외 선진국의 육아
용품을 더 안전하게 여기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상의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국내 육아용품에 대한 안전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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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811이었고, 국내/외 육아용품의 안전에 
대한 비교 평가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772이었으며, 모두 심층면
접의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조작적 
정의

국내/외 육아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과 신뢰성 정도

문항
구성

국내 
육아용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

나는 한국의 육아용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의 육아용품 안전규제나 정책을 신뢰한다

Cronbach’s α : .811

국내/외 
육아용품의 
안전에 대한 
비교 평가

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육아용품이 한국보다 안
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육아용품 안전규제나 정
책을 한국보다 신뢰한다
나는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Cronbach’s α : .772

<표 4-4> 육아용품 안전성 인식 관련 문항

   
라. 관여도

   관여도는 <표 4-5>와 같이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와 중요
성, 고민 정도, 그리고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 정도로 정의되었다. 구
체적으로 육아용품 구매의 의미, 육아용품 구매의 중요성, 육아용품에 대한 
고민 정도, 최선의 육아용품을 구매한 정도로 구성되었다. 관여도에 대한 문
항은 Zaichkowsky(1985)와 이주연・이영주(2013)의 척도와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관여도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0.84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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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와 중요성, 고민 정도, 그리고 최선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 정도

문항
구성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육아용품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의 육아용
품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Cronbach’s α : .845

<표 4-5> 관여도에 대한 문항

마. 소비자 자원

   소비자 자원은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충분성과 주변 제공의 육아용품 자원의 정도, 주변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중 경제적 자원의 충분성은 
김민정・최현자(2007)의 주관적 재무상태에 대한 문항을 토대로 개발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한 시점에 대한 주관적 재
무상태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재무상태는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한 당시에 대
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경제적 자원의 
충분성은 1점(매우 어려웠다)에서 5점(매우 여유가 있었다)까지의 5점 척도
로 측정했다. 
   주변 제공의 육아용품 자원은 소비자가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육아용품을 소유했던 정도를 의미하며, 소비자가 첫 육아용품 구매 시
점에 소유한 육아용품이 많은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 간에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어려움이나 대처 전략이 다를 것이라 여겨 측정하게 되었다. 이 
문항은 1점(전혀 없었다), 2점(일부 있었다), 3점(매우 많았다)까지의 3점 척
도로 측정했으며,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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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인식

문항
구성

구매 당시의 
주관적 경제 상태

귀하는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당시에, 가계의 경제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다고 생각하
십니까?

주변 제공의 
육아용품 자원의 

정도

귀하는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
던 시점에 주변으로부터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선물 받
은 적이 있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은 

정도

귀하는 첫째 자녀가 신생아인 시절에 남편이나 양가의 
가족, 육아도움이 등으로부터 육아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표 4-6> 소비자 자원에 대한 문항

   주변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은 정도는 앞서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핵가
족화와 이웃과의 단절로부터 도출된 문항이며,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
매한 시점, 즉 처음 육아를 시작한 시점에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육아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소비자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적 자원이 다를 것이
라 여겨 이를 측정하였다. 주변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은 정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바. 육아용품 시장 특성

조작적 
정의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

문항
구성

정보 다양성
육아용품 시장에는 육아용품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

품목 다양성 육아용품의 품목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브랜드 다양성 육아용품 시장에 브랜드의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

Cronbach’s α : .857

<표 4-7> 육아용품 시장 특성 관련 문항

   육아용품 시장 특성은 <표 4-7>과 같이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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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인식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용품 시장 특성은 육아용품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다양성, 품목의 다양성, 브랜드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육아용품 시장 특성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0.857이
었으며, 모두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사.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

조작적 
정의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

문항
구성

확장된 
구매의사결정 

성향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여 육아용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출산 전 미리 
구매 성향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미리 출산
준비를 하였다

간소한 구매 
성향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다양한 육
아용품을 구매하기보다는 간소하게 구매하고 있었다

동조 소비 성향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민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었다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해외 브랜
드의 육아용품을 선호하고 있었다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육아용품이 있었다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이 구매하는 
육아용품의 브랜드들은 모두 비슷하였다

Cronbach’s α : .785

<표 4-8>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문항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은 <표 4-8>과 같이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은 확
장된 구매의사결정 성향, 출산 전 미리 구매 성향, 간소한 구매 성향, 동조 
소비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조 소비 성향 내에는 국민 육아용품 구매, 
해외 브랜드 선호, 유행 육아용품의 구매, 획일화된 구매로 이루어져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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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동조 소비 성향의 Cronbach’s α 계수는 0.785이었고, 모두 심층면접의 결
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아. 사회적 고정관념

   사회적 고정관념은 <표 4-9>와 같이 소비자가 어머니들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고정관념은 소비자
가 사회적인 인식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구성되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
로 측정했으며, 모두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
다.

조작적 
정의

소비자가 어머니들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정도

문항
구성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구매해
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표 4-9>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문항

(2)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은 첫째 자녀가 출산하기 전부터 생후 12
개월까지 이루어진 육아용품 구매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의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앞서 심층면접에서 어려움은 총 10개의 범주와 하위범주 23개가 도
출되었는데, 하위범주를 토대로 23개의 어려움을 그대로 문항으로 개발할 
경우 과도한 문항 수로 인하여 응답자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응답의 신뢰도
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표 4-10>과 같이 각 어려움을 
언급한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수와 각 어려움들의 연관성을 토대로 어려움을 
축약하여 총 1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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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도출 어려움(23개) 언급자 
수

소비자조사를 위하여 추출된 
어려움(15개)

구매 
대상 
제품 
선정 

어려움

무엇을 구매할지 모름 8
무엇을 구매해야할지 몰라 막막함생소한 육아용품의 용어로 인한 

어려움 1

필요/불필요 제품을 판단하기 
어려움 4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정보 
선별 

어려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수가 없음 3 정보가 너무 많아 나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것이 

어려움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움 5

주변 
정보원 
부재 

아쉬움

주변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아쉬움 3 내 주변에는 최근에 아기를 낳아 

육아용품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 아쉬움주변으로부터 직접적인 구매경험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 4

수혜자 
중심 
선택 

어려움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가 없어 
선택이 어려움 1

나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제품이 아이에게 맞는지 몰라 

육아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
수혜자에게 적절한 제품을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3

수혜자의 선호도를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3

발달 단계에 맞는 육아용품을 
구매해야하는 것에 대한 고민 2

아이의 발달에 맞게 또는 아이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육아용품을 

고르기 위하여 고민   
구매 
충동 

스트레스

구매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3 좋아 보이는 육아용품을 보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내게 생기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준거가격 상승에 따른 고민 2

구매대상 
제품 
선정 

어려움

육아용품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4 육아용품의 종류와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브랜드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2

타인의식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감

준거집단 소유 제품에 대한 
경쟁심과 불안함 5 다른 엄마들이 소유한 육아용품은 

나도 구매해야할 것 같은 불안함

타인의 평가 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1

다른 사람들이 나와 아이가 사용하는 
육아용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쓰임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대한 
거부감 2

엄마들이 구매하고 선호하는 
육아용품이 다양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거부감
구매
시간  

피로감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족 5 나는 육아를 하면서 육아용품을 
알아볼 시간이 없어 힘듦

높은 
가격 
짜증

높은 육아용품 가격으로 인한 짜증 4 육아용품의 가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낌

<표 4-10> 소비자조사를 위한 주요 어려움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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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도출 어려움(23개) 언급자 
수

소비자조사를 위하여 추출된 
어려움(15개)

끊임없는 
구매 

버거움 
피로감

육아용품의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6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심적으로 부담

안전성 
불신 

두려움
구매한 제품의 위해성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8 어떠한 육아용품이 위해한지 알 수 
없어 두려움

<표 4-10> 소비자조사를 위한 주요 어려움의 추출 - 계속

  구체적으로 어려움은 <표 4-11>과 같이 무엇을 구매해야할지 모르는 막막
함과 필요/불필요 제품 판단의 어려움, 정보 선별의 어려움, 주변 정보원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 수혜자 적절성 어려움, 수혜자의 발달에 맞춘 제품 구
매에 대한 고민, 충동구매 욕구로 인한 스트레스, 선택과부하, 경쟁의식에 
따른 불안감, 타인의식에 따른 어려움, 획일화된 어머니들의 구매에 대한 거
부감, 시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 육아용품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적 부
담감, 육아용품의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위해한 제품 선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0.872였다.

조작적 
정의

첫째 자녀가 출산하기 전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이루어진 육아용품 구매 과정에
서 경험한 어려움의 정도

문항 
구성

무엇을 
구매할지 모름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무엇을 구매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다

필요/불필요 
판단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보선별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 나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것이 어려웠다

주변 정보원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내 주변에는 최근에 아기를 낳
아 육아용품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 아쉬
웠다

<표 4-1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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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성

수혜자 기준 
선택 어려움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나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제품이 아이에게 맞는지 몰라 육아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수혜자 발달 
고려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아이의 발달에 맞게 또는 아이
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육아용품을 고르기 위하여 고민하
였다   

충동구매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좋아 보이는 육아용품을 보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내게 생기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다

선택과부하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육아용품의 종류와 브랜드가 너
무 많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경쟁심
다른 엄마들이 소유한 육아용품은 나도 구매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타인평가
의식

다른 사람들이 나와 아이가 사용하는 육아용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쓰였다

구매 획일성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엄마들이 구매하고 선호하는 육아용
품이 다양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
다

시간 부족
육아나 가사업무 또는 회사업무 등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육아용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다양성 부담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가격 부담 육아용품의 가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위해 제품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매하여 내 아
이에게 해를 줄까봐 두려웠다

Cronbach’s α : .872

<표 4-1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 - 계속

 
(3)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 전략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 전략은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구사하는 전략의 사용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어려움과 같이 과도한 문항 수로 인한 소비자의 설문 
피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항을 축약하였다. 심층면접에서 전략은 10개의 
범주와 28개의 하위범주, 3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각 전략을 언급한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수와 각 전략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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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전략을 축약하여 <표 4-12>와 같이 총 18개의 문항
을 개발하였다. 

심층면접 도출 전략(32개) 응답자 
수

소비자조사를 위하여 추출된 전략(18
개)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주변인의 구전정보 활용 전략 10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그들을 관찰함

온라인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12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SNS 등에 게
시된 엄마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그

들을 관찰함

준거집단 
동조
모방

국민육아용품 선택 전략 8 엄마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기준
으로 육아용품을 선택하거나 국민 육

아용품을 구매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거

집단 동조/모방 전략 11

수혜자 
기준

자녀의 편리성 고려 전략 8 자녀의 발달이나 편리성 또는 만족도
를 고려하여 구매자녀의 발달성 고려 전략 6

자녀의 만족도 고려 전략 3
사용자 
기준

사용자 선호 디자인 선택 전략 5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을 기준으로 선택사용자의 편리성 고려 전략 5

구매 
효율성
추구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판매자 정
보 활용 전략 6 체험하고, 판매자의 설명을 듣기 위하

여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브랜드 지속적 변경 전략 2 체험하기 위하여 브랜드를 지속적으
로 변경

타인의식
선택 타인 시선 고려 전략 7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고려해서 구매

정보탐색 
시간 
감소

한정된 시간 자원 극복 전략 3 익숙한 브랜드 선택

경제적 
상황 
고려/
비고려

경제적 상황-가격 고려하지 않는 
전략 2 나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비싸더라도 구매고가의 제품 선택 전략 1
저렴한 제품 선택 전략 5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육아용품을 
구매

가성비 높은 제품 선택 전략 2
경제적 상황-가격 타협 전략 3

중간 가격대의 제품 선택 전략 2
해외직접구매 선택 전략 9 해외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해외직접구

매위해제품
차단 해외 선진국 제품 선택 전략 5

위해제품
차단

제품 표시 정보 활용 전략 6 제품에 표시된 성분 또는 안전마크 
등을 보고 선택제품 성분 고려 전략 3

안전사고 여부 확인 전략 2

<표 4-12> 소비자조사를 위한 주요 전략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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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도출 전략(32개) 응답자 
수

소비자조사를 위하여 추출된 전략(18
개)

구매 
효율성
추구

공동의사결정전략 3 남편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의논을 
하여 육아용품을 선택

육아용품 관련 도서 정보 활용 
전략 3 육아용품 도서를 활용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
다 구매하는 전략 2 육아용품을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구매구매의 간소화 전략 2

정보의 대조/재구성 전략 8
 육아용품 리스트, 구매후기 등 다양
한 정보를 탐색한 뒤 나의 기준에 따

라 정보를 대조하고 재구성

구매 
획일성
극복

준거집단 비동조 전략 1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나 제품을 구매
국산 브랜드 선택 전략 1

준거집단 내 차선 구매 제품 선
택 전략 3

<표 4-12> 소비자조사를 위한 주요 전략의 추출 - 계속

   구체적으로 전략은 <표 4-13>과 같이 주변 준거집단의 정보 탐색 전략, 
온라인 준거집단의 정보 탐색 전략, 준거집단 동조 또는 모방 전략, 수혜자
의 발달, 편리성, 만족도 고려 전략, 사용자 선호도, 편리성 고려 전략, 육아
용품 박람회를 통한 체험 전략, 브랜드 지속 변경 전략, 타인의식적 선택 전
략, 안전 기준 선택 전략, 해외 제품 선택 전략, 준거집단과의 차별화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고가의 제품 선택 전략, 경제성을 고려한 전략, 
공동 의사결정 전략, 육아용품 안내 도서 활용 전략, 간소한 구매 전략, 정
보 재구성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전략의 사용 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
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는 소비자가 특정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
우 0점을 부과하고, 육아용품을 10번 구매하였을 때 10번 모두 특정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10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은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을 대
처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829였다. 



- 154 -

조작적 
정의

소비자가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구사
하는 전략의 사용 정도

문항 
구성

주변 구전정보 내 주변의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그들을 관찰하였다. 
온라인 

구전정보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엄마들의 정보를 활
용하거나 그들을 관찰하였다

준거집단 동조
엄마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육아용품을 선택하
거나 국민 육아용품을 구매하였다

수혜자 기준
내 자녀의 발달이나 편리성 또는 만족도 등 자녀를 고려하여 
구매하였다

사용자 기준
엄마인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 등 나
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박람회
육아용품을 체험하고, 판매자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육아용
품 박람회를 방문하였다

브랜드 변경
육아용품을 체험하기 위하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해보았다

타인의식 고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고려해서 구매하였다 
안전성 제품에 표시된 성분 또는 안전마크 등을 보고 선택하였다

해외 제품 해외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해외직구를 하였다
차별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였다

익숙한 브랜드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였다

고가 제품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나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비싸더라도 구매하였다

가성비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육아용품을 구매하였다

공동의사결정
남편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의논을 하여 육아용품을 선택하였
다

도서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활용하였다
간소한 구매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구매하였다

정보 재구성
육아용품 리스트, 구매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 뒤 나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대조하고 재구성하였다 

Cronbach’s α : .829

<표 4-13>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 전략에 대한 문항

(4)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는 <표 4-14>와 같이 소비자가 첫 구매를 
완료한 후 자신의 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
로, 구매 후 결과는 소비자가 구매한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이 구
사한 전략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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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로 측정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동조 소비 성향의 Cronbach’s α 계수는 0.836이
었고, 모두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조작적 
정의

소비자가 첫 구매를 완료한 후 자신의 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 

문항
구성

육아용품 만족도 내가 구매한 육아용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대처전략 만족도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며 사용한 나의 구매 방법들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대처전략에 의한 
어려움 극복 정도

나는 적절히 구매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첫 육아용품 구
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Cronbach’s α : .836

<표 4-14>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 문항

2)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는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소비자학 박사 2명과 
박사과정생 4명으로부터 조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수정・보완
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ronbach’s α 값을 구한 결과 그 수준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18.0의 프로그램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
였다. 우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후,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각 배경변인들, 출산 전 육아용품 구매 
여부, 어려움, 전략, 구매 후 만족도 등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등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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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고, 요인의 회전에 의한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
어 있는 변수의 수들을 축소하여 요인의 해석에 초점을 맞춘 베리멕스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하였다(채서일, 201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형화
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려움에 따른 소비자 유형
별 배경변인과 대처전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검정, 일원
분산분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유형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사
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으며,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산
출한 후, 변수들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첫째 자녀들의 출생연도를 한국의 인구통계비율에 
따라 할당표집을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연령인 2012년생부터 
본 연구가 진행되는 2018년 5월까지 태어난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2018년생은 조사가 마무리 된 2018년 5월 13일까
지 출생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2017년과 함께 묶어 할당표집 하였다. 조사
대상자와 자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15>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들의 자녀 수는 1명이 377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명으로 149명(27.7%), 3명이 11명(2.0%)이었다. 아직 첫째 자녀
들의 나이가 어리고 향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보더라도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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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30대의 
어머니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30 ~ 34세의 어머니들이 236명(43.9%)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5 ~ 39세로 222명(41.3%), 40 ~ 46세가 43명
(8.0%), 23 ~ 29세가 36명(6.7%)이었다. 이는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 실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첫째 
출생 
연도

2012년(6세) 85(15.8)

응답자 
연령

23 ~ 29세 36(6.7)
2013년(5세) 83(15.5) 30 ~ 34세 236(43.9)
2014년(4세) 87(16.2) 35 ~ 39세 222(41.3)
2015년(3세) 88(16.4) 40 ~ 46세 43(8.0)
2016년(2세) 82(15.3) 계 537(100)
2017+2018년

(0세+1세) 112(20.9)
응답자 
교육
수준

고졸 41(7.6)
전문대졸 96(17.9)

계 537(100)
대졸 339(63.1)

자녀 
수

1명 377(70.2)
대학원 이상 61(11.4)2명 149(27.7)

계 537(100)3명 11(2.0)
계 537(100)

현재 
월평균 
소득

300만 미만 103(19.2)

현재 
주관적 

경제
상태

여유 없는 편 71(13.2) 300-400만 미만 107(19.9)
400-500만 미만 119(22.2)보통 329(61.3)
500-600만 미만 101(18.8)

여유 있는 편 137(25.5) 600만 이상 107(19.9)
계 537(100) 계 537(100)

거주 
지역

서울 136(25.3)

구매 
당시 
직업

전업주부(휴직 
포함)

265(49.3)

서울 제외 
대도시

148(27.6) 시간제 취업주부 17(3.2)

경기도 153(28.5) 전일제 취업주부 252(46.9)
기타 지역 100(18.6) 학업 주부 3(0.6)

계 537(100) 계 537(100)
※ 연령은 만 나이 기준

<표 4-1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339명(63.1%)이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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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그 다음이 2~3년제 대학 졸업자로 96명(17.9%)이었고, 대학원 이
상이 61명(11.4%), 고졸이 41명(7.6%)이었고 중졸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한 시점에 휴직을 포함하
여 전업주부였던 응답자들이 265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
일제 취업 주부들로서 252명(46.9%), 시간제 직업을 가진 주부가 17명
(3.2%), 학업을 가진 주부가 3명(0.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58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을 제
외한 대도시(광역시, 특별자치시)가 155명(27.4%), 서울이 145명(25.7%), 기
타 지역이 107명(18.9%)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첫 구매 당시 시점에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계경제 상태는 
소비자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추후 육아용품 구매 관련 소비자 
특성에서 살펴볼 예정이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현재 조
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 상태와 현재의 월평균 가계 소득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현재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 상태를 <표 4-21>
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보통’이 329명(61.3%)으로 첫 구매 당시보다 증가
하였으며, ‘여유 있는 편’은 137명(25.5%)으로 감소하였고, ‘여유 없는 편’이 
71명(13.2%)으로 첫 구매 당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현재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소득을 구간 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가장 낮은 구간인 300만원 미만이 103명(19.2%), 가장 높은 구간인 600만 
원 이상이 107명(19.9%)으로 나타났다.      
   
6. 육아용품 구매 관련 소비자 특성

1) 소비자의 구매경험 여부와 사전지식 수준

   조사대상자가 첫 육아용품 구매 이전에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4-16>과 같이 나타났다. 첫 육아용품 구매 
이전에 지인 등에게 육아용품을 선물(출산 선물)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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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26명(79.3%)이었으며, 경험이 없는 경우는 111명(20.7%)이었다. 그 다
음 간접 구매경험을 묻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하기 전에 자
매나 지인의 육아용품 구매를 관찰하거나 도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
어본 결과, 응답자 중 302명(56.2%)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빈도는 235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빈도 %

선물 
구매경험

첫째 자녀를 낳기 전에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 426 79.3
아니다 111 20.7

계 537 100

간접 경험 
여부

아이를 낳기 전에 나의 자매(언니, 
여동생)나 지인 등이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거나 도운 적이 있다

그렇다 235 43.8
아니다 302 56.2

계 537 100

<표 4-16> 조사대상자의 육아용품 구매경험 

   조사대상자가 첫 육아용품 구매 시점에 육아용품 사전지식 수준이 어떠
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표 4-17>과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2.43점으로 약간 
낮은 편이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2.44 0.787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육아용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

2.41 0.871

육아용품 지식 수준 2.43 0.760

<표 4-17> 조사대상자의 육아용품 사전지식 수준 (N=537)

2) 육아용품 구매 특성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육아용품 구매할 때 고려해야할 3가지 속성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4-18>과 같이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3.8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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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정보 부족을 3.88점으로 높
게 인식하였고, 사용자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선택에 대해서도 3.89점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며, 아이의 발달에 따라 육아용품이 세분화되어 있는 특성은 
4.07점으로 나타나 3개의 항목 중 소비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자녀 정보 
부족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자녀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며,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3.88 0.757

사용자 고려
육아용품은 엄마의 편리성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해야하는 제품이다
3.89 0.732

발달별 제품 
세분화

육아용품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4.07 0.627

<표 4-18> 조사대상자의 육아용품 구매 특성에 대한 인식 (N=537) 

3)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국내 육아용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 정도는 <표 4-19>와 
같이 5점 만점에 2.98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한국의 육아용품이 
비교적 안전하지만(3.12점), 육아용품과 관련된 한국의 안전규제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2.83점)는 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외 선진국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조사대상자들은 해외 선진국의 육아용품을 더 안전
하다고 인식(3.63점)하며, 육아용품과 관련된 안전규제나 정책을 더 신뢰
(3.73점)하고, 한국이 선진국보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한다
고 생각(3.49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진국과 한국의 안전에 대한 
비교 평가를 종합한 점수는 3.61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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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국내 

육아용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

나는 한국의 육아용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12 0.733
나는 한국의 육아용품 안전규제나 정책을 

신뢰한다
2.83 0.787

합계 2.98 0.697

국내/외 
육아용품의 
안전에 대한 
비교 평가

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육아용품이 한국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63 0.819

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육아용품 
안전규제나 정책을 한국보다 신뢰한다

3.73 0.800

나는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3.49 0.806

합계 3.61 0.670

<표 4-19> 조사대상자의 육아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N=537) 

4)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에게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표 
4-20>과 같이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대부분 육아용품 시장에 정보가 너무 많고(4.48점), 품목이 
다양하며(4.60점), 브랜드의 종류가 많다(4.56점)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육아용품 시장에는 육아용품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
4.48 0.672

육아용품의 품목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4.60 0.577
육아용품 시장에 브랜드의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 4.56 0.599

<표 4-20> 조사대상자의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 (N=537)

5) 소비자의 구매를 위한 자원의 충분성

   조사대상자에게 구매를 위한 자신의 자원을 충분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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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첫 구매 시점의 주관적 경제 상태
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7%(283명)로 가장 많았다. <표 
4-14>의 현재 시점의 주관적 경제 상태와 비교했을 때 첫 구매 시점이 여유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더 많았으며(34.1% → 25.5%), 여유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중 도
구적 지원과 관련되어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육아용품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주변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주변으로부터 제공받은 육아용품이 일부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4%(378명)로 가장 많았다. 육아 도움을 조사한 이유는 육아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따라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달라질 것
이라 여겨서이며,  대체로 그렇다가 229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매우 그렇다(125명, 23.3%)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주변으로부
터 육아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거나 거의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84명)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항목 구분 빈도 %
귀하는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당시에, 가계의 경제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유 없는 편 71 13.2
보통 283 52.7

여유 있는 편 183 34.1
계 537 100

 귀하는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던 시점에 주변으로부터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다 46 8.6
일부 있었다 378 70.4
매우 많았다 113 21.0

계 537 100

귀하는 첫째 자녀가 신생아인 시절에 
남편이나 양가의 가족, 육아도우미 

등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2 6.0
그렇지 않다 52 9.7

보통 99 18.4
대체로 그렇다 229 42.6
매우 그렇다 125 23.3

계 537 100

<표 4-21> 조사대상자의 자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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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의 육아용품 구매 관여도와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어머니들의 구매 관여도를 살펴본 결과, <표 4-22>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6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육아용품 구매에 매우 
높게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
인 기대 또는 고정관념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08점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인 고정관념에 맞추어 구매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육아용품
관여도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3.67 0.748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3.93 0.720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육아용품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4.02 0.724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의 육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4.13 0.699

합계 3.94 0.597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구매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4.08 0.777

<표 4-22> 조사대상자의 육아용품 관여도와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N=537) 

7) 준거집단의 육아용품 구매 성향

   조사대상자들은 심층면접으로 도출된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관련 문항에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준거집단이 간소하게 구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3.0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국민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것은 4.16점으로 가
장 높았고, 각 영역별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표 4-2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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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여 육아용품을 구매하고 있었다
3.88 0.609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미리 
출산준비를 하였다

3.89 0.684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다양한 
육아용품을 구매하기보다는 간소하게 구매하고 있었다

3.07 0.858

동조소비
성향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민 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었다
4.16 0.718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은 
해외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선호하고 있었다

3.39 0.812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육아용품이 있었다

3.98 0.703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들이 
구매하는 육아용품의 브랜드들은 모두 

비슷하였다
3.77 0.687

합계 3.82 0.570

<표 4-23> 조사대상자의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수준 (N=537)

8) 첫 구매 시점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출산 후에 필요한 육아용품
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다양한 이유로 육아용품을 출산 후에 구매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하는 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출산 전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결과, <표 4-24>와 같이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
한 응답자들은 444명(82.7%)이었고,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한 응
답자들은 93명(17.3%)이었다. 
   출산 전 미리 육아용품을 구매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구매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여겨 미리 구매하
였다고 한 응답자가 209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매사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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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계획하는 성향이라는 응답자가 181명(33.7%)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는 준거집단이 출산 전 미리 구매하기 때문에 자신도 이를 따랐다는 응답
자가 25명(4.7%),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였다는 응답자가 19명(3.5%)이었다. 나머지는 출산 선물
이나 물려받은 육아용품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과 기타 응답자들이
었는데, ‘기타’의 경우 ‘당연히 미리 구매해야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첫 구매 시점 (537명 대상)
출산 전 구매

444명 (82.7%) 
출산 후 구매

93(17.3%)
이유 빈도(%) 이유 빈도(%)

미리 구매하는 성향 181(33.7) 필요 시 구매하는 성향 31(5.8)

출산 후 구매 시간 부족 209(38.9)
산후조리원/병원 등에서 
준거집단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하려고 함
8(1.5)

준거집단이 출산 전 구매 25(4.7)
출산 전 구매하면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 됨
29(5.4)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이 늦어질 수 

있음
19(3.5)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이 빠름

8(1.5)

조리원/병원 등의 출산 
선물 신뢰 안함

2(0.4)
조리원/병원 등의 출산 

선물로 충분
0(0)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물품 신뢰 안함

4(0.7)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물품으로 충분

10(1.9)

기타 4(0.7) 기타 7(1.3)

<표 4-24> 첫 구매 시점 및 이유 

   출산 후에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한 이유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구매하는 
성향이라는 응답이 31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출산 전에 구
매하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것 같아서가 29명(5.4%),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물품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가 10명(1.9%), 온라인 쇼
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미리 구매 안했다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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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명(1.5%)이었다. 나머지 ‘기타’의 경우 ‘조산’을 하였거나 ‘근무하느라 
바빠 출산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육아나 출산에 신경을 쓰지 않
았다’, ‘잦은 병원 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임신 당시 해외거주로 귀
국할 때 짐이 될까봐 안 했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조산, 이사 등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출산 전 또는 후에 육아용품을 구매할
지 결정하는 요인은 예전과 달라진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간적인 여유, 산후
조리원 등이 생긴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우선, 온라인쇼핑과 택배배송 시스
템이 보편화된 것과 관련하여 물품 배송이 빠르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은 출
산 후에 구매하는 반면, 물품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출산 전에 처음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매 시간과 관련
해서는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구매할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출산 후에 
구매하였으며, 출산 후에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은 출산 
전에 미리 구매하고 있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과 관련되어 소비자들은 산후조리원 등으로부터 받을 출산 선물과 산후조
리원에서 만나게 될 어머니들로부터 정보 획득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에 따라 출산 전이나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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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의 영향
요인

   본 절에서는 제 3 장에서 도출한 심층면접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설문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첫째,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의 하위차
원과 그 경향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을 어려움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둘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하위차원과 그 경향을 살펴보고,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를 살펴보았다. 셋째, 어려움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배경
변인과 대처전략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의 영향 요
인을 알아보고, 어려움과 대처전략,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의 구조관
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1. 첫 구매 어려움의 하위차원과 경향

1) 첫 구매 어려움의 하위차원

   앞서 심층면접 결과로부터 도출한 15개 문항을 토대로 소비자조사를 실
시한 뒤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이 어떠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행
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
인분석에 이용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와 유의성을 살펴보고,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검정을 실행하였다. 우선 상관관계 
행렬 상의 대부분의 상관관계 값들이 전반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고, 표준형
성 적절성의 KMO 측도 역시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0.890로 나타나 기준치
인 0.50보다 높기 때문에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므로, 본 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었다(이학식・임지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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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어려움 문항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5>와 
같으며,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이 갖는 총 설명력은 
58.692%로 나타났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선택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선택 어려움과 관
련된 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에 기인하는데, 구체적으로 구매경험
이 부족하여 필요/불필요한 제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선별이 어려우며, 
무엇을 구매해야할지 모르고, 나의 아이에게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선호
되는지 모르며, 선택과부하를 경험하고,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제품을 선택
하는데 고민하며, 주변 정보원이 부재한 것으로 인한 아쉬움이 구성된 것과 
관련된다. “선택의 어려움”의 고유값은 3.941이며, 설명력은 26.28%로 나타
났다. 
   두 번째 요인은 “타인의식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타
인의 평가에 대한 의식, 준거집단과의 경쟁심으로 인한 불안감, 준거집단의 
획일화된 구매에 대한 거부감, 충동구매 욕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구성된 것
과 관련되며, 이는 소비자의 타인의식적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라고 보았다.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고유값은 2.536이며, 설명력은 16.91%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
인에 포함된 가격 부담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관련되며, 유해한 제품을 구
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정보 자원의 부족과 관련되고, 육아용품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은 구매를 위한 시간 자원의 부족과 경제적 자원
의 부족과 관련되며, 육아나 가사, 직장업무로 인한 구매 시간의 부족 역시 
시간 자원의 부족과 관련된다.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과 두려움”의 고유
값은 2.327이며, 설명력은 15.51%이다. 
   도출된 3개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요인인 ‘선택의 
어려움’의 Cronbach’s α 값은 0.863,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값은 0.758,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의 Cronbach’s α은 0.700으로 나
타나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척도로서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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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ronbach’s 

α)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선택의 
어려움
(0.863)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불필
요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웠다

0.805 0.096 0.135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 나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것이 어려웠다

0.793  0.038  0.285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무엇을 구매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다

0.774  0.102  0.209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나의 아이가 무엇을 좋아
하고, 어떠한 제품이 아이에게 맞는지 몰라 육아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0.768  0.226  0.182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육아용품의 종류와 브랜드
가 너무 많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0.686  0.060  0.390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아이의 발달에 맞게 또는 
아이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육아용품을 고르기 위
하여 고민하였다  

0.611  0.027  0.377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내 주변에는 최근에 아기
를 낳아 육아용품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 아쉬웠다

0.534  0.483  -0.238  

타인의식
스트레스
(0.758)

다른 사람들이 나와 아이가 사용하는 육아용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쓰였다 0.025  0.822  0.087  

다른 엄마들이 소유한 육아용품은 나도 구매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0.235  0.706  0.271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엄마들이 구매하고 선호하는 육
아용품이 다양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거
부감이 있었다

-0.061  0.696  0.124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좋아 보이는 육아용품을 
보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내게 생기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다

0.278  0.598  0.263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

(0.700)

육아용품의 가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0.228  0.087  0.716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매하여 
내 아이에게 해를 줄까봐 두려웠다

0.236  0.075  0.668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0.300  0.340  0.628  
육아나 가사업무 또는 회사업무 등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육아용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0.112  0.282  0.531  

고유값 3.941 2.536 2.327
요인별 설명력(%) 26.276 16.905 15.511

총 설명력(%) 58.692

<표 4-25>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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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구매 어려움의 전반적 경향

   소비자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을 구성하는 요인별로 어떤 경
향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표 4-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의 어려움’이 5점 만점에 3.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3.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소비자
가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선택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어려움 항목을 합한 평균은 3.62점으로 나타나 소비자
들이 첫 구매에서 비교적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의 어려움’과 관련된 항목 중 정
보 선별에 대한 어려움이 4.11점으로 7개 항목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려움과 관련된 15개 항목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이다. 그 다음으
로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선택과부하와 관련된 어려움이 4.07점, 자녀의 발
달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고민이 4.0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
체적으로 육아용품 구매 시장의 특성인 정보 및 제품/브랜드의 다양성과 첫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인 자녀에 대한 정보 부재는 소비자에게 어려움을 많
이 느끼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타인의식 스트레스’와 관련된 항목 중 좋아 보이는 제품에 대한 
충동구매 욕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3.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거집단의 구매 획일화에 대한 거부감은 2.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15개 항목 가운데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우선 충동구매 욕구에 대해
서는 소비자의 관여도와 결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머니들은 육아용품
을 구매할 때 매우 높게 관여되어 있고, 소비자 기준에서의 좋은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라는 판단이 들면 이를 구
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으로 보인다. 구매 획일화와 준거집단을 의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
려움은 심층면접에서 다수가 아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도 일부 조사대상자들만이 구매 획일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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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별 
평균

선택의 
어려움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불필요
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웠다

4.00 0.81 

3.91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 나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것이 어려웠다

4.11  0.78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무엇을 구매해야 하는지 몰
라 막막했다

3.87  0.79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나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
고, 어떠한 제품이 아이에게 맞는지 몰라 육아용품을 선
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3.92  0.79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육아용품의 종류와 브랜드
가 너무 많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4.07  0.74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아이의 발달에 맞게 또는 
아이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육아용품을 고르기 위하
여 고민하였다  

4.06  0.68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내 주변에는 최근에 아기를 
낳아 육아용품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 
아쉬웠다

3.30  1.02 

타인의식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이 나와 아이가 사용하는 육아용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쓰였다 2.93  1.00 

3.11

다른 엄마들이 소유한 육아용품은 나도 구매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3.23  1.00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엄마들이 구매하고 선호하는 육
아용품이 다양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거부
감이 있었다

2.83  0.88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좋아 보이는 육아용품을 보
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내게 생기는 것에 대하여 스트
레스가 있었다

3.44  1.04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

육아용품의 가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4.00  0.82 

3.64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매하여 
내 아이에게 해를 줄까봐 두려웠다

3.76  0.88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 3.53  0.87 
육아나 가사업무 또는 회사업무 등으로 해야 할 일이 많
아 육아용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3.29  0.96 

어려움 총 합계 3.62 0.53

<표 4-26> 첫 육아용품 구매 어려움의 하위차원별 경향 (N=537)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육아용품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3.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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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소유한 경제적, 시간
적, 정보적 자원의 부족이 소비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표 4-9>에 나타난 심층면접 결과와 비교해보면, 질적 연
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무엇을 구매할지 모르고, 구매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두려움, 육아용품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 등을 많이 언급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소비자조사에서는 정보 선별, 필요/불필요 제품 
구분, 자녀에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선택과부하, 경
제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의 점수가 모두 5점 만점에 3.9점 이상으로 높았
다. 그러나 3.0점 미만으로 나타난 타인의식, 획일화된 구매와 관련된 스트
레스 또는 거부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이 모두 3.2점 이상으로 높아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첫 구매 어려움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앞서 도출한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을 토대로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이 있으나 계층적 군집분석의 경우, 예외값(outlier)이 제거되지 않
고 어느 한 군집에 반드시 속하는 문제가 있으며, 보통 개체 수가 많은 경우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많이 활용한다(여정성 외 2인, 2012; 이학식・임지훈, 2013). 비계층
적 군집분석에서는 k-means법이 많이 활용되는데, 연구자가 사전에 군집의 
수를 정해주고 산출한 후 각 집락의 평균을 살펴봄으로써 몇 개의 군집이 
명료한지 평가할 수 있다(홍두승・설동훈,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k-means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추출된 요인 토대로 적절한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분
석에서 3개 ~ 7개까지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 빈도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각 군집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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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표 4-27>과 같이 결정하였다. 

항목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선택의 어려움 요인점수 -0.6271 -0.68729 0.75296 0.54795

타인의식 스트레스 요인점수 -0.63752 0.46407 -0.91353 0.86945
자원 부족 부담감 요인점수 0.8735 -0.85471 -0.54435 0.54587

빈도 124 141 125 147

<표 4-27> 어려움 유형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빈도 및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가 +를 나타내면 어려움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하면, 
-이면 어려움이 덜하다는 것을 뜻한다. <표 4-26>을 보면, 군집 1은 자원부
족에 따른 부담감이 높은 집단이며, 군집 2는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높은 집
단이고, 군집 3은 선택의 어려움이 높은 집단이며, 군집 4는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집단 빈도(%)
어려움 유형

선택의 
어려움

타인의식 
스트레스

자원 부족 
부담감

군집 1
자원부족 집단

124(23.1%) 3.58 b 2.77 b 3.89 c  

군집 2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141(26.3%) 3.46 a 3.20 c 3.11 a

군집 3
선택장애 집단

125(23.3%) 4.14 c 2.46 a 3.33 b

군집 4
어려움과중 

집단
147(27.4%) 4.41 d 3.88 d 4.22 d

F값 141.835 *** 190.195 *** 169.086 ***

<표 4-28> 어려움 유형에 따른 소비자집단 분석 (N=537)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4개의 소비자 집단으로의 분류하
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집단 분류의 기준이 된 어려움의 유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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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 타인의식 스트레스, 자원부족에 따른 부담감의 평균점수가 유의
하게 차이가 있도록 분류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8>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 집단별로 어려움을 겪는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8>의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의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집 1은 <표 4-27>을 보면 자원부족에 따른 부담감의 표준화된 
값이 +이고, 나머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를 보이는 집단이다. 또한 <표 
4-28>에서 나타났듯이 자원부족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집단을 ‘자원부족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124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 2는 <표 4-27>을 보면 타인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표준화된 값
이 +이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를 보이는 집단이다. 그러나 <표 4-28>
에서는 선택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군집 3과 군집 4보다는 낮았
다. 타인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2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군
집 4보다는 낮았다. 군집 4는 <표 4-27>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어려움을 높
게 인식하는 유형이므로 군집 2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타인을 의식하는 스
트레스 정도가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집단을 ‘타
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141명으로 전체의 26.3%
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 3은 <표 4-27>을 보면 선택의 어려움의 표준화된 값이 +이고, 나머
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를 보이는 집단이다. 또한 <표 4-28>에서 나타났듯
이 선택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집단을 ‘선택장애 집단’이
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125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 4는 <표 4-27>을 보면 모든 어려움 항목에서 표준화된 값이 +를 
보인 집단이다. 또한 <표 4-28>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어려움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 집단
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다른 집단에 비하여 구매의 어려움을 과하게 
느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움과중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147명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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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도출한 소비자 집단은 향후 소비자 집단별 배경변인과 대처전
략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3.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처전략의 경향

1)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전략의 하위차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조사를 위하여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전략을 18개 
전략으로 축소한 뒤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대처전략의 사용정도는 최저 0점
에서 최고 1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조사대상자들은 육아용품을 구매를 10
번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선택하였다. 가령,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0점을 선택하며, 매번 사용하면 10점을 선택하는 식
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어떠한 하위차
원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4-29>와 같다. 대처전략의 요인분석의 KMO 적합도는 0.843 수준
으로 높았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게 적절하였다.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이 갖는 총 설명력은 54.635%인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정보선별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요인 1에 준거집단 동조
/모방 전략,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
랜드 선택 전략, 주변 구전정보 활용 전략, 정보 재구성 전략, 사용자 기준 
선택 전략이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요인 1에 구성
된 전략들은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하며, 
수혜자 또는 사용자 기준에 맞춰 선택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에게 정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준거집단을 선별하여 동조하며, 소비자가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 또한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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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요인 1의 고유값은 3.365이며, 설명력은 18.70%로 나타났다.
 

구분
(Cronbach’

s α)
대처전략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정보선별 
전략

(0.813)

준거집단 동조/모방 0.841 0.13 0.035 -0.049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0.791 0.09 0.076 0.011

수혜자 기준 선택 0.664 -0.09 0.282 0.187
익숙한 브랜드 선택 0.592 0.13 0.095 0.198
주변 구전정보 활용 0.575 0.27 0.109 0.223

정보 재구성 0.497 -0.04 0.258 0.367
사용자 기준 선택 0.457 0.19 0.375 0.119

차별적 
선택 전략

(0.711)

고가 브랜드 선택 0.189 0.77 0.163 -0.087
구매 차별화 -0.1 0.70 0.096 0.309

타인시선 고려 선택 0.086 0.69 0.331 -0.002
해외 제품 선택 0.301 0.61 -0.046 -0.067

적극적 
대처 전략

(0.639)

브랜드 변경 0.07 0.40 0.684 0.079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0.208 0.18 0.653 -0.126

안전성 기준(표시정보 활용) 0.29 -0.07 0.589 0.156
육아용품 안내 도서 활용 -0.138 0.40 0.504 0.461

구매 효율화 
전략

(0.559)

간소한 구매 0.064 0.09 -0.089 0.749
공동의사결정 0.163 0.07 0.188 0.635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0.359 -0.17 0.003 0.617
고유값 3.365 2.482 2.000 1.978

요인별 설명력(%) 18.697 13.787 11.112 11.039
총 설명력(%) 54.635

<표 4-29> 첫 구매 어려움 대처전략 요인분석

   요인 2는 ‘차별적 선택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요인 2에 고가 브랜
드 선택 전략, 구매 차별화 전략, 타인시선 고려 선택 전략, 해외 제품 선택 
전략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가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준거집
단의 획일화된 구매에 거부감을 갖고 다른 브랜드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해외 제품 선택 전략 내에는 해외직접구매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
외직접구매는 한국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타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선택 전략으로 보았다. 또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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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시선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전략은 <표 4-30>과 같이 소비자가 구사하
는 전략들 중 낮은 사용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지 않
은 소비자의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요인 2의 고유값은 2.482이
며, 설명력은 13.79%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적극적 대처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는 브랜드 변경 전
략,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전략,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성 고려 전
략,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활용한 전략이 포함되었다. 브랜드 변경 전략
과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전략은 소비자가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이 가
진 어려움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심
층면접에서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가 있는지 모르는 연구 참여자들이 많았
는데, 육아용품 안내 도서를 활용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준거집단이나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서 더 나아가 도서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이 또한 적극적 대처전략이
라고 보았다. 요인 2의 고유값은 2.000이며, 설명력은 11.11%로 나타났다.   
   요인 4는 ‘구매 효율화 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에는 간소하게 구
매하는 전략, 남편이나 가족 등과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전략, 저렴하거나 가
성비 높은 제품을 추구하는 전략이 포함되었다. 이들 전략들은 모두 과하게 
구매하지 않거나 자신의 잘못된 구매의사결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지가 반영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성을 고려한 전략이기도 하다. 즉,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요인 4의 고유값은 
1.978이며, 설명력은 11.04%이다.     
   추출된 각각의 요인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측정한 결과, 요인 1은 0.831, 요인 2는 0.711, 요인 3은 0.639로 나와 내
적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인 4는 0.559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전략의 전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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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별로 그 사용정도를 파악하면 <표 
4-30>과 같다. 대처전략의 유형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18
개의 대처전략을 평균한 값은 10점만점에 6.6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
비자가 육아용품을 10번 구매할 때 7번 이상 사용하는, 다시 말해 사용할 
확률이 70%인 항목은 18개 중 9개였다. 가장 높은 사용정도를 보인 대처전
략은 온라인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관찰하는 전략으로 10점 만점에 
8.18점이었다. 그 다음이 준거집단을 동조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을 구매하
는 전략으로 8.07점이었으며, 자녀의 발달이나 편리성 또는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한다는 전략은 8.02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첫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사한 
전략 중 50% 이하의 사용 확률을 보여준 전략은 3가지였다. 가장 낮은 확률
을 보여준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4.61점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준거집단을 동조하여 비슷
한 브랜드나 제품을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획일화된 구매에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전
략은 4.81점이었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전략은 4.8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VIB, 골드키즈(국민일보, 2017.01.20.; 스포츠동아, 2017.07.12.; 파이낸
셜뉴스, 2018.03.04.) 현상이 보편적이지 않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서 심층면접에서 고가의 유모차를 구매하거나 고가의 제품이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었는데, 이러
한 전략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아님을 보여준다.  
   4개의 대처전략 유형 중 소비자들이 가장 높은 사용 정도를 보인 전략은  
‘정보선별 전략’으로 10점 만점에 평균 7.7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비자들이 첫 구매를 할 때 정보와 관련된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낮은 사용 정도를 보인 전략 유형은 차별적 선택 전
략으로 5.07점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나타나 타인과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
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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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대처전략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정보선별
전략

(7.74)

엄마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육아용품을 
선택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을 구매하였다

8.07  1.81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엄마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그들을 관찰하였다

8.18  1.81 

내 자녀의 발달이나 편리성 또는 만족도 등 자녀를 
고려하여 구매하였다

8.02  1.67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였다 7.82  1.74 
내 주변의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그들을 관찰
하였다. 

7.18 1.96 

육아용품 리스트, 구매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 
뒤 나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대조하고 재구성하였다 

7.50  1.97 

엄마인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사용하기 편리한 기
능 등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7.41  1.99 

차별적 
선택 전략

(5.07)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나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
하지 않고 비싸더라도 구매하였다

4.89  2.59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
하였다

4.61  2.51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고려해서 구매하였다 4.81  2.57 
해외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해외직구를 하였다 5.96  2.80 

적극적 
대처전략

(6.28)

육아용품을 체험하기 위하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변
경하여 사용해보았다

5.90  2.56 

육아용품을 체험하고, 판매자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육아용품 박람회를 방문하였다

6.60  3.05 

제품에 표시된 성분 또는 안전마크 등을 보고 선택하였다 7.47  2.20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활용하였다 5.14  2.70 

구매 
효율화 
전략

(6.89)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구매하였다 6.42  2.39 
남편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의논을 하여 육아용품을 
선택하였다

6.74  2.42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육아용품을 구매하였다 7.51  1.98 
전략 총 합계 6.68 1.16

※ 최소값 : 0, 최대값 : 10

<표 4-30> 대처전략의 사용정도 (N=537)

4.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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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첫 구매할 때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자
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러 전략을 구사하며 이를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사한 전략으로 인하여 구매 후 결
과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구매한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
이 구사한 전략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이 전략을 사용함으로
써 극복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1>과 같이 5점 만
점에 약 3.7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구매 후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심층면접의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다. 즉, 소
비자들은 비록 첫 구매에서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
험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자신
이 구매한 육아용품과 전략에 만족하며, 어려움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육아용품 만족도 3.78 0.564
대처전략 만족도 3.69 0.678
어려움 극복 정도 3.69 0.663

계 3.72 0.553

<표 4-31> 첫 육아용품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 수준 (N=537)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들이 처음 구매를 시작할 때 다양한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략 또한 전반적으로 같은 소비자인 준거집단에 
의지하여 해결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주관적인 정
보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등의 취약소비자가 
사용하는 육아용품과 같은 제품의 초보 소비자들이 처음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소비자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가 첫 구매 후 긍정적인 결과를 갖
는다고 해서 초보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첫 구매 어려움 유형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배경변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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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 유형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 집단(<표 4-27 참고)별로 배경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의 배경변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층
면접에서 도출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구매 시점
과 현재의 주관적 경제 상태는 모두 소비자 자원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또
한 간접 구매경험 여부는 분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포
함하였다. 이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응답자의 육아용품 첫 구매 시점과 
구매 당시 직업, 교육 수준, 간접 구매경험 여부가 포함되었다. 이는 첫 구
매에서의 어려움이 주로 구매 시점과, 시간, 지식,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
타난 심층면접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 개인적인 요인은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사전지식 정도,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관여도, 소비자 자원이며, 사회적 요인은 육아용품 시장 특성과 준거
집단 구매 성향,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포함되었다. 

1) 소비자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어려움 유형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집단별로 육아용품 첫 구매 시점과 
구매 당시 직업, 교육 수준, 간접 구매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
과, <표 4-32>와 같이 구매 당시 직업과 간접 구매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자원부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전일제 취업 소비자(58.9%), 
간접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58.9%)의 비율이 높았다. 박치관(2001)의 연구
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비교했을 때 취업주부가 시간압박을 더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전일제 취업의 어머니들이 시간 자원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이 자원부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인들의 구매를 관
찰하면서 육아용품의 품목이 다양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학습한 소비자들이 
간접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시간적, 정보적 자
원의 부족함을 느껴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과 어려움과중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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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이나 학업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각각 6.4%와 5.4%로 
높게 나타났다. 선택장애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전업주부와 간접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각각 57.6%와 74.4%로 높게 나타났다. 

변수 집단 N

소비자 집단

χ2값자원부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어려움
과중
집단

124명 141명 125명 147명

2.274
첫 

구매 
시점

출산 전 빈도 99 122 103 120
% 79.8% 86.5% 82.4% 81.6%

출산 후 빈도 25 19 22 27
% 20.2% 13.5% 17.6% 18.4%

구매 
당시 
직업

전업주부 빈도 51 69 72 73

17.806
**

% 41.1% 48.9% 57.6% 49.7%

전일제취업 빈도 73 63 50 66
% 58.9% 44.7% 40.0% 44.9%

시간제 & 
학업

빈도 0 9 3 8
% 0.0% 6.4% 2.4% 5.4%

교육 
수준

고졸 빈도 6 18 7 10

13.279

% 4.8% 12.8% 5.6% 6.8%

전문대졸 빈도 28 22 22 24
% 22.6% 15.6% 17.6% 16.3%

대졸 빈도 72 90 79 98
% 58.1% 63.8% 63.2% 66.7%

대학원 
이상

빈도 18 11 17 15
% 14.5% 7.8% 13.6% 10.2%

간접 
구매경험 

여부

있음 빈도 73 71 32 59
31.531

***
% 58.9% 50.4% 25.6% 40.1%

없음 빈도 51 70 93 88
% 41.1% 49.6% 74.4% 59.9%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32> 소비자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N=537)

2) 소비자 집단별 개인적 요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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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비자 집단

F값
자원부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어려움
과중
집단

124명 141명 125명 147명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육아용품 
구매 
특성

자녀 정보 부족 3.79 b 3.55 a 3.98 c 4.18 d
19.777

*** 

사용자 고려 3.85 ab 3.73 a 3.99 b 3.98 b
3.931

**  

발달별 제품 세분화 4.07 b 3.92 a 4.10 b 4.18 b
4.247

**  

사전지식 정도 2.55 b 2.80 c 2.18 a 2.17 a
25.843

***  

육아용품 
안전성 
인식

한국 육아용품 안전 2.83 a 3.03 bc 3.12 c 2.92 ab
4.391

**  
해외 > 한국 

육아용품 안전
3.67 b 3.40 a 3.53 ab 3.83 c

11.435
***  

관여도 3.93 b 3.61 a 4.02 b 4.19 c
28.006

***  

소비자 
자원

구매 당시 주관적
경제 상태

3.15 3.24 3.24 3.22 0.434  

현재 주관적 
경제 상태

3.06 3.18 3.15 3.12 0.759  

육아 도움 받은 
정도

3.69 3.65 3.81 3.58 0.989  

주변 육아용품 지원 
정도 ㉠ 2.21 b 2.13 ab 2.17 b 2.01 a

3.543
*  

※ ㉠ : 3점 만점(1점 : 전혀 없었다 ~ 3점 : 매우 많았다)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33> 소비자 집단별 개인적 요인의 차이 (N=537)

   어려움 유형별로 분류된 소비자 집단에 따라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 사전지식 정도, 육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관여도, 소
비자 자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4-33>과 같이 소비자 자원 중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과 주변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은 정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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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항목 중 첫 구매 시점에 자
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5점 만점
에 3.55점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
고, 어려움과중 집단은 4.18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용자인 어머니를 고려하여 구매해야하는 것(3.73점)과 자녀
의 발달별로 제품이 세분화된 것(3.92점)에 대해서는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
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3.5점 이상으
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지식 정도의 경우, 선택장애 집단과 어려움과중 집단이 5점 만점에 
각각 2.18점과 2.17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은 2.80점으로 4개의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
든 집단이 사전지식을 인식하는 정도가 3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첫 구매 
시 소비자들의 낮은 사전지식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육
아용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중 한국 육아용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자원부족 집단이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택장애 집단은 3.12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해외 육
아용품이 한국에 비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타인의식 스
트레스 집단이 3.40점으로 가장 낮았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의 관여도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5점 만점에 
3.61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4.19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어려움과중 집단의 경우 구매에 높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타인의식, 선택과 같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가장 높게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자원 중 주변으로부터 육아용
품을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려움과중 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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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는 경우,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양하고 과중됨을 알 수 있다. 

3) 소비자 집단별 사회적 요인의 차이

   소비자 집단별로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 준거집단 구매 성향, 사회적 고
정관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4-34>와 같이 준거집단 구매 성
향 중 간소한 구매 성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항목

소비자 집단

F값
자원부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어려움과중
집단

124명 141명 125명 147명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육아용품 
시장 
특성

정보의 다양성 4.43 b 4.16 a 4.66 c 4.69 c
21.456

***

품목의 다양성 4.64 b 4.22 a 4.77 c 4.80 c
36.046

***

브랜드 다양성 4.56 b 4.22 a 4.70 c 4.78 c
27.663

***

준거집단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확장 
구매의사결정 

성향
3.86 b 3.69 a 3.93 bc 4.02 c

7.855
***

출산 전 구매 
성향 

3.97 b 3.74 a 3.94 b 3.94 b
3.122

*
간소한 구매 성향 3.08 3.13 3.06 3.02 0.433

동조구매 성향 3.85 b 3.58 a 3.82 b 4.03 c
16.405

***
어머니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4.14 b 3.77 a 4.06 b 4.37 c

15.875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34> 소비자 집단별 사회적 요인의 차이 (N=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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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용품 시장 특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항목인 정보와 품목, 브랜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각각 5점 만점에 
4.16점, 4.22점, 4.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선택장애 집단과 어려움과
중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육아용품 시장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모든 항목에서 평균 4점 이상을 나타내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
다. 특히, 선택장애 집단과 어려움과중 집단의 경우 평균 4.6점 이상으로 모
든 항목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들이 육아용품 시
장에서 정보과부하, 품목과 브랜드에 대한 선택과부하를 경험하여 정보선별
과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
된 항목 중 확장된 구매의사결정 성향에 대해서는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이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정도
를 보였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4.02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 정도를 보였다.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하는 성향에 대해서도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3.74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준거집
단의 동조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은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3.58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4.0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
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타인의식 스트레
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타인을 의식해서 
동조하기보다는 준거집단과 경쟁심을 느끼고, 과시소비를 하며, 획일화된 
구매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5점 만점에 3.77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항
목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준거집단의 획일화된 구매를 차별화하거나 준거집단과 경쟁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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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타
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의 인식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고 하더라도,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3.6점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그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6. 첫 구매 어려움 유형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대처전략의 차이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 집단별로 대처전
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4-35>와 같이 사용자 기준 선택 전
략,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한 전략, 공동의사결정 전략, 간소
한 구매 전략을 제외한 모든 전략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처
전략은 소비자가 총 10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사용한 정도를 나타내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0점, 10번을 구매할 때 10번 모두 사용했으면 10
점을 나타낸다. 달리 말하면, 사용 확률 0%와 사용 확률 100%를 나타낸다. 
   우선, 주변 구전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하여 선택장애 집단이 10점 
만점에 6.70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이
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7.7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정도를 보였다. 온
라인 구전정보 활용의 경우,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7.72점으로 다른 집
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이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8.71
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본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중 집단이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준거집단을 동조하는 전략과 관련하여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7.55점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8.75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동조보다는 차별
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7.67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이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8.2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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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전략

소비자 집단

F값
자원부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어려움과중
집단

124명 141명 125명 147명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정보 
선별 
전략

준거집단 동조 7.85 ab 7.55 a 8.10 b 8.75 c 12.112
***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8.10 ab 7.72 a 8.30 bc 8.61 c 6.249
***

수혜자 기준 선택 7.95 ab 7.67 a 8.16 b 8.29 b 3.724
*

익숙한 브랜드 선택 7.81 b 7.30 a 7.86 b 8.31 c 8.589
***

주변 구전정보 활용 7.26 b 6.94 ab 6.70 a 7.74 c 7.617
***

정보 재구성 7.44 ab 7.12 a 7.78 b 7.69 b 3.104
*

사용자 기준 선택 7.40 7.35 7.34 7.52 0.252

차별적 
선택 
전략

고가 브랜드 선택 3.83 a 5.49 b 4.16 a 5.83 b 21.419
***

구매 차별화 4.15 a 5.31 b 4.14 a 4.73 ab 6.895
***

타인시선 고려 선택 3.94 b 5.75 c 3.24 a  5.96 c 45.234
***

해외 제품 선택 5.69 a 5.99 ab 5.50 a 6.54 b 3.73
*

적극적 
대처 
전략

브랜드 변경 5.19 a 6.33 b 5.34 a 6.54 b 9.994
***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6.23 a 6.55 a 6.18 a 7.32 b 4.218

**
안전성 기준 선택
(표시정보 확인) 7.85 b 7.21 a 7.14 a 7.69 ab 3.304

*
육아용품 안내 도서 

활용 5.05 b 5.67 b 4.24 a 5.48 b 7.588
***

구매 
효율화 
전략

간소한 구매 6.37 6.26 6.58 6.47 0.458
공동의사결정 7.01 6.42 6.50 7.01 2.342

저렴 & 가성비 높은 
제품 선택 7.58 7.16 7.63 7.69 2.099

※ 최소값 : 0, 최대값 : 10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35> 소비자 집단별 대처전략의 차이 (N=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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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체험이나 판매자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용품 박람
회를 방문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려움과중 집단이 7.32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보이고, 다른 3개의 집단은 모두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소비자들 중에는 제품 체험을 위해서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브랜드를 변경하며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는데, 심층면
접에서는 주로 기저귀나 물티슈 등에서 이러한 전략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과 어려움과중 집단이 각
각 6.33점과 6.54점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보이고, 자원부족 집단과 선택
장애집단이 각각 5.19점과 5.34점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타인을 
의식해서 고려하는 전략은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과 어려움과중 집단에서 
각각 5.75점과 5.96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사용 정도를 보였고, 
자원부족 집단과 선택장애 집단이 각각 3.94점과 3.2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등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전략에 대해서 자원
부족 집단이 7.85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보이고,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과 선택장애 집단은 각각 7.21점과 7.14점으
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해외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은 어려
움과중 집단에서 6.5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보였고, 자원부족 
집단과 선택장애 집단이 각각 5.69점과 5.50점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나타냈
다. 준거집단과의 구매를 차별화하는 전략은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에서 
5.3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나타냈고, 자원부족 집단과 선택장
애 집단이 각각 4.15점과 4.14점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익숙한 브랜
드를 선택하는 전략 사용 정도는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7.30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았고, 어려움과중 집단이 8.31점으로 가장 높았다.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전략은 자원부족 집단과 선택장애 집단이 각
각 3.83점과 4.16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고,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과 어려움과중 집단은 각각 5.49점과 5.83점
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활용
한 전략에 대해서는 선택장애 집단의 소비자들이 4.24점으로 다른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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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수집한 정보를 대조하거나 재구성하는 전
략을 사용하는 정도는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이 7.12점으로 가장 낮은 사
용 정도를 보였고, 선택장애 집단과 어려움과중 집단은 각각 7.78점과 7.69
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집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원부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등 제품의 안
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전략과 공동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이 높았으나, 체
험을 위하여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해외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 준거집단과의 
차별화 전략, 고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부족 집단 집단에서 75% 이상의 사용 확률을 보
인 전략은 총 6개로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
자 기준 선택 전략, 안전성 기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저렴
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이었다. 80% 이상의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이었다.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온라인 구전정보를 활용
하거나 준거집단을 동조하는 전략, 수혜자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성 기준 선택 전략, 획득한 정보를 재구성하
는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브랜드를 변경하여 체험하
거나 타인을 의식해서 선택하는 전략, 준거집단과의 구매를 차별화하는 전략
을 사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집단에서 75%의 이상의 높은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총 3개로 온라
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과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이었으
나 이 3개의 전략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사용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으며, 80% 이상의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없었다. 
   선택장애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재구성 전략
과 간소하게 구매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브랜드 변경, 타인의식 고
려 선택, 안전성 기준 선택, 해외 제품 선택, 구매 차별화, 고가 브랜드 선
택, 육아용품 안내 도서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정도를 
보였다. 75% 이상의 높은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총 6개로 온라인 구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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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활용 전략,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 선택 전략, 정보 재구성 전략이었
다. 80% 이상의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과 준
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이었다. 
   어려움과중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정도
를 보인 전략은 없었으나 주변 구전정보 활용 전략,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전략, 브랜드 변경 전략, 타인의식 고려 선택 전략, 해외 제품 선택 전략, 익
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고가 브랜드 선택 전략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정
도를 보였다. 75% 이상의 높은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총 8개로 주변 구
전정보 활용 전략,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 안전성 기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저렴하
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 선택 전략, 정보 재구성 전략이었다. 80% 이상의 사
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과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이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중 집단이 다른 집
단에 비하여 구매를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
에 사용하는 전략 또한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집단에 관계없이 
온라인 구전정보를 활용하는 전략과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을 대부분의 구매에서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에는 준거집단의 정보와 구매 행동이 소비자
에게 주요 정보 자원이 되며, 사용자보다는 수혜자인 자녀를 더 고려하여 선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영향 요인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어려움 유형별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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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적 요
인, 사회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앞서 <표 4-25>에서 도출된 어려움 유
형인 선택의 어려움, 타인의식 스트레스, 자원부족 부담감을 각각 종속변수
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6>과 같다. 
   먼저, 선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자녀의 정보
가 부족한 것과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 관여도, 주변으로부터 육아용품을 
선물 받았거나 물려받은 정도, 준거집단이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첫 구매하
는 성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구
매 시 자녀의 정보가 부족한 것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전지식 수준이 낮을수
록, 관여도가 높을수록, 주변으로 육아용품을 지원받은 정도가 적을수록, 출
산 전에 준거집단이 첫 구매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선택의 어
려움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첫 구매를 할 때 수혜자의 선호도나 적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싶지만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여겨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전지식 수준이 낮고 관여도가 높을 
때 선택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육아용품을 
선물 받거나 물려받은 정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선택해야하는 육아용품도 많
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이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하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선
택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출산 후에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한 소비자
들이 출산 전에 구매한 소비자들보다 선택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심층면접에서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조언, 행태에 
따라 첫 구매 시점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준거집단이 출산 후에 구매하라고 
조언하여 출산 후에 첫 구매를 한 소비자는 육아로 인한 시간이 부족하여 충
분한 구매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준거집단이 출산 전에 구매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소비자들이 출산 후에 구매함으로써 선택과 관련된 어려움
을 출산 전에 구매한 소비자들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타인의식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첫 구매 당시의 직업과 자녀 정보 부족, 
해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인식, 관여도, 주변으로부터 육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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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지원받은 정도, 준거집단의 출산 전 구매 성향과 동조구매 성향이 유의
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구매 당시 직업이 전업주부인 소비
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첫 구매 당시 직업이 전일제 취업주부인 소비
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첫 구매 시 자녀의 정보가 부족함을 높게 인
식할수록, 해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관여도가 
높을수록, 주변으로 육아용품을 지원받은 정도가 적을수록, 준거집단이 출산 
전에 구매하는 성향이라고 인식하지 않을수록, 준거집단이 동조구매를 하는 
성향이라고 인식할수록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이는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상관없이 타인을 의식하여 갖게 되는 스트레
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타
인의 구매를 의식하여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구전정보
를 활용하거나 타인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해외 제품이 한국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준거집단 사이에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제품의 안전 
우위성을 고려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여도가 높을수록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주변으로부터 육아용
품을 지원받은 정도가 적거나 준거집단이 출산 전에 첫 구매하는 성향을 낮
게 인식할수록 타인을 의식하는 스트레스가 높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준거
집단이 출산 전에 첫 구매하는 성향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은 출산 후 첫 구
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시간 자원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관여도가 높거나 물질적 또는 시간적 자원이 부족할 때, 타
인이 소유한 제품을 자신도 구매해야한다거나 충동구매 욕구를 느끼고 있음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이 동조구매를 한다고 인식할
수록 타인의식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준거집단이 타인을 
동조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타인을 동조해야한다고 여겨 타인의 구매를 높
게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원부족으로 인한 부담감은 첫 구매 시 자녀 정보 부족, 사전지식 수준, 
관여도, 첫 구매 당시 주관적 경제 상태, 준거집단의 동조구매 성향, 어머니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첫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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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녀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사전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관여
도가 높을수록, 첫 구매 당시 소비자의 주관적 경제 상태가 낮다고 인식할수
록, 준거집단의 동조구매 성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어머니는 신중하게 구매
해야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원부족으로 인한 부담감
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정보가 부족하고, 사전지식 수준이 낮으며, 관여도가 높으면 
소비자가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보
와 지식이 부족하여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야 하지만 시간 자원
이 부족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정보 자원이 부족하여 어떠한 선
택을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첫 구
매 당시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여유롭지 않았다고 여길수록 구매에 부담감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거집단이 동조구매를 한다고 여겼는데, 
이는 소비자가 자신 또한 준거집단을 동조하고자 하여도 자원이 충분치 않
기 때문에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어머니는 신
중하게 심사숙고하여 구매해야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원부족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 고정관념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적, 
정보적 자원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타인의
식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어려움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비
자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선택의 어려움이나 자원부족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첫 구매 
시 자녀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관여도가 높을수록 모든 어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구매에 높게 관여
될 수밖에 없으며, 부족한 지식과 정보는 소비자의 첫 구매를 더 어렵게 하
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첫 구매하게 되더라도 손쉽게 지식을 
쌓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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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독립변수
선택의 어려움 타인의식 

스트레스 자원부족 부담감

B β B β B β

사회인
구학적 
특성

교육수준(대학원=1) 0.02 0.01 -0.22 -0.09 0.18 0.09 
교육수준(대졸=1) 0.03  0.03  -0.06  -0.04  0.12  0.09  

교육수준(전문대=1) -0.01  -0.01  -0.06  -0.03  0.08  0.05  

구매당시직업(전업주부=1) 0.00  0.00  -0.37  -0.25
*  0.07  0.05  

구매당시직업(전일제취업=1) -0.05  -0.04  -0.38  -0.25
*  0.19  0.15  

첫 구매 시점(출산 전=1) 0.07  0.04  0.16  0.08  0.02  0.01  

간접경험 여부(있음=1) -0.06  -0.05  0.09  0.06  -0.01  -0.01  

개인적 
요인

육아용품 
구매 특성

자녀 정보 부족 0.21  0.26
***  0.11  0.11

*  0.13  0.16
***  

사용자 고려 0.03  0.03  0.04  0.04  -0.04  -0.05  
발달별 제품 세분화 -0.06  -0.06  -0.07  -0.06  -0.03  -0.03  

사전지식 수준 -0.26  -0.33
***  -0.01  -0.01  -0.11  -0.13

**  

육아용품 
안전성 
인식

한국 육아용품 
안전성 0.03  0.03  0.00  0.00  -0.05  -0.05  

해외 > 한국 안전성 0.05  0.06  0.12  0.11
*  0.06  0.06  

관여도 0.25  0.25
***  0.17  0.13

*  0.18  0.17
***  

소비자 
자원

구매 당시 주관적 
경제 상태 0.02  0.03  -0.04  -0.04  -0.08  -0.09

*  
육아 도움 받은 정도 -0.02  -0.03  -0.05  -0.07  -0.04  -0.06  
주변 육아용품 지원 

정도 -0.10  -0.09
**  -0.14  -0.10

*  -0.04  -0.03  

사회적 
요인

육아용품 
시장 특성

정보의 다양성 0.07  0.08  0.01  0.01  0.02  0.02  
품목의 다양성 -0.03  -0.03  -0.07  -0.05  0.05  0.05  

브랜드 다양성 0.10  0.10  -0.06  -0.05  -0.01  -0.01  

준거집단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확장된 구매의사결정 
성향 0.06  0.06  0.01  0.01  0.03  0.03  

출산 전 구매 성향 -0.06  -0.07
*  -0.11  -0.10

*  0.03  0.03  

간소한 구매 성향 -0.01  -0.02  0.01  0.01  0.02  0.03  

동조구매 성향 0.07  0.07  0.16  0.12
*  0.11  0.10

*  

사회적 고정관념 0.05  0.06  0.08  0.08  0.11  0.14
**  

상수 1.74 2.62 1.68
R2(수정된 R2) 0.518(0.494) 0.142(0.100) 0.244(0.207)

F 21.925*** 3.375*** 6.605***
※ 기준 : 교육수준(고졸), 직업(시간제취업+학업), 구매 시점(출산 후), 간접경험 여부(없음)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36>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영향 요인 (N=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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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

   이하 내용에서는 제 3 장의 심층면접 결과로부터 도출한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소비자가 첫 구매를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 유형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까지의 인과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선택의 어려움과 
타인의식 스트레스, 자원부족에 따른 부담감에 따라 소비자가 어떠한 대처전
략을 사용하며, 구매 후 결과는 어떠한지를 구조모형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앞서 <표 4-29>에서 대처전략이 4가지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요인4인 ‘구매 효율화 전략’은 내적일관성이 결여되었다. 그러나 ‘구매 효율
화 전략’에 포함된 저렴하거나 가성비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은 앞서 심
층면접에서 많이 언급된 대처전략이며, <표 4-30>에서도 10점 만점에 7.51
점을 보여 사용 정도가 높은 전략이었다. 이에 저렴하거나 가성비 있는 제품
을 선택하는 전략은 본 연구의 이론 검증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 단일 문항
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을 위하여 먼저 관련된 변수들의 타당도 및 적합도를 검증
하였다. 그 다음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뒤, 어려움을 중심으로 대처
전략, 그리고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하 내용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1) 측정모형 타당성 분석

   본격적인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한 
뒤,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이학식・임지훈(2011)이 안내한 가이드라인
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절
대 적합도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로 분류할 수 있다. 절대 적합도 지수
(absolute fit indices)는 연구모형이 입력 자료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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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지수로, 가장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인 χ2통계량(자유도, p-value)
과 RMR(≤0.05가 바람직, ≤0.10은 수용 가능), GFI(≥0.90이 바람직), 
RMSEA(≤0.08 또는 1.0이 바람직)가 있다. p-value의 경우 0.5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는 null 모형에 비하여 연구모형이 어느 정도 적합도가 높은지 평가하는 지
수로, NFI(≥0.90이 바람직), CFI(≥0.90이 바람직)가 있다(이학식・임지훈, 
2011).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를 보고할 때에는 χ2통계량(자유도, p-value)과 
함께 절대 적합도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씩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χ2값은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p-value가 유의하더라도 반드시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적합
도 지수들과 함께 적합도를 살펴보아야 한다(이학식・임지훈, 2011). 
   더불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공분산값들의 차이를 
나타낸 표준화된 residuals의 절대값과 수정지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이
용한다. 표준화된 residuals의 경우 값이 4보다 큰 경우 두 항목 중 하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변수가 다른 여러 변수들과의 residuals 값
이 높게 나타난다면 그 특정변수 제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학식・임지
훈, 2011).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는 χ2값을 기준으로 하며, χ2값이 어느 정
도 작아질 것인가를 나타내고 χ2값이 작아질수록 적합도가 높다. 수정을 하
는 방법은 하나의 잠재변수를 또 다른 잠재변수와 연결하거나 서로 다른 잠
재변수의 측정변수들의 오차항들을 연결하는 것이다(cross-loading). 그러나 
이는 판별타당성을 저해하고, 각 잠재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이 결여되므로 수
정지수가 제시하는 대로 연결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한 잠재변수 내의 두 측
정변수들의 오차항을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변수를 다른 여러 변수들
과 연결하도록 하는 경우, cross-loading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 특정 변
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학식・임지훈, 2011). 
   집중타당성은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두 개 이상의 척도간의 상관
관계 정도에 대한 것으로,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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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일반
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유의적이면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 되어
야 바람직하고, 만약 유의적이지 못하면 그 항목은 제거해야 한다(이학식・
임지훈, 2011). 
   판별타당성은 한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 실제로 어느 정도 다른지
를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와 두 잠재변
수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이학식・임지훈, 
2011). AVE는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으로 표준화
된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값이다. 
   측정모형의 identification(적합도가 구해지고, 요인부하량이 산출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수의 측정변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측정변수가 3개인 경우 요인부하량만 계산되며, 4개 이상인 경우 모형의 적
합도와 요인부하량이 모두 계산된다(이학식・임지훈, 201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측정변수가 4개 이상인 선택의 어려움, 타인의식 스트레스, 자원부족
에 따른 부담감, 정보선별 전략, 차별적 선택 전략, 적극적 전략에 대해서는 
적합도와 요인부하량, 판별타당성을 확인했으며, 구매 후 결과는 측정변수가 
3개이므로 요인부하량과 판별타당성만 확인했다. <표 4-37>에는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와 요인부하량이 제시되었으며, 판별타당성은 <표 4-38>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은 단문항으로 측정되어 요인부하량과 적합
도 지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경우, 구조방정
식에서는 신뢰도 값을 추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데, 추정치는 보통 0.8을 
사용하며,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관계에는 신뢰도의 제곱근 값을 지정하
고, 오차항의 분산에는 1-신뢰도 값을 지정한다(이학식・임지훈, 2011). 
   먼저, 선택의 어려움과 관련된 7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167.792(df=14, p=0.000), RMR=0.036, GFI=0.915, RMSEA=0.143, 
NFI=0.907, CFI=0.914로 나타나 χ2값과 RMSEA가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
과, 주변에 정보를 줄 정보원이 없는 것과 관련된 ‘주변 정보원 부재’ 측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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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값이 0.426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하고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χ2=114.303 (df=9, p=0.000), RMR=0.026, GFI=0.929, RMSEA =0.148, 
NFI=0.931, CFI=0.936로 나타나 χ2값과 RMSEA가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화된 residual 값이 모두 절대값 4보다 
작고, χ2값이 줄어들고, 다른 4개의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측정모형의 적
합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1). 6개의 
문항을 재분석한 결과, 측정변수들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었다. 
   타인의식 스트레스와 관련된 4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24.633(df=2, p=0.000), RMR=0.034, GFI=0.978, RMSEA=0.145, 
NFI=0.956, CFI=0.959로 나타나 χ2값과 RMSEA의 경우 기준치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획
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대한 거부감’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467
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뒤 3개의 문항들을 다시 분
석한 결과, 새롭게 구성된 측정변수들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여 본 측정 모형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과 관련된 4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11.324(df=2, p=0.003), RMR=0.023, GFI=0.989, 
RMSEA=0.093, NFI=0.971, CFI=0.976인 것으로 확인되어, χ2값이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5개의 적합도 지수 모두 
바람직하게 나타나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0.5 이상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중타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정보선별 전략과 관련된 7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χ2=72.001(df=14, p=0.000), RMR=0.142, GFI=0.963, RMSEA=0.088, 
NFI=0.933, CFI=0.945인 것으로 확인되어, χ2값과 RMR, RMSEA이 추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residual 값 모두 
절대값 4보다 작았다. 이에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뒤 비록 기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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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상이더라도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값이 가장 낮은 ‘사
용가 기준 선택’(0.513) 변수를 제거한 뒤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χ
2=41.085(df=9, p=0.000), RMR=0.115, GFI=0.976, RMSEA =0.082, 
NFI=0.955, CFI=0.96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전히 χ2값과 RMR가 추
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화된 residual 
값이 모두 절대값 4보다 작고, χ2값이 줄어들고, 다른 4개의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6개의 
문항을 재분석한 결과, 측정변수들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었다.  
   차별적 선택 전략의 4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14.327(df=2, p=0.001), RMR=0.237, GFI=0.987, RMSEA=0.107, 
NFI=0.965, CFI=0.970으로 나타나 χ2값과 RMSEA가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표준
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해외 제품 선택’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481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뒤 3개의 문항을 
재분석한 결과, 측정변수들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이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었다.
   적극적 선택 전략의 4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
2=3.669 (df=2, p=0.160), RMR=0.125, GFI=0.997, RMSEA=0.039, 
NFI=0.987, CFI=0.994로 나타나 RMR이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적합도 지수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본 
측정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안전성 기준 선택’ 변수가 0.38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변수를 제거하면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없다고 여겨 본 측정모형에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또한 ‘안전
성 기준 선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t값을 갖는 점과 RMR을 제외하고
는 적합도 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경우 나머지 3개의 측정변수 중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의 표준화된 요인부
하량이 0.491로 또 제거되어야 하며 이런 경우 정보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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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계속 본 측정모형에 포함시켜 살펴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 p값

선택의 
어려움

필요/불필요 판단 어려움 0.826 - - -
정보선별 어려움 0.832 0.047 21.124 ***

무엇을 구매할지 몰라 막막 0.802 0.044 21.641 ***
수혜자 적절성 어려움 0.741 0.05 17.793 ***

선택과부하 0.781 0.05 17.003 ***
수혜자 발달 고려 0.673 0.046 14.529 ***

타인의식 
스트레스

타인 평가 의식 스트레스 0.690 - - -
준거집단 경쟁심 0.878 0.105 12.101 ***

충동구매 스트레스 0.618 0.075 12.329 ***

자원 부족 
부담감

가격 부담 0.607 - - -
위해 제품 두려움 0.527 0.101 9.2 ***
제품 다양성 부담 0.797 0.136 10.297 ***

구매시간 부족 0.528 0.111 9.219 ***

정보선별 
전략

준거집단 동조/모방 0.808 - - -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0.759 0.056 16.643 ***

수혜자 기준 선택 0.616 0.052 13.564 ***
익숙한 브랜드 선택 0.554 0.054 12.131 ***
주변 구전정보 활용 0.576 0.061 12.642 ***

정보재구성 0.500 0.062 10.887 ***

차별적 
선택 전략

고가 브랜드 선택 0.750 - - -
구매 차별화 모색 0.529 0.075 9.097 ***

타인시선 고려 선택 0.720 0.102 9.364 ***

적극적 
대처전략

브랜드 변경 0.769 - - -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0.520 1.00 8.087 ***안전성 기준 선택 0.382 0.064 6.634
육아용품 안내 도서 0.566 0.093 8.342 ***

구매 후 
결과

육아용품 만족 0.774 - - -
사용한 대처전략 만족 0.847 0.076 17.290 ***

어려움 극복 정도 0.770 0.069 16.837 ***
※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은 1문항으로 측정되어 본 표에 포함되지 못함
※ *** : p < 0.001

<표 4-37>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매 후 결과의 3개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
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t값을 가지고 있어 각 구성 개념 간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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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선택의 어려움에서는 ‘주변 정보원 부재 아쉬움’ 항목, 타인의식 스트레스에
서는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대한 거부감’ 항목, 정보선별 전략에서는 
‘사용자 기준 선택’ 항목, 차별적 선택 전략에서는 ‘해외 제품 선택’ 항목’이 
제거되어 총 4개의 측정변수가 제거되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잠재변수 각각의 AVE가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큰지 확인하였다. <표 4-38>은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및 AVE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 중 절대값이 
가장 큰 계수는 선택의 어려움과 자원부족에 따른 부담감 간의 상관계수이
며, 그 값은 0.549였다. 이 값을 제곱을 하면 0.301이며, 이는 AVE중 가장 
작은 값인 0.39보다 작다. 따라서 모든 AVE가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잠재변수는 판별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VE 1 2 3 4 5 6 7

1 선택의 
어려움 0.60 1

2 타인의식 
스트레스 0.54 .402

** 1

3 자원부족 
부담감 0.39 .549

**
.457
** 1

4 정보 선별 
전략 0.49 .298

**
.236
**

.247
** 1

5 차별적 
선택 전략 0.45 .105

*
.490
**

.127
**

.327
** 1

6 적극적 
대처 전략 0.33 0.055 .265

**
.139
**

.433
**

.499
** 1

7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

- .129
** 0.012 0.053 .392

** -0.029 .131
** 1

8 구매 후 
결과 0.64 -0.047 -.154

** -0.054 .250
** -0.072 .154

**
.198
**

※ ㉠ : 1 ~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변수
※ * p < 0.05, ** p < 0.01

<표 4-38> 측정모형의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2) 모형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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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러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엄격한 논리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모형이 
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모형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안모
형(alternative model)을 설정하고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비교하여 우수한 
모형을 선택하거나 최초로 설정했던 연구모형을 수정해가며 최적의 모형을 
찾아갈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
계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탐험적 성격을 갖는 
후자의 방식인 ‘모형의 발견’을 하고자 한다. 수정된 모형이 최적의 모형으
로 수용되기 위해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는 교차검
증(cross-validation)을 하였다. 

(1) 단계 1 : 최초 연구모형의 설정 및 적합도 검증 

   우선, 본 연구는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을 기준으로 최초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그림 4-2>와 같다. 최초의 연구 모형의 경
우, 3개의 어려움(선택의 어려움, 타인의식 스트레스, 자원부족 부담감)과 4개
의 대처전략(정보선별 전략, 차별적 선택 전략, 적극적 대처전략,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 구매 후 결과의 잠재변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가 χ2=1428.591(df=387, p=0.000), RMR=0.208, GFI=0.841, 
RMSEA=0.071, CFI=0.836인 것으로 나타 RMSEA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
도 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정지수를 활용하여 
공분산 설정을 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측정모형의 분석에서 서술한 것과 같
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은 연구자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모
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수정지수가 제시한대로 
수정하기보다는 변수 간 관계의 설정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때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공분산 설정을 한 뒤 재분석하여도 3개의 어려움과 4개의 대처전략, 구
매 후 결과의 잠재변수가 포함된 구조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χ2= 118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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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375, p=0.000), RMR=0.203, GFI=0.865, RMSEA=0.064, CFI=0.8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어려움 유형별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의 발견은 ‘선택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
성을 검증한 뒤, ‘타인의식 스트레스’와 ‘자원 부족 부담감’에 다시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최종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4-2>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최초 연구모형 

(2) 단계 2 : 어려움 유형별 구조모형 발견 및 적합도 검증

   어려움 유형별로 적합한 구조모형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선 선택의 어려
움을 기준으로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χ2= 
635.085(df=210, p=0.000), GFI=0.903, RMSEA=0.061, CFI=0.908로 나타
나 최초의 연구모형에 비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림 4-3>과 같이 구조모형을 선정한 뒤, 
타인의식 스트레스와 자원 부족 부담감별로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경우, χ2=512.178(df=150, p=0.000), GFI=0.909, 
RMSEA=0.067, CFI=0.901로 나타나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자원 부족 부담감의 경우, χ2=473.709(df=168, p=0.000), GFI=0.924, 
RMSEA=0.058, CFI=0.910으로 나타나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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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그림 4-3>과 같은 구조모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
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각 어려움 유형별 적합도 지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 
4-39>와 같다. 

<그림 4-3>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 구매 후 결과 구조모형 
 

χ2(자유도, p-value) GFI RMSEA CFI
선택의 어려움 구조모형 635.085(210, 0.000) 0.903 0.061 0.908

타인의식 스트레스 구조모형 512.178(150, 0.000) 0.909 0.067 0.901
자원부족 부담감 구조모형 473.709(168, 0.000) 0.924 0.058 0.910

<표 4-39>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3) 구조모형 분석

   앞서 도출한 최종모형에 따라 유형별로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경로
계수를 살펴본 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법
(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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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의 어려움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 분석

   선택의 어려움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
과는 <표 4-40>과 <그림 4-4>와 같다. 

경로 β값 t값 p값독립변수 종속변수

선택의 어려움

정보선별 전략 0.421 8.184 ***
차별적 선택 전략 0.069 1.327 0.184
적극적 대처전략 0.003 0.064 0.949

저렴/가성비 추구 전략 0.148 3.206 0.001
정보선별 전략

구매 후 결과

0.188 2.672 0.008
차별적 선택 전략 -0.678 -4.312 ***
적극적 대처전략 0.626 3.853 ***

저렴/가성비 추구 전략 0.013 0.2 0.841
※ *** : p < 0.001

<표 4-40> 선택의 어려움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 4-4> 선택의 어려움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 구조모형 분석 결과  

   먼저, 선택의 어려움에 따른 대처전략을 살펴본 결과, 선택의 어려움은 
정보선별 전략(β=0.421)과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β=0.148)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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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있었다. 전략별 구매 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정보선별 전략(β
=0.188), 차별적 선택 전략(β=-0.678), 적극적 대처전략(β=0.626)은 구매 
후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대처전략을 매개로 선택의 어
려움이 구매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소비자가 선택의 어려움을 높게 경험할수록 정보선별 
전략과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선택의 어려움의 정보선별 전략에 대한 영향력이 저
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이 첫 구매 
시 선택과 관련된 어려움을 느낄 경우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여 재구성하
는 전략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정보선별 전략을 사용할수록, 적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별적 선택 전략은 소비자가 사용
할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차별적 선택 전
략과 구매 후 결과의 표준화계수의 절대값이 정보선별 전략과 적극적 대처
전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타인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사
용할수록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구매 후 결과
를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전략은 적극적 대처 전략인 것으
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제품의 표시정보를 활용하고, 육아용품 박람회를 방문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
임을 알 수 있다. 

(2) 타인의식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 분석

   타인의식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을 분석
한 결과는 <표 4-41>과 <그림 4-5>와 같다. 
   타인의식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전략을 살펴본 결과, 타인의식 스트레스는 
정보선별 전략(β=0.298)과 차별적 선택 전략(β=0.756), 적극적 대처전략저
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β=0.148)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전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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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정보선별 전략(β=0.223), 차별적 선택 전략(β
=-0.656), 적극적 대처전략(β=0.569)은 구매 후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대처전략을 매개로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구매 후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처전략을 매개로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구매 후 결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β값 t값 p값

독립변수 종속변수

타인의식 스트레스

정보선별 전략 0.298 5.294 ***
차별적 선택 전략 0.756 10.845 ***
적극적 대처전략 0.393 6.144 ***

저렴/가성비 추구 전략 0.026 0.522 0.601
정보선별 전략

구매 후 결과

0.223 2.811 0.005
차별적 선택 전략 -0.656 -5.706 ***
적극적 대처전략 0.569 4.476 ***

저렴/가성비 추구 전략 0.016 0.26 0.795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간접효과 p값

타인의식 스트레스
대처전략 

-> 구매 후 결과
-0.205 0.01

※ *** : p < 0.001

<표 4-41> 타인의식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이상을 정리하면, 소비자가 타인을 크게 의식하여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정보선별 전략과 차별적 선택 전략, 그리고 적극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차별적 선택 
전략에 대한 영향력이 정보선별 전략과 적극적 대처전략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소비자들이 첫 구매 시 타인을 의식하는 경우,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타인과 구매를 차별화하며, 고가의 브랜
드를 선택하고 해외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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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정보선별 전략을 사용할수록, 적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별적 선택 전략은 소비자가 사용
할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선택의 어
려움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타인의식 스트레스에서도 차별
적 선택 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표준화계수의 절대값이 정보선별 전략과 적
극적 대처전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식 스트레스가 독립변수일 때 대처전략은 구매 후 결과에 대한 경
로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타인을 의식할 때 대처
전략을 사용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은 차별적 선택 전략에 영향력이 큰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을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소비자의 스트레스는 구매를 위한 
대처전략보다는 심리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4-5> 타인의식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 구조모형 분석 결과  

(3) 자원 부족 부담감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 분석

   자원 부족 부담감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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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 4-42>과 <그림 4-6>과 같다. 

경로 β값 t값 p값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원부족 부담감

정보선별 전략 0.268 4.462 ***
차별적 선택 전략 0.221 3.747 ***
적극적 대처전략 0.139 2.351 0.019

저렴/가성비 추구 전략 0.107 2.133 0.033
정보선별 전략

구매 후 결과

0.339 3.954 ***
차별적 선택 전략 -0.698 -4.755 ***
적극적 대처전략 0.556 3.894 ***

저렴/가성비 추구 전략 -0.122 -1.653 0.098
※ *** : p < 0.001

<표 4-42> 자원부족 부담감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 4-6> 자원부족 부담감에 따른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 구조모형 분석 결과  

   자원 부족 부담감에 따른 대처전략을 살펴본 결과, 자원 부족 부담감은 
모든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별 구매 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을 제외한 정보선별 전략
(β=0.339), 차별적 선택 전략(β=-0.698), 적극적 대처전략(β=0.556)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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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대처전략을 매개로 선택의 어
려움이 구매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소비자가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높게 경험할수록 
모든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원 부족 부담감의 정보선
별 전략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전략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
들이 첫 구매 시 자원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느낄 경우 정보
를 탐색하고, 선별하여 재구성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선택의 어려움과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구조모형과 같이 정보
선별 전략을 사용할수록, 적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구매 후 결과가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별적 선택 전략은 소비자가 사용할수록 부정적
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차별적 선택 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표준화계수의 절대값이 정보선별 전략과 적극적 대처전략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9.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차이 분석

   이하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
매 후 결과를 정리하고, 각 어려움별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그
림 4-9> 참조).
   어려움에 따라 대처전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움 유형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정보선별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적 선택 전략과 적극적 대처전략은 
타인의식 스트레스와 자원부족 부담감을 느낄 때 사용하고 있었으며, 저렴하
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은 선택의 어려움과 자원부족 부담
감을 느낄 때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정보선별 전략(β=0.421)과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β=0.148)의 
경우 선택의 어려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적 선택 전략
(β=0.756)과 적극적 대처전략(β=0.393)의 경우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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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차이 분석 

   어려움 유형별로 대처전략에 따른 구매 후 결과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을 제외한 정보선별 전략과 차별적 선
택 전략, 적극적 대처전략이 구매 후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저렴
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긍정 또는 부정적인 구매 후 결과
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서 심층면접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들은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유모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좀 더 고가의 유모차를 
구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해외직접구매를 
통하여 제품을 한국에서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을 경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었다. 이는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차별적 선택 전략을 사용한 경우,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타인과 차별화하거나 타인의 평가
를 의식하여 구매하고,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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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타인을 중심으
로 구매 전략을 구사할 때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
요로 하고 적절한 제품을 구매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심층면접에
서 가격이 품질에 비례한다고 여겨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한 소비자가 구매 
후 기대만큼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이 고
가의 브랜드 제품이 소비자에게 큰 만족을 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정보선별 전략과 적극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
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적인 영향력을 주는 대처전략 중 적
극적 대처 전략이 정보선별 전략보다 구매 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든 
어려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어려움이 대처전략을 매개하여 구매 후 결과에 미치는 간
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구조모형에서만 대처전략의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타인의식 스트레스를 가진 소비자가 대처전략을 사용할 때 그 결과가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선별 전략을 사용하며, 어려움에 따라 적극적 대
처 전략을 사용하거나 차별적 선택 전략,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정보 선별 전략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대처 전
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별적 선
택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
터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브랜드가 곧 품질이 좋다는 신호로 
여겨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체험을 하며, 표
시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하는 등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도와 필요성, 적절성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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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4 장에서는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여 그 이론의 타
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전에 어려움과 대처 전략, 구매 후 결과의 
경향을 살펴보고, 어려움 유형별 소비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접으로부터 도출한 15가지의 어려움에 대하여 소비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어려움 항목을 합한 평균은 5점 만점에 3.62점으로 나타
나 소비자들이 첫 구매에서 비교적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중 정보 선별에 대한 어려움이 4.11점으로 15개 항목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선택과부하와 관련된 어려움이 4.07점, 
자녀의 발달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고민이 4.06점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 구매 소비자들이 정보를 탐색하
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선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기초적
인 지식을 토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소비자들이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하위차원으로 분류한 
결과, 선택의 어려움과 타인의식적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 자원부족에 따른 
부담감으로 나뉘었다. ‘선택의 어려움’이 3.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원 
부족에 따른 부담감’은 3.64점, ‘타인의식적 스트레스’가 3.11점으로 가장 낮
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선택의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다. 어려움의 하위차원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집단
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자원부족 집단으로 자원부족으로 인한 어려
움을 다른 어려움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타인의
식 스트레스 집단으로 타인에 대한 경쟁심을 갖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선택장애 
집단으로 제품 선택과 관련된 어려움을 다른 어려움에 비하여 높게 경험하
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어려움과중 집단으로 다른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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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첫 구매에서 어려움을 과하게 느끼고 있으며, 부담을 느끼는 집단이
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첫 구매를 할 때 선택에 대한 어
려움뿐만 아니라 구매를 위한 자원과 타인을 어느 정도 의식하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이 집단마다 달라짐을 보여준다. 
   셋째,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전략을 18개 전략으로 축소한 뒤 이를 살펴
본 결과,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략들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 전략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가 육아용
품을 10번 구매할 때 8번 이상 사용하는, 다시 말해 사용할 확률이 80%인 
항목이 18개 중 3개였다. 가장 높은 사용정도를 보인 대처전략은 온라인 준
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관찰하는 전략으로 10점 만점에 8.18점이었다. 
그 다음이 준거집단을 동조하거나 국민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전략으로 
8.07점이었으며, 자녀의 발달이나 편리성 또는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
한다는 전략은 8.02점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첫 구매를 할 때 준거
집단에 많이 의지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용품
을 구매할 때 사용자보다는 수혜자인 자녀를 더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들이 첫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사한 
전략 중 50% 이하의 사용 확률을 보여준 전략은 3가지였다. 가장 낮은 확률
을 보여준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4.61점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준거집단을 동조하여 비슷
한 브랜드나 제품을 사용하는 어머니들의 획일화된 구매에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고려해서 구매하
는 전략은 4.81점이었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브
랜드를 선택하는 전략은 4.89점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소비자가 준거집단
의 구매를 굳이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근에 어머니들이 고
가의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VIB, 골드키즈(국민일보, 
2017.01.20.; 스포츠동아, 2017.07.12.; 파이낸셜뉴스, 2018.03.04.)와 같은 
신조어와 다르게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이 보편적이지 않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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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인 우유, 햄류, 어묵, 계란, 두부 등을 소
비자가 선택할 때 사용하는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 박지우(2016)의 소비자조
사 결과와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신뢰하여 해당 브랜드
를 지속적으로 선택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경험이 있는 특정 제품을 재구매
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10점 만점에 7점 이상). 반면, 준거
집단의 구전정보는 사용 확률이 50%대였다. 즉,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 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의 정보를 중요시 여겨 이에 의지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구매
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구전 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특정 브랜
드나 제품을 정해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 구매 소비자와 지속적 구매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제품, 브랜
드, 정보의 다양성을 크게 인식하여 선택과부하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매의사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
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
하는 반면,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정보를 토대로 구매하고 
있었다. 즉, 특정 시장에 처음 진입한 소비자들이 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정보를 주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다섯째,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의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원부족 
집단에서 75% 이상의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총 6개로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 안전성 기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이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집단에서 75%의 이상의 높은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총 3개로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과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이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타
인을 의식해서 선택하는 전략, 준거집단과의 구매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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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택장애 집단 소비자들의 경우, 75% 이상의 높은 사용 확률을 보인 전
략은 총 6개로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 준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
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 선택 
전략, 정보 재구성 전략이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정보를 재구성하
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어려움과중 집단 소비자들의 경우 75% 이상의 높은 사용 확률을 보인 
전략은 총 8개로 주변 구전정보 활용 전략,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 준
거집단 동조 전략, 수혜자 기준 선택 전략, 안전성 기준 선택 전략, 익숙한 
브랜드 선택 전략,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 선택 전략, 정보 재구성 전
략이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준거집단을 의지하거나 수혜자인 자녀
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전략,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전략, 타인의식 고려 전
략 등 다양한 전략을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부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소비자들이 사용
하는 전략 중 사용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은 온라인 구전정보 활용 전략이
었으며, 어려움과중 집단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 사용 확률이 가장 높
은 전략은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전략이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첫 구매를 
할 때 준거집단에 많이 의지하여 구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첫 구매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특정 상품을 많이 구매한 타
인들의 의견을 주요 정보로 여기고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선행연
구들(전우영・정현주, 2006; Cialdini & Trost, 1998; Levine et al., 2000)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소비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처전략을 사용한 
후 결과를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비록 첫 구매를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
나 자신이 구매한 육아용품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3.78점), 자신이 구사
한 전략에 만족하고 있고(3.69점), 자신의 어려움이 극복(3.69점)되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준거집단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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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보를 토대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은 뒤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
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곱째,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로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타인의식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어려움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선택의 어려움이나 자원부족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첫 구매 시 자녀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관여도가 높을수록 모든 어려움 유형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선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자녀
의 정보가 부족한 것과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 관여도, 주변으로부터 육아
용품을 선물 받았거나 물려받은 정도, 준거집단이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첫 
구매하는 성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인의식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첫 구매 당시의 직업과 자녀 정보 부족, 해외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인식, 관여도, 주변으로부터 육아용품을 
지원받은 정도, 준거집단의 출산 전 구매 성향과 동조구매 성향이 유의한 영
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부족으로 인한 부담감은 첫 구매 시 자녀 정
보 부족, 사전지식 수준, 관여도, 첫 구매 당시 주관적 경제 상태, 준거집단
의 동조구매 성향, 어머니 구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유의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살펴본 결과, 어려움 유형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
는 전략은 정보선별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적 선택 전략과 적극적 대
처전략은 타인의식 스트레스와 자원부족 부담감을 느낄 때 사용하고 있었으
며,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은 선택의 어려움과 자원
부족 부담감을 느낄 때 사용되고 있었다. 저렴 또는 가성비 추구 전략을 제
외한 정보선별 전략과 차별적 선택 전략, 적극적 대처전략이 구매 후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소비자가 차별적 선택 전략을 사용한 경우,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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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타인을 중심으로 구매 전략을 구사할 
때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요로 하고 적절한 제품
을 구매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선별 전략과 적극적 대처 전략을 사용
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적인 영향력
을 주는 대처전략 중 적극적 대처 전략이 정보선별 전략보다 구매 후 결과
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든 어려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어려
움이 대처전략을 매개하여 구매 후 결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식 스트레스의 구조모형에서만 대처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식 스트레스
를 가진 소비자가 대처전략을 사용할 때 그 결과가 부정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구매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가 사전지식이 부족하
고,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첫 구매 소비자들은 내부적
으로 보유한 정보가 없어 경험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없으며, 자녀와 함께 사
용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높은 관여도를 갖게 되어 어려움을 경험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처음 자녀를 갖게 된 초보 어머니들에게 육아용품 구매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과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출산 전 산모 교실, 
출산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육아용품에 관한 정보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갖
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종류에 상관없이 자신의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선별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심층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용하고, 그들을 동조 또는 모방한
다는 결과와 같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이 정보선별 전략이나 적극적 대처 
전략을 사용할수록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
자가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차별적 선택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심층면접의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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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품질이 좋거나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
층면접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가의 브랜드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기
대한 만큼 품질이 좋지 않아 구매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소비자조사 
결과에서도 차별적 선택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 결과가 부정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심층면접 결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고가의 제품이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은 판매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여지를 줄 수 있다. 이는 육아용품 시장의 
제품 가격이 너무 높다는 심층면접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다. 즉,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주를 이루는 육아용품 시장의 판매자들은 
제품의 가격을 높일 유인이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않도록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자들이 
제품의 품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적절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제품을 체험하
며, 표시 정보를 확인했을 때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타인과 구매를 차별화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
여 선택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부정적인 구매 후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타인을 의식하
지 않고 자신의 선호도와 필요성을 토대로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주
관적인 경험에 의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준거집단
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판매자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광
고성 글을 게재하는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판
별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전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되, 
정보원의 광고성, 주관성을 판단하여 적절히 정보를 여과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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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첫 구매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러한 어
려움을 유발하는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이 경험하
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한 대처전략이 무엇이며, 이로 인한 구매 
후 결과가 어떠한지 탐색함으로써 소비자가 경험 없는 시장에서 첫 구매를 
할 때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실무적 및 학문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1. 연구의 결과의 요약

1) 연구 결과의 정리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했던 경험을 원활하게 
회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취학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
으로 심층면접과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뒤 근거이론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첫 구매경험을 범주화하였다. 
그 다음 각 범주들은 패러다임 모형의 각 요소에 맞게 연결되었으며, 질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핵심범주에서의 어려움을 토대
로 소비자를 유형화하였다. 그 다음 심층면접으로부터 도출된 이론적 모형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는지 파악하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
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조사를 위한 척도
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소
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전략, 구매 후 결과의 경향이 어떠하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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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기준으로 분류된 소비자 집단별로 대처전략의 사용정도가 어떠한지 확
인한 뒤, 어려움 유형별로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알아보았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접 결과, 어려움을 유발하는 인과적 조건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매 특성과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상태였으며, 맥락적 조건은 제품
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 이슈와 사회적 고정관념, 그리고 제품의 시장 특성이
었고, 중재적 조건은 소비자 자원과 관여도,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첫 구매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소비
자들은 사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정보를 선별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 자신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고 좋은 제품을 보거나 타인의 구
매를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
었다. 타인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타인이 소유한 제품이 자신에게 없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며, 타인을 의식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
고, 획일화된 준거집단의 구매에 거부감을 갖기도 하였다. 경험이 없기 때문
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제
품의 가격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끊임없는 구매에 
버거움과 피로감을 느끼고, 높은 관여도로 인하여 확장된 구매의사결정을 하
면서 구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피로감을 또한 느끼고 있었다. 
   둘째, 소비자들은 지식을 쌓기 위한 기초적인 전략으로 준거집단의 구전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
방하거나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 또는 수혜자의 적절성과 선호도를 기
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였다.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였
으며, 위해 제품을 차단하기 위하여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전략을 사용하였
고, 정보 탐색 시간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경
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고가의 
제품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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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한 정
보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제품을 체험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준거집단의 획일화된 구매를 극복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을 비동조하는 전략
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일련의 전략을 통하여 첫 구매를 완수한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과 자신이 구사한 전략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셋째, 심층면접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소비자조사
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은 정보선별의 어려움과 선택과부하, 수혜자의 적
절성과 선호도를 토대로 구매하는 어려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은 선택의 어려움과 타인의식적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 자
원부족에 따른 부담감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부
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어려움과중 집단’의 4
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어려움 유형별로 대처전략의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
과, 자원부족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
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타인을 의식해서 선택하는 전략, 준거집단과의 구매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택장애 집단은 다
른 유형에 비하여 정보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어려움과중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준거집단을 의지하거나 수혜자인 자녀를 기준으
로 선택하는 전략,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전략, 타인의식 고려 전략 등 다양
한 전략을 상대적으로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소비자가 경
험하는 어려움 유형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온라인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이며, 그 다음이 준거집단을 동조하는 전략
이었고, 수혜자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전략이었다. 즉,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
은 경험이 없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험이 있는 준거집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 유형에 따라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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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타인의식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어려움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선택의 어려움이나 자원부족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첫 구매 시 자녀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관여도가 높을수록 모든 어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구매에 높게 관여될 수밖에 없으며, 부족한 지
식과 정보는 소비자의 첫 구매를 더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가 어
떠한 제품을 첫 구매하게 되더라도 손쉽게 지식을 쌓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어려움 유형별 대처전략과 구매 후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살펴본 
결과, 어려움 유형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정보
선별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별적 선택 전략과 적극적 대처전략은 타인
의식 스트레스와 자원부족 부담감을 느낄 때 사용하고 있었으며,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은 선택의 어려움과 자원부족 부담감을 
느낄 때 사용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정보 선별 전략을 사용하거나 적극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
별적 선택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브랜드가 곧 품질이 좋다는 
신호로 여겨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체험을 
하며, 표시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하는 등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만
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도와 필요성, 적절
성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일상적 구매에서의 소비자 전략을 연구한 박지우(2016)
의 연구를 토대로 첫 구매와 일상적 구매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 구매에서는 시장에 어떠한 제품과 브랜드가 존재하는지 소비자가 잘 
알고 있으나 첫 구매에서는 소비자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일상
적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외부 탐색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정보 내에서 탐
색을 하지만,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소유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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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를 대부분 탐색한다. 일상적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판촉 행사와 같
은 기회를 잘 포착하지만,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알
지 못한다.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많이 활용하
고 있으나 일상적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적게 활
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소비자의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2) 소비자 유형의 비교

   앞서 심층면접에서는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구매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활
용하여 대처함’이라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어려움에 따라 ‘고민 
과다형’,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 ‘타인의식 스트레스형’, ‘시간자원 
부족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소비자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자원부족 집단’,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선택장애 집단’, ‘어려움과중 
집단’을 도출하였다. 이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부터 도출된 소비자 유
형을 비교해보고자 하며, 그 결과는 <표 5-1>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은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는 양적 연
구에서 도출한 ‘선택장애 집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선택장애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집단이다. 이
들은 각각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히 비슷한 전략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유형 모두 준거집단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자신의 선택 기준에 맞게 선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더
불어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의 소비자 중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하여 제품을 적게 구매하거나 필요 시점에만 구매하는 소비자처럼 
‘선택장애 집단’ 소비자들도 다른 유형의 소비자들에 비하여 간소하게 구매
를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이들 유형이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처전
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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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 양적 연구
소비자 
구분

제품 불필요성 구분 어려움형 선택 장애 집단

어려움 
유형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유형

제품 선택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유형

대처
전략

- 정보 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많은 
시간 투자

- 간소하게 구매

- 수집된 정보를 대조하고 재구성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

- 간소하게 구매하는 전략 사용 
소비자 
구분

타인의식 스트레스형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

어려움 
유형

준거집단이 사용하는 제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경쟁심을 느끼는 유형

타인의 평가와 타인 소유의 제품을 
보고 구매 욕구를 느끼는 유형

대처
전략

- 준거집단이 이용하는 제품을 관찰한 
후 이를 동조/모방

- 준거집단을 의식하여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과시

-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전략
- 준거집단 구매 차별화 전략

- 브랜드 변경 전략

소비자 
구분

시간자원 부족형 자원 부족 집단

어려움 
유형

구매를 위한 시간 자원의 부족을 
느끼는 유형

구매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정보적 
자원의 부족을 느끼는 유형

대처
전략

-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거집단 동조/모방

- 공동의사결정 전략

-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표시정보 활용

- 공동의사결정 전략
소비자 
구분

고민 과다형 어려움과중 집단

어려움 
유형

- 정보, 제품, 브랜드 과부하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

- 어느 수준의 가격과 품질에서 
구매해야하는지 모르는 어려움 

- 모든 어려움 유형을 다 높게 
인식하는 유형

대처
전략

-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꼼꼼하게 구매
- 구매 과정에 많은 시간 투자

- 공동의사결정
- 육아용품 안내 도서 활용

- 표시정보 활용

- 구매 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정도로 꼼꼼하게 심사숙고하여 구매
-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준거집단의 
구전정보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에 

비하여 수혜자 기준 선택,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전략, 브랜드 변경, 

타인시선 고려, 해외 제품 선택, 익숙한 
브랜드 선택, 고가 브랜드 선택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

<표 5-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의 소비자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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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타인의식 스트레스형’과 양적 연구에서 도
출된 ‘타인의식 스트레스 집단’은 비슷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상당히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두 연구
에서 도출된 두 집단은 모두 준거집단에 대하여 경쟁심을 갖거나 좋아 보이
는 제품을 보면 구매 욕구가 생기는 집단이며, 자신이 소유한 제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획일화된 어머니들의 구매에 거부감을 갖는
다. 이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준거집단의 정보를 활용하되, 다른 집단들과 다
르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제품을 선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거나 과시하며, 준거집단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시간자원 부족형’은 양적 연구에서 도출된 
‘자원부족 집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적 연구에서 경제적 자원, 
안전 정보 자원, 시간 자원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족함을 느
꼈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호소하는 정도가 높아 ‘시간자원 부족형’으로 명명되었다. 심층면접에서 시
간자원만이 이야기된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심층면접의 경우, 
연구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면접자
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면접자인 연구자 앞에서 개인적이면서도 
민감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층면접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소비자조사에서 경제적 자원 부
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도출하였으므로 심층면접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했
다고 생각한다. 
   질적 연구에서의 ‘시간자원 부족형’은 구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남편
과 공동의사결정을 하거나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품질, 안전성, 자녀의 선호
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받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타인의식 스트
레스 집단’이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것이 준거집단을 의식하는 것
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시간자원 부족형’이 소비자들을 동조 또는 모방하
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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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양적 연구에서의 ‘자원부족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제품의 표시
정보를 확인하거나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략은 질적 연구의 ‘고민 
과다형’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질적 연구로부터 도출된 ‘고민 과다형’은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인 
정보의 다양성과 제품, 브랜드의 다양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
움을 가진 유형으로 이들은 양적 연구에서 모든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고 있
는 ‘어려움과중 집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상당히 심사
숙고해서 결정하며, 꼼꼼한 것으로 보였다. ‘고민 과다형’은 고민이 많은 만
큼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고려해야할 선택 기준 또한 많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시간 자원의 부족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어려움과중 집단’ 또한 양적 연구에
서 도출된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선택 시 고려하는 기준이 많으며 구
매를 할 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또한 구매의사결정에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질적 연구의 ‘고민 과다형’은 양적 연구의 ‘어려움과중 집단’과 
비슷하지만, ‘고민 과다형’이 안전한 제품을 위하여 전성분, 재질, 안전마크 
등을 확인하는 행동은 양적 연구의 ‘자원부족 집단’이 안전을 위하여 표시
정보를 활용하는 전략과도 이어져 있었다. 이에 질적 연구의 ‘고민 과다형’
은 양적 연구의 ‘어려움과중 집단’과 ‘자원부족 집단’의 전략적 특성을 아
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양적 연구의 ‘자원부족 집단’도 질적 연
구의 ‘시간자원 부족형’과 비슷하지만, ‘고민 과다형’의 전략적 특성을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소비자 유형은 양적 연구에서 도출된 소비
자 집단과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전략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연구
의 4개의 소비자 유형과 양적 연구의 4개의 소비자 집단이 어느 정도 상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결론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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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구매의사결정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문
제인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첫 구매에서 소비자들
은 자신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 있으며, 어떠한 브랜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육아용품으로 
지칭되고 있는 용품에 어떠한 제품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는 경험과 
사전지식이 부족한 것에 의한다. 이에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준거집단
의 구전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있었으나, 익숙하지 
않은 제품 용어로 인하여 주어진 정보의 내용조차 이해하는데 어려워하였으
며,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첫 
구매를 할 때 제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정보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가 언제나 손쉽게 소비자 시장
에 존재하는 주요 제품들의 기초적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채널
이 요구된다.   
   둘째,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준거집단이 구매한 제품을 모방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다수가 구매하는 제품이 품질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
자 입장에서는 사전지식이 높은 소비자들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처리할 능
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Brucks, 1985; Claxton et al., 1974) 단순한 
구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동조 또는 모방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자존감이 낮거나 집단의식
이 강하고, 특정 집단에 순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평가되
어(성영신, 1994; 천문선 외 2인, 2006; 허경옥, 2001; Davis & Miller, 
1983),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동조소비 또는 모방소비를 비합리적인 소비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동조 
또는 모방은 준거집단에 대한 단순한 동일시적 또는 규범적 동조 또는 모방
이 아니라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정보적 동기에 의
한 동조 또는 모방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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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할 때, 
준거집단의 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다수가 특정 제품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제품이 어느 정도 대중들로부터 검증받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준거집단을 동조 또는 모방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구매행동을 
보일지라도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행동이 비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을 평가할 때에는 소비
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소비자들은 국산 제품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제조
한 제품의 안전성을 높게 신뢰하고 있었다. 이에 제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살균계란 파동
과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경험하며, 국내 안전 규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
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함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소비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
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자 해외직접구매를 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내수 시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브랜드 업체가 디자인과 기술력을 향상하고,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며, 
가격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만들 것이며(LG경제연구원, 2014), 소비자의 시장 
일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해외 선진국의 제품이나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단순화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가의 제품이 품질
이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은 판매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소비자
에게 제공할 여지를 주는 것이며, 이는 육아용품 시장의 제품 가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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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심층면접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소비자
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호로 가격과 원산지를 토대로 선택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구매 후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이나 원산지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않도
록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지표로 삼
고 있는 브랜드와 원산지, 가격 등에 대하여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에 맞게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
고, 직접 제품을 체험하며, 표시 정보를 확인했을 때 구매 후 결과가 긍정적
이었던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타인을 의식하여 제품을 선택
할 때보다 자신을 기준으로 구매를 하였을 때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도와 필요성을 토대로 정
보를 탐색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여섯째, 초보 어머니들은 육아용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국내의 육아용품 
가격이 너무 높아 육아용품 구매가 부담스럽고 버겁다고 하였다. 실제로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였던 반면에 육아용품비는 1년 사이 12% 
상승(조선일보, 2018.02.07)하는 등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 육아용품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은 출산율로도 
이어지는데, 엠브레인(2016)이 실시한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들은 필요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보육비와 교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
(73.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자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중 미혼인 집단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양육비의 부담
(58.9%), 그 다음이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44.9%)이었으며, 기혼인 소비자들
의 경우 지금 있는 아이로 충분해서가 6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육
비의 경제적 부담(50.3%), 노산 등의 문제(49.7%), 양육비 부담(47.4%)의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제품을 첫 구매할 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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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인 사례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구매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
은 소비자가 사전지식이 없을 때 특정 행동을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
에서만 진행되었으며, 사전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었다. 또한 사전지식이 높은 소비자와의 비교를 위해 사전지식이 
낮은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첫 구매에서의 상황
과 그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도출함으로써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으며, 구매 행동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 소비자의 첫 구매에 대한 주
제를 추가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제품을 첫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소비자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인식하여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
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소비자들이 사
용하는 구매 전략을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은 첫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
략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다수의 소비
자들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첫 구매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
로 가설 검증 차원에서 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통합적인 연구
를 진행함으로써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첫 구매에 관한 연구나 사용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있으며, 신
뢰재 또는 명성재 등의 특성을 갖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연
구할 때 이론적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제언



- 233 -

   앞서 논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제언과 후속연
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정책적・실무적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정책적・실무적 측면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정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소비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첫 구매를 할 때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첫 구매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채널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며, 생소한 용어로 인
하여 시장에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에 
소비자들이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언제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채널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 시장에 존재하는 주
요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느 정도 기초 지
식을 쌓은 후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육아용품의 경우, 구매의 필요성을 처음 느끼는 시점은 대부분 첫째 자녀
를 임신한 시점이다. 많은 병원이나 공공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출산 관련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이때 초보 어머니들에게 출산 시 필요한 육아
용품의 종류와 올바른 구매방법, 용어,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을 알려준다면 
첫 구매 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용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첫 
육아용품을 구매하기 전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보다 해외 선진국의 제품이 더 안전하고, 국
내 안전 규제보다 해외 선진국의 안전규제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 품질이 불
확실할 때, Darby & Karni(1973)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였는데 이들은 
신뢰재에 대하여 정부는 모니터링 하고, 품질 기준을 설정하며, 벌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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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사적 모니터링 기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제품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신뢰
를 받을 수 안전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육아용품의 
수혜자인 어린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일반 
성인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육아용품과 관련된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을 높여여야 한다. 
   더불어 육아용품의 경우, 의약품과 같이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할 필
요가 있으며, 안전마크가 정부 차원이나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정보기준을 개
선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기하거나 육아용품에 한하여 제품의 안전 정도가 겉포장에 색상으
로 구분되어 인쇄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육아용품 시장에는 다양한 품목의 육아용품이 존재하며, 아이의 신
체발달에 따라 제품이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해야할 
육아용품이 많다는 것을 뜻하며, 육아용품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에게 경제
적・심적 부담을 주고 있고, 넓게는 저출산 기조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각 가정의 소비패턴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방안과 함께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저귀, 분유, 카시트와 같은 필수 육아용품의 가격이 너
무 높다고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필수 육아용품을 
저소득층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와 같이 저렴한 가격
으로 필수 육아용품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육아용품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
은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전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준거집단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구매를 한 후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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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험을 쌓게 되면 이를 새로 시장에 진입한 초보자에게 전수하는 등 연
쇄적인 정보 전달이 있는 시장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 중에는 판매
자로부터 추천받은 제품에 대하여 불만족한 후 다른 소비자들에게 이를 구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
을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 부정적 정보 교환이 이어져 관련 제품의 판매율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넓게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긍정적 구전으로 확산되고 해당 제품의 판
매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의 제품보다 해외 선진국의 브랜드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고 해외직접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확대되고 지속된다면, 국
내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 자체
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안전성 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검사
를 통하여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육아용품은 사용자로서 체험할 수 있지만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 없
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형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형상품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획
득하기 어렵다. 이에 많은 어머니들이 특정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반영
된 설문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가 한 시점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계속해
서 그 결과가 축적되어 제공된다면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는 시장에 다양한 품목이 있어 선택과부하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 기준과 성향, 조건 등
에 맞추어 다양한 대안들을 제거해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령,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의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성별부터 나이, 관심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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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안을 제거해가며 알맞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대안 제거 프로그램이 개발된
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중립적 기관인 소비자단체
에서 이러한 도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준다면, 정보과부하와 선택과부하의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후속연구를 위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떠
하며,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령,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와 자동차 또는 주택을 첫 구매할 때 소비자가 경험
하는 어려움과 대처전략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 유형을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거나 상품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처전략보다 소비자가 첫 구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Lazarus & Folkman(1984)
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해결 기술, 사회
적 기술, 사회적 지지, 물질적 자원과 같은 대처자원에 따라 대처전략이 달
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어려움이 대처전략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때 대처자원에 의한 조절효과를 살펴본다면, 소비자의 
구매 전략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는 첫 구매를 하는 소비자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제품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어려움과 대처
전략을 알아본 후, 두 소비자들의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초보 소비자와 전문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평상시 소비성향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평상시 소비성향에 따라 경
험하는 어려움과 대처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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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본 연구는 어머니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아버지들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는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공동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의 육아용품 구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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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접 질문지
* 본 연구는 귀하가 처음 임신을 하게 됨으로써 첫째 자녀를 위하여 처음 육아용품

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에 대하여 여쭙니다. 
* 육아용품은 기저귀, 젖병, 젖병소독기, 옷, 겉싸개, 속싸개, 로션, 샴푸, 귀체온계, 

바운서, 모빌, 장난감 등등의 유형적 물품을 일컫습니다.
o 귀하의 인적사항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인 생년월 19         년          월
자녀 수                    명

자녀 생년월
첫째 : 201  년     월
둘째 : 201  년     월 

거주지 도            시            구 
직업

육아용품(출산준비) 간접 경험 여부
o 나의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 또는 출산준비를 위하여 육아용품을 구매하기 전, 

다른 사람의 출산준비 또는 육아용품 구매를 도와준 적이 있으신가요?
o 있다면, 구체적인 경험을 말해주세요. 가령, 누구를 도와주시고, 무엇을 구매하

는 걸 도와주셨나요?
o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출산준비 직접 경험 여부
o 출산준비를 하셨나요?
o 하셨다면,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요? 어떤 아기용품을 미리 준비해두셨나요?
o 그러한 용품을 미리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o 안하셨다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준비를 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육아용품 구매 시 정보탐색
o 육아용품을 사야겠다고 결정하시고 난 후,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o 나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니면 태어난 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때 주로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셨나요? 
o 그러한 정보를 탐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o 그러한 정보는 나에게 유용했나요(도움이 되었나요)?
o 내가 찾은 정보 또는 조언이나 도움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나요?
o 정보를 토대로 육아용품을 구매하셨을 때, 만족하셨나요? 후회하셨나요?
o 만족 또는 후회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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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용품에 대한 구매와 타인의식적 소비
o 외출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 아기띠, 유모차 같은 용품을 사용하셨나요?
o 사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선물했나요? 직접 구매했나요? 물려받았나요?
o 아기띠, 유모차와 같은 용품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셨나요?
o 아기띠, 유모차와 같은 용품을 구매할 때 중요시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o 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출산준비물을 선택하거나 육아용품을 선

택하신적은 없나요? 
o 주변을 의식하여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조적 소비
o ‘국민’자가 들어간 육아용품(국민 애벌레, 국민 문짝, 국민 에듀볼 등등)을 구

매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o '국민' 자가 들어간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o '국민' 자가 들어간 육아용품을 구매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o 그 외 주변 사람이 구매하는 육아용품을 따라서 구매한 적이 있나요?

새로운 육아용품에 대한 구매
o 혹시 아이에게 바운서, 점퍼루, 쏘서, 젖병소독기 등등의 육아용품을 구매해주

셨나요?
o 보통 기본적으로, 기저귀, 젖병, 베냇저고리 등을 아이에게 사주는 것을 기본

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기였던 시절에 없던 것들, 가령, 젖병소독기, 바
운서, 점퍼루, 쏘서 등등의 육아용품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o 왜 그러한 육아용품을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면서 든 생각
o 처음 나의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o 왜 그러한 생각이 드셨나요?

첫 육아용품 구매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및 육아용품 고려사항
o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이 정말 많은데 각각의 용품들을 구매할 때 특별히 어려

웠던 점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려웠나요?
o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o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이었나요? 
o 내가 고려하는 사항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으

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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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구매 장소 
o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주로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o (해외직구를 했을 때) 왜 해외직구를 하셨나요?

구매 후 행동
o 자신이 구매한 육아용품, 육아용품 구매 장소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한 경

험이 있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o 애를 낳은 후 나를 위한 소비와 아이를 위한 소비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

각하나요?
o 이렇게 다른 것보다 육아용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검색도 많이 하고, 고민하

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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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
한 범주화 결과

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 
조건

육아용품 
구매의 특성

사용자 고려 필요
사용자가 선호하는 디자인,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택
수혜자에 대한 정보 

부재
자녀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자녀로
서 체험할 수 없음, 자녀의 선호도를 알 수 없음

발달별로 세분화된 
제품 구매

책에 아이의 개월 수에 따른 구매용품이 소개, 신
체발달에 맞춰 시기마다 구매해야하는 게 있음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소비자 상태

직접/간접 무경험
형제자매와 친구 중에 처음 결혼, 무엇이 필요한지
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 무지, 무경험, 맨땅에 

헤딩, 보지도 듣지도 않음, 잘 모름 
직접 무경험/간접 

경험
언니나 친구의 육아용품 구매를 봤지만 직접 구매

경험이 없어 무지

맥락
조건

사회적 상황

위해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슈

해외에 비하여 안전성이 떨어짐, 생리대파동, 가습
기 살균제, 물티슈 문제, 분유 파동, 장난감 위해 
문제, 계란 살균제, 기저귀 선택할 때 신경쓰임, 

못 믿음, 찜찜, 마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화학물질

핵가족화와 
이웃과의 단절

혼자 키워야 함, 고행, 나몰라라 수준, 독박육아

어머니의 구매에 
대한 고정관념

내거 고듯이 고르면 안 됨, 쿨한 엄마, 
내가 쓰던 거 그대로

시장 상황

정보의 다양성 정보가 많음, 후기도 많음

육아용품 종류의 
다양화

끝도 한도 없음, 종류가 여러 가지, 소소한 게 많
음, 이게 다 필요한가, 너무 육아용품이 많음, 

돈이 많이 듬

중재
조건

소비자 자원
경제적 자원

돈 아낌, 돈 없음, 가진 금액에서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 함

주변 제공의 
육아용품 자원

대부분 물려받음, 선물 받음

관여도

부모로서의 책임감
잘못되면 내 잘못, 책임감, 완벽한 소비, 최선의 

것, 모성애

좋은 제품 구매에 
대한 욕구

좋은 거 해주고 싶음, 안전한 거 해주고 싶음, 최
대한 좋은 것, 많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비교하고, 

검색함, 유기농, 까다로움

<표 6-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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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재
조건

관여도 다음 자녀 탄생 고려 둘째를 염두에 둠, 신중

준거집단의 
구매 성향에 
대한 인식

확장된 
구매의사결정 성향

다른 엄마들의 소비는 완벽함, 까탈스러움, 안 써
본 젖병이 없음, 까다로움

간소한 구매 성향
아는 언니는 최소로 준비, 닥쳐서 구매, 

최대한 싼 거 쓰는 주의

국민 육아용품 존재

언니와 친구가 알려줌, 사람들이 국민 장난감 모
르냐고 물어봄, 엄마들의 게시글 제목을 보고 알
게 됨, 장난감 검색하다가 알게 됨, 온라인 카페, 

블로그에서 알게 됨

해외 브랜드 선호 외국 브랜드 위주로 출산준비, 당황스러움, 
외국 거 좋아함

유행하는 육아용품 
존재

트렌드, 잘 나가는 게 대부분 비슷,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음

중심
현상

= 
사전
지식
부족
에

따른
어려
움

구매대상 
제품 선정의 

어려움

무엇을 구매할지 
모름

뭐가 좋은지 모름, 뭘 사야할지 모름, 모르니까 
불안함, 유모차도 디럭스, 절충형, 휴대형이 있음, 
무지, 두렵고 막막함, 처음 키움, 경험 없음, 당연
히 사야 되나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나봄, 사기 

직전에 혼란스러움, 선택하는데 혼란스러움

필요/불필요 판단의 
어려움

누가 필요한 제품 정보를 주면 좋겠음, 사야 되
나 말아야 되나 헷갈림, 무지, 필요한지 안 필

요한지 모름
육아용품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광활한 바다에서 흙속의 진주를 찾음, 종류 많
음, 브랜드 많음, 선택이 힘듦, 재질도 다름, 고

민, 선택의 폭이 넓어 좁히는 과정이 어려움
브랜드의 

다양성으로 인한 
선택과부하

국내외 브랜드 섭렵해야 함, 혼란스러움, 모르
는 브랜드, 어떤 제품의 브랜드였는지 헷갈림

생소한 육아용품의 
용어로 인한 어려움

이름이 어려움,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음

정보 선별의 
어려움

주어진 정보를 
판단할 수가 없음

어떤 정보가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판단이 안 
섬, 정보적으로 찾아보는 게 성가심, 딱 필요한 

서치하는 게 어려움,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
한 글도 왜 그게 장점과 단점인지 모르겠음, 중

요한 장점이 무엇인지 모름, 혼란

다양한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움

정보가 많아 비교하는 게 어려움, 방대한 정보 
속 나한테 맞는 거 고르기 쉽지 않음, 브랜드를 
비교한 사이트도 많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고르
기 힘듦, 모두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 뭘 선택할

지 모름

<표 6-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범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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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심
현상

= 
사전
지식 
부족
에 

따른
어려
움

주변 
정보원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

주변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아쉬움

언니가 사라고 한 것이 유행이 지난 것처럼 보임, 
트렌드는 1년 지나 틀림, 최근에 키운 사람들 중 
친한 사람이 없음, 아는 언니랑 5년 정도 차이가 

나서 그때와 지금이 다름, 
예전에 낳은 친구의 정보는 구식

주변으로부터 직접적
인 구매경험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

나랑 비슷한 시기에 아기 낳은 사람이 없음, 생생
한 정보가 부족, 아쉬움, 물어봐도 디테일하게 알려
주지 않음, 엄마도 다 잊어버림, 내 주위에 애를 키

우는 사람이 많지 않음

수혜자 
중심의 선택 

어려움

수혜자로서 체험할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유모차, 카시트는 내가 직접 탈 수 없어 승차감 모
름, 내가 알아서 해야 함, 뭘 편해할지 모름

수혜자에게 적절한 제
품을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애가 체형이 다름, 실패 가능, 뭐가 맞는지 모름, 
음식 알러지 가능성, 사이즈 모르겠음, 신경쓰임

수혜자의 선호도를 알 
수 없어 선택이 

어려움

첫 애라서 모름, 어떤 걸 좋아할지 모름, 내가 쓸게 
아니니 신경쓰임, 어떤 걸 해줘야 아이가 행복할지 

고민
발달 단계에 맞는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고민

발달 시기별로 뭘 해줘야 함, 아이의 발달에 긍정
적 영향을 줄 것 같음

구매 
충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구매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육아용품 종류가 많아서 보면 사줘야할 것 같은 생
각, 계획적 소비가 잘 안됨, 눈으로 보면 다 필요한 

거 같음, 스트레스, 욕심, 끝이 없음 
준거가격 상승에 

따른 고민
준거 가격이 올라감, 좋다고 하면 준거가격이 올

라감, 내 신념을 버림, 고민임

타인의식으
로 인한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감

준거집단 소유 제품
에 대한 경쟁심과 

불안함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봄, 
너도 나도 있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다른 엄마들과의 경쟁심, 다른 엄마가 해주는 것
보다 더 잘해주고 싶음, 우리 애는 기죽으면 안 
됨, 우리애만 못 갖고 놀면 안 됨,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 못할까 걱정, 놓치는 게 있나 
끊임없이 검색, 힘들고 어려움, 남들 누리는 만

큼 해주고 싶음, 나는 못하더라도 아이는 돋보이
게 하고자 함, 아이를 위해 완벽한 소비, 

이상적 소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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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심
현상

= 
사전
지식 
부족
에 

따른
어려
움

타인의식으
로 인한 
경쟁심, 
불안함, 

스트레스, 
거부감

타인의 평가 의식으
로 인한 스트레스

사진찍어 SNS에 올림, 친구나 엄마들이 뭐라 생
각할지 고민, 신경쓰는 내가 한심, 스트레스

획일화된 준거집단
의 구매에 대한 

거부감

모두 다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싫음, 모두 
사용하는 브랜드 회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외

국 브랜드 위주로 출산준비해서 당황함

제품 안전
성에 대한 
불신 및 
두려움

구매한 제품의 위
해성을 모르기 때

문에 두려움

생리대 파동, 가습기 살균제, 우리나라 못 믿음, 
우리나라거 안 쓰고 싶음, 트러블 안 생기는 거, 

제일 싼 거는 불안함, 아이는 여린 존재, 아이에게 
미치는 해가 훨씬 큼, 조심, 안전, 화학물질, 겁이 
많음, 해외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짐, 우리나라 안
전 규제가 완전하지 않음, 치발기 찜찜함, 계란 파

동, 마크 신뢰가 없음
높은 가격
으로 인한 

짜증

높은 육아용품 
가격으로 인한 짜증 비쌈, 짜증, 유모차 100만원 이상

끊임없는 
육아용품 
구매로 
인한 

버거움과 
피로감

육아용품의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

적 부담감

끝이 없음, 모두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함, 
살게 많음, 돈이 많이 듦, 제일 좋은 것을 최저가
로 사야함, 피곤함, 직구도 함, 종류도 많음, 갈수
록 어려움, 파생되어 또 이것저것 사야함, 정신적

으로 버거움

구매시간 
소요로 
인한 

피로감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족

시간 없음, 검색하기 싫음, 시간과 노력이 배 이
상 들어감, 밤을 샘, 피곤, 아무거나 사자니 아이
한테 미안함, 마음이 편치 않음, 사소한 거 살 때

도 시간이 오래 걸림 

전략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주변인의 구전정보 
활용 전략

지인, 언니, 먼저 출산찬 친구, 친구의 조언, 설명, 
육아용품 정리한 파일 보내줌, 최근에 애 키웠던 

친한 사람, 카톡으로 물어봄, 엄마들, 엄마들이 고
민해서 산거기 때문에 믿음, 사지 말라는 건 안 

삼, 뽀대나는 거 사라고 함, 지인과 통화, 사촌 동
생, 신뢰, 다른 엄마들 관찰 위해 문화센터 감, 백
화점에서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관찰, 다른 

집에 가서 관찰

온라인 준거집단 
구전정보 활용 전략

인터넷 커뮤니티, 출산준비물 리스트, 블로그, 신
뢰, 상품평, 리뷰, 구매평, 후기, 출산준비를 정리
한 엑셀 파일 다운로드, 추천, 검색, SNS에 올려

진 육아용품 관찰

<표 6-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범주 - 계속 



- 260 -

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전략

준거집단 구
매 동조
/모방 
전략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준거집단 동조/모방 
전략

남들이 하는건 좋은 것, 사람들이 다 사니까 따라 
삼, 남들이 좋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 1위 
제품은 좋은 것, 특정 블로그를 즐겨찾기 하여 따
라함, 주변인이 사라는 건 그냥 삼, 엄마들이 제일 
많이 삼, 엄마들이 괜찮으니까 산다고 생각, 리뷰
보다 믿을 건 판매량, 판매량을 따르는 것이 효율
적, 대중성, 엄마들이 많이 쓰는지를 기준으로 함, 
인지도 있는 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안전함,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우리 애도 좋아할 것
임, 대표적 상품, 사람들의 평점과 리뷰가 좋음, 

블로그가 추천함, 비싼 유모차가 유행함

국민육아용품 선택 
전략

검증된 것, 사람들이 다 삼, 아이가 잘 갖고 놈, 
많이 팔리는 것, 믿을 수 있음, 나쁘지 않음, 대다
수 사람들의 평가와 시각의 큰 힘, 무조건 사야함, 

가격도 저렴함

수혜자 기준 
전략

자녀의 발달성 고려 
전략

아기 자세에 좋음, 아이 발달에 좋음, 아이 발달과 장
난감을 연계해서 고려, 아이 발달 과정을 고려, 아이 
개월 수에 맞는 적절성, 신생아용 요람, 발달 자극

자녀의 편리성 고려 
전략

아이한테 편한 것 찾음, 고무줄 옷, 의류 택이 밖에 
있는 것, 실용적인 것, 유모차가 180도 펴지는 것, 양
대면 되어서 아이를 마주볼 수 있는 것, 질 좋은 것

자녀의 만족도 고려 
전략

아이의 기분 고려, 아이의 행복, 아이가 
좋아할만한 것

사용자 기준 
전략

사용자 선호 디자인 
선택 전략

디자인, 내 기호, 내 마음에 들어야 함

사용자의 편리성 
고려 전략

유모차의 양대면과 핸들링, 보관 용이성, 기내 반
입되는 휴대용 유모차, 유모차가 쉽게 접히는지 

살펴봄

타인의식적 
제품 선택 

전략
타인 시선 고려 전략

귀엽게 입혀 가면 사람들이 좋아함, 아이한테 신경 
쓰는 엄마처럼 보임, 남들의 시선 고려, 어른의 시
선, 아이가 예쁘고 귀티 나게 보이고 싶음, 사들이 
알아주는 거를 좋아함, 고가의 유모차, 어른의 시선
에 맞게 선택, 브랜드, 남들 눈을 의식, 엄마들 눈빛
이 다름, 다른 엄마들 좋은 거 끌고 다님, 허름한 거 

하기 싫음 
위해제품 
차단 전략

해외 선진국 제품 
선택 전략

안전하다고 인식, 국내산보다 안전, 선진국 제품
이 더 믿을 만 함, 미국은 안전 마크 관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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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전략

위해제품 
차단 전략

제품 표시 정보 
확인 전략

카시트의 안전성을 고려, 많이 비교, 나쁜 게 들어
있는지 살펴봄, 유해성, 과자의 표시 사항 확인, 

트러블 안 생기는 것, 무해한 것, 해롭지 않은 것, 
전성분, 꼼꼼히 읽어봄, 아이는 여린 존재, 유해물
질, 아이에게 미치는 해가 큼, 유의해서 선택, 인

위적인 것 확인, 화학명칭
안전사고 여부 확인 

전략
안전사고 여부 확인

제품 성분 고려 
전략

천연소재, 친환경, 아이는 소중, 유기농

정보탐색 
시간 

감소 전략

한정된 시간 자원 
극복 전략

시간 없음, 검색하기 싫음, 검증된 국민육아용품 구
매, 책을 그대로 따라함, 익숙한 브랜드 선택, 사람
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선택, 판매량에 우선하여 선
택,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여주고 효율

적이며 현명함

경제적 상황 
고려/비고려 

전략

경제적 상황 고려 
전략

외동, 싼 제품, 비싼 건 안 삼, 최저가 검색, 병행
수입 제품, 안전성 떨어져도 저렴하면 구매

가성비, 돈이 없음, 싸고 좋은 것도 많음, 저렴하
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가용 가능한 금액보다 높으면 낮은 가격대의 제
품 구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야 함, 내 수

준에 맞는 가격, 현실적인 경제문제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님, 내 수준에 맞게 삼
해외직구, 우리나라 옷이 비쌈, 반값에 구매, 저

렴, 품질 차이 없음, 백화점보다 저렴

경제적 상황 비고려 
전략

아이거는 경제적 상태 고려 안하고 좋은 것과 마
음에 드는 것을 구매

비싼 건 다를 것이란 믿음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구매의 간소화 전략
대부분 물려받음, 부족함이 없음, 선물 들어온 것

으로 충당 가능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전략

조리원 나오면서 기저귀 삼, 준비 안함, 닥쳐서 
삼, 급하게 삼, 필요한 것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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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전략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정보의 대조/재
구성 전략

엄마들의 정보와 인터넷 정보를 결합하여 비교, 엄마
들이 제공한 출산 목록을 취합해서 내가 새로 조합하
고 정리함,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자 여러 정보를 

비교함

육아용품 관련 
도서 정보 활용 

전략

육아용품 안내 도서 구매, 검증된 것, 단계별로 안내 
된 것은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 우리 때 없던 새로운 
육아용품을 알 수 있음, 엄마들이 만든 것, 육아용품별

로 등급화하여 안내

구매 
효율성 

추구 전략

체험 전략

비교하고, 설명 들어볼 수 있음, 직접 체험하러 감, 브
랜드가 많음, 직접 보고 구매 가능, 만져볼 수 있음, 
판매원에게 물어볼 수 있음, 판매자가 추천하는 제품 

구매, 생산자나 판매자 정보도 유용, 제품의 장점과 사
이즈, 이용방법을 제대로 설명, 판단하는데 도움

브랜드를 계속 바꿔보며 사용함
공동의사결정

전략
남편의 의견, 유모차 구매, 선택의 순간

구매의 
획일성 극복 

전략

준거집단 
비동조 전략

남들이 사더라도 나는 안 삼

국산 브랜드 
선택 전략

해외브랜드 선호에 대하여 비판적, 한국 브랜드를 구
매하려고 노력

준거집단 내 
차선 구매 제품 

선택 전략

제일 많이 구매하는 것 다음으로 많이 사는 것을 구
매,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긋난 심리, 반

항

결과 만족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

대부분 만족, 후회 없음

어려움 극복에 
의한 만족

개월 수에 맞게 구매 -도서 활용 전략
자녀의 선호도에 맞게 구매함 - 국민육아용품 구매

타인이 인정함 - 타인의식적으로 구매
자녀에게 잘 맞음 - 준거집단 정보 활용

자녀의 편리성에 맞게 구매함 
- 편리성 기준에 의한 선택

불필요한 제품 구매하지 않음 - 정보 대조/재구성
불필요한 제품 구매하지 않음 - 국민육아용품 구매

위해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음 - 해외직접구매
가성비 있는 제품 구매 - 가격 기준 선택

저렴하게 구매 - 해외직접구매

<표 6-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범주 - 계속  



- 263 -

패러
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결과

불만족
어려움이 극복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

아이가 선호하지 않음 
- 준거집단 동조/모방 전략 실패

아이가 선호하지 않음 - 상업적 정보 활용 실패
아이가 불편해 함 - 가격 기준 선택

아이의 체형/체질에 맞지 않음 - 준거집단 동조/모방 
전략 실패

아이 발달에 맞지 않는 제품 구매 
- 준거집단 정보 활용 전략 실패

불필요한 제품 구매 - 준거집단 정보 활용 전략 실패
사용자에게 불편함 - 준거집단 정보 활용 전략 실패

제품의 질이 낮음 - 가격 기준 선택
해외제품에 대한 기대불일치 - 해외직접구매로 인한 

실패

불만족

구사하지 
않은 

전략으로 
인한 불만족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한 것에 따른 후회
수혜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구매 욕심에 의한 후회

<표 6-1>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에 대한 범주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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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시 유의사항
- 첫 육아용품 구매 :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들을 구매한 것을 

말합니다.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만을 떠올리며 응답하시면 됩니다.

<부록 3> 소비자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육아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이 첫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으로 육아용
품을 구매하면서 가졌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를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답하여 주시는 모든 자료
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빠짐없이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문항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귀하가 처음 육아
용품을 구매했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응답자님의 소중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Section A.  
다음은 연구대상자 선정 및 귀하의 육아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A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 설문 중단        ② 여자

A2.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 중단

A3. 귀하의 첫째 자녀는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 설문 중단   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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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귀하의 첫째 자녀가 사용한 육아용품을 주로 구매한 사람(육아용품에 대한 정
보를 알아보고, 선택한 사람)은 귀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 중단
 
A5. 귀하의 첫째 자녀가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① 2018년         ② 2017년         ③ 2016년        ④ 2015년       
⑤ 2014년         ⑥ 2013년생       ⑦ 2012년        

A6. 귀하의 현재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 A9번으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A7. 귀하의 첫째 자녀는 다둥이입니까?
① 쌍둥이다     ② 삼둥이다     ③ 사둥이 이상이다     ④ 아니다

A8. 귀하의 둘째 이상의 자녀들이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① 둘째 : 201___년
② 셋째 : 201___년
③ 넷째 : 201___년
④ 다섯째 이상 : 201___년, 201___년, 201___년

A9. 귀하는 첫째 자녀가 신생아인 시절에 남편이나 양가의 가족, 육아도우미 등으
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
우 그렇다

A10. 귀하는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던 시점에 주변으로부
터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일부 있었다 ③ 매우 많았다

Section B. 육아용품에 대한 인식
다음은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가졌던 육아용품
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 때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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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자녀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며,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육아용품은 엄마의 편리성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해야하는 제품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육아용품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세분
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육아용품 시장에는 육아용품과 관련된 정보
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육아용품의 품목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육아용품 시장에 브랜드의 종류가 너무 많
고,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구매해야한다는 고
정관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Section C. 육아용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 문항
다음은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가졌던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 때
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의 육아용품이 안전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의 육아용품 안전규제나 정책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육아
용품이 한국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육아
용품 안전규제나 정책을 한국보다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선진국보
다 한국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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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D. 준거집단에 대한 인식 문항
다음은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면서 귀하에게 영향
을 준 아기 엄마들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
우, 첫째 자녀 때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
들은  신중하게 고민하여 육아용품을 구매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
들은 미리 출산준비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
들은 다양한 육아용품을 구매하기보다는 
간소하게 구매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
들 사이에서는 국민육아용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
들은 해외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선호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
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육아용품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준 엄마
들이 구매하는 육아용품의 브랜드들은 모두 
비슷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Section E. 첫 육아용품 구매 시점의 나의 상태
다음은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의 귀하의 상태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 때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1. 첫째 자녀를 낳기 전에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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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첫째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육아용품을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구매한 것이 처음
이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3. 아이를 낳기 전에 나의 자매(언니, 여동생)나 지인 등이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거나 도운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육아용품에 대
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육아용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
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육아용품에 대
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의 육아용품을 구매하
고자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Section F. 첫 육아용품 구매에서의 어려움
다음은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귀하가 느꼈던 
어려움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 때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무엇을 구매해
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어떤 것이 필
요하고, 불필요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
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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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 나에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골라내
는 것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4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내 주변에는 
최근에 아기를 낳아 육아용품과 관련된 경
험을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 아쉬웠다

① ② ③ ④ ⑤

5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나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제품이 아이에게 
맞는지 몰라 육아용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
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6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아이의 발달에 
맞게 또는 아이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육아용품을 고르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좋아 보이는 
육아용품을 보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내
게 생기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육아용품을 처음 구매할 때, 육아용품의 종
류와 브랜드가 너무 많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엄마들이 소유한 육아용품은 나도 구
매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이 나와 아이가 사용하는 육아
용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쓰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엄마들이 구매하고 
선호하는 육아용품이 다양하지 않고 한정되
어 있어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육아나 가사업무 또는 회사업무 등으로 해
야 할 일이 많아 육아용품을 알아보고, 구
매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육아용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심적으로 부담
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4
육아용품의 가격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
꼈다

① ② ③ ④ ⑤

15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안전하지 못한 제품
을 구매하여 내 아이에게 해를 줄까봐 두
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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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G. 
다음은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구매 방
법을 사용하셨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 때의 자신
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아래에 제시된 방법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지 표
시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대체로 10번 중에 5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
거나 그들을 관찰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숫자 ‘5’에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시면 숫자 ‘0’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G1. 내 주변의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그들을 관찰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2.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엄마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그들
을 관찰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3. 엄마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육아용품을 선택하거나 국민 육아
용품을 구매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4. 내 자녀의 발달이나 편리성 또는 만족도 등 자녀를 고려하여 구매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5. 엄마인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 등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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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육아용품을 체험하고, 판매자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육아용품 박람회를 방문
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7. 육아용품을 체험하기 위하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해보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G8.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고려해서 구매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9 제품에 표시된 성분 또는 안전마크 등을 보고 선택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0 해외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해외직구를 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1.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2.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3.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나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비싸더라도 
구매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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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4. 저렴하거나 가성비 높은 육아용품을 구매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5. 남편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의논을 하여 육아용품을 선택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6. 육아용품을 안내한 도서를 활용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7.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구매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G18. 육아용품 리스트, 구매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 뒤 나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대조하고 재구성하였다 

------------------------------------------------------------------
0 1 2 3 4 5 6 7 8 9 10

Section H. 
다음은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한 후 가졌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 때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구매한 육아용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며 사용한 나의 구
매 방법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적절히 구매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첫 육아
용품 구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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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 사회인구학적 요인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I1. 귀하는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할 당시에, 가계의 경제 상
태가 어떠한 상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려웠다 ② 어려운 편이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⑤ 매우 여유가 있었다

I2. 그렇다면, 현재의 귀하의 가계의 경제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여유가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여유가 있다

I3. 아래의 보기 중 귀하가 첫째 자녀를 갖게 되어 처음 육아용품을 구매하던 시기
에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보기는 무엇입니까?
① 전업주부(휴직 상태가 주된 경우도 포함)      
② 시간제(part-time) 직업을 가진 주부
③ 전일제(full-time) 직업을 가진 주부      ④ 학업을 가진 주부

I4.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 전, 귀하와 자녀가 사용할 육아용품을 미리 구매하셨습
니까(출산준비를 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 I4-1      ② 아니다  -> I4-2
 
  I4-1. 출산 전에 미리 육아용품을 구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한 가지

를 선택해주세요. 
  ① 매사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성향이라서 육아용품도 출산 전에 미리 구매
  ② 출산 후 육아용품을 알아보고, 구매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구매
  ③ 나의 첫 육아용품 구매에 영향을 끼친 엄마들이 출산 전 미리 구매함
  ④ 내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육아용품의 배송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

리 구매함
  ⑤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주는 출산선물을 신뢰하지 않아 미리 구매함
  ⑥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육아용품을 신뢰하지 않아 출산 전에 미

리 구매함
  ⑦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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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2. 출산 전에 육아용품을 구매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① 어떠한 제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구매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출산 전에 구매 

안 함
   ②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엄마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후 구매하기 위하여 출산 전

에 구매 안 함
   ③ 출산 전에 구매하면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생각하여 출산 전에 구

매 안 함
   ④ 요즘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출산 전에 구

매 안 함
   ⑤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주는 출산선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여 출산 전에 구

매 안 함
   ⑥ 주변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육아용품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여 

출산 전에 구매 안 함
   ⑦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I6. 귀하가 태어나신 연도는 언제입니까?
19___년

I7. 귀하의 현재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입니까? (세후 기준으로, 1년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었을 때를 기준으로 응답해주
세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모든 응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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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first purchase of 

consumers
- Focusing on the purchase of baby care 

products -

Jeong, Seunghi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metimes consumers may face the challenge of purchasing a 
product without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may be in a situation 
where the purchase is unavoidable and must be purchased. In general, 
consumers explore information and evaluate alternatives with som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order to purchase a product but when a 
consumer enters a particular market for the first time, they may find it 
difficult to make decisions because they do not have knowledge of and 
no preference for what to buy. But so far, most studies of consumer 
behavior have been conducted on consumers with some prior knowledge 
or to simply compare the behavior of novice and professional 
consumers. Also,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behaviors that delay 
purchasing rather than looking at the strategies that consumers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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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xperiencing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the purchase of baby care products, 
that consumers should not purchased on a daily basis but made their 
first purchase in cas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Unlike other 
products, consumers would be more focused on that purchase and 
eager to do better because baby-care products are not only for 
consumers but also for children. Therefore, consumers will be forced to 
experience difficulties when purchasing their first baby care produ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difficulties the 
consumers experience in situations where they have to purchase 
first-time, and what kind of strategies are used to solve these 
difficulties. To do this, this study use both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to approach the essence of the problem. Because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on the consumers’ first purchase, this 
study conduct an in-depth interview to explore contextually the behavior 
of the first purchasing consumer and to discover the theory of the first 
purchase through grounded theory research. Then,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rationale for the first purchase more concrete by verifying the 
derived theory on a large number of consumer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consumers experienced difficulties at first purchase 
because of the purchasing tendency of the reference group,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the social issues about the safety of the 
product and the social stereotypes. Also, the economic, informational, 
and temporal resources and involvement that consumers possessed also 
overwhelmed consumers with their first purchase. Consumers did not 
know which products were on the market and which products to choose 
at first purchase. Also, consumers were concerned that they might 
choose products that were not safe and stressed out by being cons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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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thers rather than meeting their own standards.
   Second, consumers who make their first purchase are using a lot of 
word-of-mouth information of reference group to build up their lack of 
knowledge. Many consumers have conformed to the reference groups to 
choose safe products or to increase their purchase satisfaction. When 
consumers saw products owned by others, they bought them on impulse 
because they thought they should have them too. Consumers used price, 
brand, and country of origin as a measure of quality and used books 
that showed related products. In order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of the 
first purchase, consumers made joint decisions with other people, and 
they directly experienced the products
   Third, the core catego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the first 
purchase, consumers experience difficulties throughout the purchase 
decision process due to lack of prior knowledge, but they cope by using 
the word-of-mouth information of the reference group’. Consume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difficulties in terms of core categorie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overworked type’, ‘difficulty to distinguish 
product unnecessity type’, ‘stress of consciousness of others type’ and 
‘lack of time resources type’. ‘Overworked type’ used a strategy of 
making joint decision making with his husband or used a strategy to 
follow the book that showed baby care products.
   ‘Difficulty to distinguish product unnecessity type’ used a fairly 
aggressive strategy, such as seeing and experiencing products directly, 
collecting information from sellers, and comparing them with information 
gained from reference groups, in order to avoid purchasing unnecessary 
products. Some consumers have used a strategy to purchase products 
only when they are needed. ‘Stress of consciousness of others type’ 
were mainly using a strategy of conforming reference groups, and some 
consumers showed off their products to other reference groups. ‘Lac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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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resources type’ made joint decisions with their husbands or 
conform to reference groups to make purchases efficiently
   Fourth, as a result of consumer survey, consumer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electing information or products, and having difficulty in 
purchasing considering their children. The difficulty in the first purchase 
consisted of the difficulty of choice, the stress due to the consciousness 
of others, and the type of burden due to lack of resources. As 
consumers perceived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ir baby in the 
first purchase, the higher the involvement level, the higher the difficulty 
they experienced.
   Fifthly, four groups of ‘resource deficient group’, ‘other conscious 
stress group’, ‘selective disability group’ and ‘excessive difficulty group' 
were derived from the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difficulty type in the 
first purchase. The ’resource deficient group’ used a lot of strategies to 
select the safety of products. The ‘other conscious stress group’ have 
used many strategies to change brands and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s. ‘Selective disability group’ used a lot of strategies to 
reconstruct information. The ‘excessive difficulty group’  had various 
strategies, such as visiting a childcare exhibition, where they considered 
the difficulties of first purchase the most compared to other groups.
   Sixth, as a result of coping strategy and results after purchasing by 
type of difficulty, it was found that Consumers were using strategies to 
screen their informa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difficulty they 
experienced. Consumers who were aware of other people or felt 
pressured by a lack of resources used differential choice strategies and 
aggressive coping strategies. Consumers who find it difficult to select 
products or feel pressured by a lack of resources have either chosen 
cheaper products or have chosen products that have good 
price/performance. When consumers used information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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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or used aggressive coping strategies, the post-purchase results 
were positive but when they used differential choice strategies, results 
were negative.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irst, during the first-time purchase, consumers experienced difficulties 
throughout the purchasing decision process. That is, in the first 
purchase, the consumers did not know what products were in the 
market of the products they wanted to buy. Consumers  struggled to 
understand and screen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they coll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formation channel that can 
help consumers to accumulate knowledge about related products when 
they make their first purchase.
   Second, consumers who make the first purchase tend to conform 
products purchased by the reference group to cope with their lack of 
knowledge, which in many aspects of safety. Until now, consumer 
conformity has been classified as unreasonable consumption because it 
is derived from the purpose of conforming to a specific group, not itself. 
However, consumers' conformity for the first purchase is hard to see 
because it is intended to collect valuable information. Therefore, when 
evaluating consumer behavior, one should consider their situation and 
conditions.
   Third, consumers had considerable confidence in the safety of 
products manufactured in advanced countries rather than domestic 
ones. Consumers have experienced various safety problems and have 
not been able to trust Korean safety regulations.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safety regulations to a level that 
consumers can trust, and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arket environment in which consumers can buy safely.
   Fourth, consumers were purchasing at overseas online shopping m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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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urchase products at low cost because the prices of products sold in 
Korea are high. This may lead to a contraction in the domestic 
consumption market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brand companies can increase 
design and technology skills, make safer products, and lower prices. 
This woul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firms, preventing 
consumers from devolving the Korean market. 
   Fifth, due to limited rationality, consumers were using simplified 
strategies such as conforming reference groups or choosing based on 
origin or price. Therefore, consumers should be able to distinguish the 
objectivity of information when using word-of-mouth information, and 
need to collect and screen a variety of information. Also, companies 
should manage their brand and price according to the quality of the 
products they sell, and the government needs to act as a watchdog.

keywords : first purchase, consumer difficulties, Difficulty in first 
purchase, Strategies to cope with difficulties,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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