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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고령소비자는 양적 증가, 질적 성장에 따라 시장에서 소비의 주체

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과거

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중·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의 소비생활 개선에 대한 접

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중·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에서 식료품 구매는

이들이 생활인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매우 기본적인 소비활동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중·고령소

비자가 독립적·자율적으로 식료품 구매를 하는 것은 이들의 소비생활 복

지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된다.

하지만 중·고령소비자는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식료품 구매 과

정에서 이전과 다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고령사회를 앞서 맞

이하여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이전

부터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본과 유사한 고령화의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중·고령소비자의 독립적인 소비생활 영위에 있어, 삶의 질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구매를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겪는지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식료품 구매 경험이 있는 중·고령소비자 20명을 연구대

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91개의 개념, 36개의 범주, 15개의 하위범주가, ‘개인적·환경

적 변화에 따른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과 전략’이 핵심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료품 구매가 일상적,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행동이라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문제 경험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극복 실패는 이들에게 일상의 부정

적 감정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일회적으로 구매하는 품목과 다르게 식

료품 구매에서 겪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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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일상적 소비문제를 다룸에 있어 타재화와

다른 식료품에 특화된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중·고령소비자에게 식료품 구매는 실용적 목적과 쾌락적 목적을

모두 가진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식료품 구매는 타 재화의 구매

와 다르게 실용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식료품 구매를 통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시장 상황

을 살피며 타인과의 교류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즐거움 등의 쾌락적

인 감정 유발을 위한 동기 또한 식료품 구매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

으로 나눠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을 촉발시키

는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이 도출되었다. 즉,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

족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이라는 환

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뿐

만 아니라 유통환경 등 환경적 특성 또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려움의 완화를 위해서는 유

통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중·고령소비자는 식료품 구매에 있어 운반의 어려움, 소량구매

의 어려움,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주로 노화로 인하

여 신체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운반의 어려움, 가족구성원 수

가 감소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식료품의 양이 줄어듦에 따라 나타나는 소

량 구매의 어려움, 유통환경이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구매

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소비생활의

질 향상에 있어 운반과 소량구매, 온라인 구매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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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식료품 구매 결과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독립성·자율성이 도출되었다.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만족감 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독립성·자율성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

이 긍정적 감정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고령층에 대해 소비자로

서의 독립성·자율성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식료품 구매와 관련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구매하는 식료품의 상당 부분이 신선식품이라는 점에서 식료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식료품 매장을 둘러보

는 과정에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산책, 운동으로서의 즐거

움을 주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방문하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건강의 약

화와 코로나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구매에 대한 필요는 인식하고 있었

다. 따라서, 비대면이어도 실제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현실감있게 구

매하는 것을 원하였다. 가상현실 매장, 영상통화를 통한 직거래를 예시로

언급하였다. 최근 온라인 유통채널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고령소비자는 기존 본인들이 이용하였던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이용을

제일 선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대한 필요

는 인지하고 있으므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채널에 대하여 다면

적인 이해와 채널별 니즈에 대한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겠다.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와 같은 제언을 제시하였

다. 첫째, 중·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고령소비자의 특성

을 고려한 친화적 유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식료품 구

매에 있어 유통환경이 이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인지가 식료품 구매의 어

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의 만족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식료품의 소비생

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유

통환경이 어려움에 대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다양

한 특성을 고려한 유통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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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만족을 위해서는 구매 과정에서의 독

립성·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식료품 구매의 결과로 긍

정적 감정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독립성·자율성이 도출되었다. 따라

서, 중·고령소비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 과정이 이들의 자율성

을 지원하고 허용해야 한다. 즉, 식료품 구매에 대한 일련의 과정 이행을

중·고령소비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

셋째, 중·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통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식료품 구매, 새벽배송 등 새로운 유통 기술과 서비스

에 대해 중·고령소비자는 긍정적인 태도와 이용 의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할 활용능력은 부족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고령소

비자에게 선택의 제한을 가져다주고 이에 선택에 따른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중·고령소비자의 선택권이 부당하

게 침해받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넷째, 식료품 채널별 중·고령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니즈를 반영한 채널별 특화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중·고령소

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방식인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함으로써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을 원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 그리고 새로운

유통 서비스에 대해서도 편리성, 경제성의 이유로 필요를 느끼며 이를

보완적으로 이용할 의사도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 이용의 목적이 식료품

습득을 위한 실용적 목적과 사회적 교류, 기분전환 등의 쾌락적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채널에 대한 니즈와 이용목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채널별로 특화된 운영 전략은 중·고령소비자에게 더 높은 만

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중·고령소비자, 식료품 구매, 소비자문제, 어려움, 극복전략,

결과, 소비의 독립성, 소비의 자율성, 근거이론

학 번 : 2019-2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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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고

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

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0%이상을 차

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8). 행정안전부의

2020년 4월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50대가 8,661,935명으로서 전체

의 16.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60대는 타 연령에

비해 지난해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50대 이상의 중·고령소비자

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10년 후인 2031년에는 중위연령이 50

대를 넘을 전망이다(통계청, 2019). 이렇게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

존 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요 고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니어 시프트란 고령화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심이 고령소비자로 이동하는 현

상을 의미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이상적인 초고령사회란 고령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적 노화’가 실현되

는 사회를 말한다. 즉,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활동적 노화’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과학기술정책연

구원, 2018). 이러한 논의와 같이 실제로 현재의 고령소비자는 과거와 달

리 더 높은 경제적인 자립역량과 소비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소비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안혜임 외, 2009). 또한 50대 이상

의 소비자들 중 능동적인 사회참여과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을 액티

브 시니어라고 칭하는데 이들은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이후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이승우 외, 2010).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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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의 중·고령소비자의 질적 성장과 양적 증가에 따라 이들의 소

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시장에서의 소비주체로 봄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소비생활을 자신의 결

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생활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서의 복지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하향적,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수요자인 중·고령소비자 입장에서 이들이

소비자로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김기옥, 2007; 김시월, 2019). 즉, 중·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서, 단순한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이 아닌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의 소비생활 개선정책으로의 확장된 접근이 요구

된다(한국소비자원, 2018). 특히, 현재의 유통환경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고령소비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화를 앞둔 세대에게 독립적인 생활영위는 새로운 도전과제

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Yin et al., 2017).

구체적으로, 초고령사회의 주역인 중·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1991년,

고령화에 대한 범국제적인 대응을 논의한 UN총회에서 ‘고령자를 위한

UN원칙’이 선포되었다. 원칙에서 가장 첫째 되는 조항은 ‘독립성’에 대한

것으로 ‘고령자는 충분한 의, 식, 주와 보건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UN, 2016). 즉, 고령자는 의, 식, 주, 보건에 대해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같이 많은 연구들은 고령소비자가 식

료품을 구매하는 등의 장보기 활동이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독립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Omar et al., 2014; Brennan & Ritch, 2010). 이는 사회적으로 고령자를

자신의 생활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인정하는 것

이 초고령사회 대비의 기초가 됨을 의미한다. 즉,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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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는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01).

중·고령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식료품 구매이

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16)에 따르면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의 소비

지출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60대 이상(1위)과 50대(2위)이다. 특히, 60

대 이상은 모든 품목 중에서 식료품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2016∼2045년 동안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이들의 소비지출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산업연구원, 2017).

또한 식료품 구매는 중·고령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직결되

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영양상태는 중

고령소비자가 겪고있는 노화와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고령소비자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하여 영양섭취 부족 및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규상

외, 2018). 즉, 중·고령소비자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섭

취에 식품 구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식료품 구매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양나래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령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소비생활분야의

1순위도 식생활 분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의 만족이 삶의 질에 큰 영향

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소비자원,

2019). 선행연구에서도 고령 가구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장보기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시점에 편안한 방

법으로 소비하는 것은 건강과 웰빙 뿐만 아니라 고령소비자가 인지하는

독립성과 자존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료품 구매와 같

은 일상의 소비활동이 고령소비자가 사회로부터의 단절되고 소외되는 것

을 방지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Yin et al., 2017;



- 4 -

Rex & Blair, 2003). 정책적 관점에서도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를 고령소비자가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적인 대응이 미비할 경우, 이

것은 궁극적으로 상품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야기

하며 고령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Anna-Maija Kohijoki, 2011). 즉, 식료품 구매는 중·고령소비자

가 생활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에 매우 기본적인 소비 활동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고령소비자의 건강한 삶 영위에 식료품 구매가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식료품

구매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다른 연령보다 높다

(Lumpkin & Hite, 1988; Hare, 2002).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경험한, 대표

적인 고령국가인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전부터 이

루어져왔다.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의 중장기적인 지침이 되는 ‘고령사회

대책대강’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의식을 ‘의욕과 능력있는 사람’으로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시책으로 세우고 있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7). 관련하여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고령자들의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MAFF, 2015).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고령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논

의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소비자의 편리하고 독립적인 소비생활 영위에

있어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구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식료품 구매 경험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질적

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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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을 살펴보는 것

을 통해 중·고령소비자가 식료품을 자율적·독립적으로 구매하는데 있어

서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 및 결과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중·고령소비자가 식료품 구매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

엇인지, 이것이 어떠한 조건과 맥락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중·고령소비자의 반응과 행동은 어떠한지, 결과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

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

매문제에 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식료품 구매라는 현상을 중·고령소비자의 독립적·자

율적 소비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10년 후 대한민국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중·고령소비자가 생활인 그리고 소비자로서 자신

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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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중·고령소비자의 소비문제

1. 중·고령소비자의 개념

고령기의 건강과 삶의 질 등은 중년기의 삶과 생활양식에 의해 큰 영

향을 받는다. 고령기는 중년기의 연속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년기와 고령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령의 구분이 보다 세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활연령 기준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연소노인(55∼64세), 퇴

직자들이 많은 중고령노인(65∼74세), 신체적으로 약하고 고립된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으로 구분한 사례가 있다(B.

Neugarten, 1974). 또한 최성재 외(2002)는 60∼69세를 연소노인, 70∼75

세를 중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나이

의 구분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N은 1950년, 노년기

를 65세를 기준으로 발표하였으나 최근 2015년에는 66∼79세를 중년기,

80∼99세를 노년기로 분류하였다. WHO(World Health Organisation)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50∼6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즉, 연령

대 구분에 있어서 시대별, 문화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명 증가

와 함께 기준 나이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고령자에 대한 명칭과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도 <표 1>과 같이 혼

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

인 사람으로 한다. 또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

우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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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

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65세부터를 혜택을 받는 노인으로

언급하였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제2조 1항은

“고령자”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

구패널의 경우에는 중년기의 경제활동의 변동을 고려하여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에는 50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을 중·고령자라고 지칭한 연구에서의 나이 기준

은 주로 50세와 55세이다. 정순둘 외(2010, 주소현(2011), 백은영(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은 50세 이상을 중

고령자라고 지칭하였다. 최근 산업과 기술발전 등의 사회현상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면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산업연

구원, 2015; 통계청, 2018; 김수경 외, 2020; 신유리 외, 2020, 엄사랑 외,

2020, 한국노동연구원, 2020). 연령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초

고령사회와 관련하여 이들을 사회참여자, 경제활동 참여자, 기술이용자로

서 바라본 연구들에 따르면 5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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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고령자의 나이 기준

기준 명칭 참고문헌

45세 이상 중고령자 한국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

50세 이상
중고령자

정순둘 외(2010)

주소현(2011)

백은영(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

고령자 신원경 외(2010)

50~55세 준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5세 이상

고령자

중고령자

유현정(20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산업연구원(2015)

통계청(2018)

김수경 외(2020)

신유리 외(2020)

엄사랑 외(2020)

한국노동연구원(2020)

장노년층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경로우대 혜택)

고령자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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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령소비자의 특성

50대 이상의 중·고령소비자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라는 점에서 타 연

령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이러한 특성은 노화의 과정으로 일어하는 변

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으로 나눠질 수 있다(Cabrini Pak & Ajit Kambil, 2007).

[그림 1] 중·고령소비자의 특성 분류

(Cabrini Pak & Ajit Kamb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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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동성, 유연성, 힘의 강도, 시력, 청력의 변

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고령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와 상호작용 하

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기존에 소비자에게 시행

해온 프로모션 방식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이용

에 있어 안전에 대한 사안을 불거지게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소리의 차

이를 구분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배경음악이나 기

타 소음에 있을 때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Schneider et al., 2005). 또한, 후각과 미각의 예민함이 감소하면서 냄새

를 감지하고 맛을 느끼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식욕이 떨어

질 수 있으며 고나트륨 음식이 몸에 좋지 않음에도 짠 음식을 선호할 수

있다(Rolls, 1999). 이와 같이 신체적 변화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에 직면하게 되는 중·고령소비자에게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송용관, 2016; 염지혜, 2016). 예를 들어, 신체적

건강의 척도로 많이 사용되는 만성질환은 특히 중·고령층에게 많이 발생

한다. 만성질환은 장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후 등에 대한 불확

실성을 지닌다. 또한, 통증 완화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서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남상권 외, 2011;

Larsen & Lubkin, 2009). 따라서 중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활동의 지장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 있어 불편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김경희 외, 2000)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삶의 만족이 저하

될 수 있다(손정태 외, 2002; 조은희 외, 2000).

인지 능력과 태도 변화 등으로 여러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 검색, 대안 비교, 구매 시점에서의 행동, 구매 후 만

족 등 소비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외부로부

터 받은 정보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해석된 정보를 다른 정보을 수용하거나 판단할 경우에 회상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중·고령소비자는 인지 능력의 변화

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이 타 연령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Cabrini Pak & Ajit Kambil, 2007). 구체적으로, 정보수집량이 일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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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비자에 비해 적다. 이미 구매 경험이 많은 제품의 경우에는 높은 수

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의 경우에는 정보수집의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원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것보다는 대인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정보처

리 수행능력이 일반 성인 소비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정보게

제공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적게 된다. 실제로 고령소비자

는 일반소비자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질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에 있어서도 일반

소비자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황라일 외, 2009).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들은 대

부분 페이지 내의 대부분의 텍스트를 다 읽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포함하여 웹상에서의 대부분 모든 일에 더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었다.

또한 큰 글씨크기를 선호하였으며 클릭함에 있어서도 작은 텍스트 링크

보다 글머리 기호 등의 클릭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클릭할 가

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또한 웹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불안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n Cadwick Dias et al, 2004).

경제적 측면에서 저축과 소비, 투자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50

대의 가구주 평균자산은 4억 2,429만원,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3억 2,58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통

계청, 2013).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의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는 통념과 달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높은 자산을 보유한 중·고령소비자 뿐만 아니라 경제

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존재한다. 이들이 병존하는 상황은 미국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미국의 고령소비자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의 경제적 능력

이 과거에 비해 증대되었기도 하지만 부채수준과 부도 건수 또한 증가했

다는 점에서 재무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AARP,

2004). 또한, 재정관리에 있어서 경험과 가족, 친구들을 핵심 정보원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빠른 시장환경에서의 재정적 대응에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다른 성인들보다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 가능성도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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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졌는데 관련하여 고령기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가 있다(Cabrini Pak & Ajit Kambil,

2007).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족적 역할과 네트워크의 변화가 특징적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구매, 식사, 건강관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인적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가 단순한 개별적 행

동이 아닌 가족 또는 다른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집단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abrini Pak & Ajit Kambil,

2007). 이러한 이유로 50대 소비자의 시장은 매우 복잡하게 형성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커

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계자원이 중고령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배우자, 자녀, 친인척 동거

여부, 근접성, 만남 및 연락 빈도, 친구 및 이웃 교류, 사회활동(학습, 운

동, 사교 등) 여부 등이 지표로 활용된다(안종철 외, 2014; 전명수, 2014).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주요 자원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김수봉, 2010; 이보람 외, 2016). 관련한 지표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

데 연락 빈도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

령, 2017). 석재은 외(2016)의 연구에서는 만남 빈도도 또한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중·고령소비자는 타 집단과 다른 차이를 보인다. 또

한, 중·고령소비자의 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은 하나의 큰 시장, 커다란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어진 관

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고령소비자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령, 성

별, 경제수준, 학력수준 등의 편차가 다른 연령층에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구혜경 외, 2018). 이와 같이 석상훈(2010)에 따르면, 인구와 세대,

연령이라는 요인에 따라 소비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령의 소비격차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동일 집단으

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ICT 시장환경이 보편

화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시장 내에서 중요한 역량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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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에 있어서도 베이비부머와 이전 고령자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

인다(산업연구원, 2019). 비슷하게, 고령층을 전기·후기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있다. 전기노인(65∼74세)은 다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으

며, 배우자와의 동거 비율이 높이며,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여행 및 여

가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후기 노인(75세 이상)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쇠퇴함을 보이며 이에 따라 신체적․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혼자 살고 있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중도 이전 나이대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rispell & Frey, 1993). 소비생활에 있어서, 전기노인은

외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후기노인은

주거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Abdel-Ghany & Sharpe, 1997).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후기노인

이 전기노인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

됨에 따라 의존성이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사망 등

의 사건을 겪으며 우울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ark et

al., 2014). 이러한 연구결과와 같이 최근 중·고령소비자를 보다 세분화하

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서니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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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령소비자의 소비문제 경험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고령소비자는

20,842,449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2015

년 35.61%, 2016년 36.65%, 2017년 37.76%, 2018년 38.96%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령소비자의 인구수가 증가하는 추세와 같

이 이들의 경제적 능력 또한 이전보다 증대되고 있다. 50대 이상 중·고

령소비자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육액은 3억 4천만원인데 이는 중위값인 1

억 9천만원에 비해 8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중·고령소비자의 총소비 지출이 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소비문제를 경

험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에 따르면 고령

소비자의 소비문제 경험율은 2015년 56.3%, 2017년에는 38.2% 2019년에

는 45.3%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소비자상담건

수도 2015년 33,864건, 2017년 67,330건, 2019년 72,101건으로 문제 경험

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비문제를 경험한 품목으로는 식료품

(17.8%)>휴대폰 및 스마트폰(16.5%)>외식(16.4%)>병원진료 및 치과치

료(14.5%)>배달서비스(13.9%)로 식료품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20).

이기춘 외(2016)는 고령소비자의 소비문제 원인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

였다. 첫째, 낮은 정보처리로 인한 문제와 더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

는 정보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

연령층보다 판매자의 속임수 또는 기만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신체적 노화로 인한 효율적 구매에 대한 문제이다. 75세 이상의

52.3%가 일상용품의 구매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외,

1994). 셋째, 새로움에 대한 적응력의 저하로서 빠른 시장변화에 대한 적

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품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

산됨에 따라 여러 상품들을 자신의 요구와 비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

워질 것이다. 또한 최근 판매원이 아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구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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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소규모의 매장이

사라지고 대형할인매장이 등장하면서 대형매장까지의 접근과 큰 매장에

내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관련하여, Palubinskas(1972)는

고령소비자들은 이동수단이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 근처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밝혔다. 넷째,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보다 고령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이 향

상되고 있지만 불가피한 본인의 생산능력의 저하가 경제적 불안과 어려

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중·고령소비자의 소비문제가 다른 연령층의 소비문제와 차별

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은 연령효과이다. 즉, 신체적 노

화를 겪음에 따라 타 연령층보다 건강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의 지출이

더 높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 또한 증가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타 연령층에 비해 ‘가격’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사업자

의 대응 태도 및 해결의 어려움’에 민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식생활과 주생활 등 필수요소와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격형

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접근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

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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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1. 식료품 구매의 특성

식료품 구매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식료품 구매는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선식품 등의

식료품 구매는 낮은 관여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소비자 선택

행동으로서 일상에 필수적인 소비자 행동이다(Park et al, 1989). 때문에

이러한 식료품 구매은 다른 재화의 구매 맥락과 다르게 정기적인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식료품 구매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여도를 가지고 주기적·반복적으로 일

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료품 구매의 특징

에 따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식사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음식의 재료

가 되는 물품인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식료품 구매는 실용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식료품 구매는 다

른 재화에 대한 쇼핑과 다르게 과정에서의 즐거움보다는 일상적인 일

(chore)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가진다는 점 따라서 쾌락적

(hedonic)인 목적보다 실용적(utilitarian)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Chris

Hand et al, 2008). 실용적 목적의 소비는 작업 지향적이기 때문에 소비

자가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문제, 필요,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지향한다(O’ Curry, S. et al., 2001). 식료품 구매는 식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식료품 구매는 문제처리적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Hirschman, E. C. et al., 1982).

셋째, 식료품 구매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식료품 구매 행동

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다양한 점포가 등장함에 따라 채널 선택 및 방문

을 주제로 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점포로

가는 여정(trip)이 소비자 행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며 그 과정

에서의 환경적 요인을 다루고 있다(Bawa & Gosh, 1999). 예를 들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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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품 쇼핑에 있어 지리적인 위치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가정

이 있다. 이와 관련한 이론은 중심지 이론(central-place theory)으로, 소

비자들이 유사한 점포 중 하나를 선택할 상황에 직면하면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김지현, 2014). 이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들

에 의하면 식료품 점포는 일반적으로 낮은 경계와 작은 시장 범위를 갖

고 있으며, 식료품 쇼핑은 주로 가까운 곳에서 지역적으로 행해진다

(Wang & Lo, 2007). 비슷한 맥락으로 식료품 구매에 있어 식품에 대한

이용가능성, 접근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

가 있다(Sharkey, 2009). 비슷하게, 식료품 구매에 있어서 식료품 구매와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실시되었다(이창현 외,

2014). 식품 환경이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료품

점포에 대한 가용성, 접근성, 구매력을 포함한다(Wesley R. Deam &

Joseph R. Sharkey, 2011).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이 식료품 구

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온라인 식료품 구매에도 적용이 된다. Chris

Hand et al.(2008)은 식료품 구매에 있어 아파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 등

의 요인이 식료품 구매를 촉발함을 밝혔다.

식료품 구매 점포 선택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점포의 속성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태도가 선택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점포의 평가 기준, 지각된 점포 특성, 비

교 과정을 통해 장소를 선택한다(James F. Engel et al, 1995). 즉, 소비

자의 식료품 구매 점포 선택은 지각한 점포속성과 소비자의 평가기준의

비교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점포의 특성으로는 거리, 제품의 구색, 가격,

서비스, 환경 등이 포함된다. 즉,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소비자

속성 변수와 장소 속성 변수라고 할 수 있다(김천주, 2013). 이에 대한

초기 연구자인 Martineau(1958)는 배치와 건축물, 상징과 구색, 광고, 판

매원을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Kunkel & Berry(1968)은 상품의 가

격, 상품의 품질, 상품의 구색, 상품의 유행성, 판매원, 점포 위치의 편리

성, 기타 편리성(주차시설 등), 서비스, 판매촉진, 광고, 분위기, 판매조정

에 대한 평판(반품 및 교환)을 소매점의 이미지적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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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식료품의 구매 의도와 구매 결과는 상황적 맥락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Park et al., 1989). 즉, 식료품 구매의 여정은

소비자가 처한 유통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

2. 식료품 구매 경험의 의의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은 단순히 이들의 영양상태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중·고령소비자에게 식료품 구매는 일상적 욕

구 충족, 자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조성, 신체적 이동 능력

의 증가 및 사회적 고립의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Rex & Blair, 2003).

따라서 이들이 소비지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도 식생활 분야이며

고령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분야 또한 식품 분야임에 따라 이

들의 식품 소비의 만족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한국소비자

원, 2020).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품,

소매점 서비스, 판매원, 유통환경, 사회적 교류, 접근성, 개인적 요인이

있다(Lumpkin & Hite, 1988; Har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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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

(Lumpkin & Hite, 1988; Hare, 2002)

요인 내용

상품

Ÿ 상품군

Ÿ 가격

Ÿ 품질

Ÿ 프로모션

Ÿ 양

소매점 서비스

Ÿ 반품 서비스

Ÿ 위생

Ÿ 운반 도움 서비스

Ÿ 불만처리

판매원

Ÿ 도움을 주는 정도

Ÿ 상호교류 능력

Ÿ 상품 지식

유통환경

Ÿ 편안한 출입

Ÿ 쉴 수 있는 장소

Ÿ 다른 가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Ÿ 가게 주변의 횡단보도, 길 등의 상태

사회적 교류 Ÿ 상호작용 역할

접근성

Ÿ 장소 이동을 위한 다른 사람의 도움

Ÿ 대중교통 시설

Ÿ 걸을 수 있는 능력

Ÿ 집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개인적 요인

Ÿ 자산

Ÿ 다른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Ÿ 신선한 공기의 필요

Ÿ 운동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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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소비자는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소비생활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고령소비자에 대한 지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이들의 소비권리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주

요 4대 영역으로 한국소비자원(2016)은 돈, 건강, 외로움, 변화에 대한 도

전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중·고령소비자에 대한 식료품 구매 연구는

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생활 영위와 관련한 주제가 주

를 이룬다. 식생활의 독립적 영위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상적인 고령

화시대의 핵심인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Strawbridge et

al., 2002). 식생활 영위라는 일상생활의 수행정도는 건강과 심리적 만족

에 영향을 주며 생활의 영위에 있어 독립성의 정도는 삶의 질과 만족에

영향을 준다(Kim et al., 2001). 이러한 것의 바탕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

강과 자기효능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왕명자,

2010).

식생활의 독립적 영위에 대한 척도로 주로 식료품에 대한 접근성이

이용된다. 즉,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의 평가요소인데 식료품에 대한 접근

성이란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 집에서 직접 야채나 쌀 등을 재배하는 것,

이웃이나 친척으로부터 음식을 받는 것,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포함하

여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적절한 양의 영양가 있는 식료품을 가질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WHO, 2015).

초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Japan, 2015)은 일찍이 고령자들의 식

료품 구매의 어려움(difficulty)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료품 구매 행태가

고령자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본

의 농림수산식품부(The Japanes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는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분석하였고, 신체적 활동, 자동차 운전, 집에서 구매장소까지의 거리,

구매 과정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배달서비스 이용 유무를

구매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더욱이 최근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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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local)의 식료품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고령소비자와 식료품 구매 장소와의

거리를 증가시킴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켰다. 또한 M.

Ishikawa et al.(2016)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동

차 운전을 할 수 있는지, 1km를 연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 시력, 구매

과정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은 식료품 구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생존과 영양상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aina P., 2004). 관련된 국내연구에서도 비

슷한 연구 결과로서, 접근성이 건강상태, 가구 구성, 거주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춘호, 2010; 조자영, 2015).

즉, 식료품 구매는 중·고령소비자들이 자신이 먹을 음식을 선택하는

기회가 되는 활동적, 육체적 행동이며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

게 수행되는 활동이다(Mark G. Davis et al., 2011). 따라서 식료품 구매

는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고령소비자는

취약성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령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주체가 되고 있음에도(여윤경, 2003) 신체적

노화와 은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물리적 이동, 경제여력 등의 활동

에 제약이 있고 의식주에 대한 욕구의 구조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배순

영 외, 2016).

3.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관련 소비문제

중·고령소비자가 겪는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은 <표 3>와 같이 신체

적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신체적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청력의 저하는 식료품 구매 과정에서 대면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 시력

의 저하는 식료품 정보나 가격,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은 화면은 이들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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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성의 저하로 인하여서는 계단을 오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줄 서 있는 것, 높거나 낮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 무거운 문을 밀

거나 당기는 것, 가게에서 여러 물건 또는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워짐이 나타났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중·고령소비자들은 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새로운 상품에 대

한 평가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것

도 낯설었으며 더 많이 사야 저렴한 구성 또는 적게 사면 더 비싼 구성

과 배달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하여 Food Marketing Institute(1980)의 질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에 비해 많은 양의 단위로된 패키징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며 라벨에 인쇄된 글씨가 너무 작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B. Gelb(1982)은 고령소비자의 43%가 절약을 위해 큰

단위의 패키지를 거의 구매하지 않거나 전혀 구매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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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고령소비자가 겪는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

(F. M. Kelly & A. J. Parker, 2005, p.19)

즉, 고령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체계가 덜 복잡한 시기에 교육

과 훈련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기춘

외, 2012).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채널이 대두되는 최근의 유통환경은 이

들에게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2018)의

소비자역량평가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는 거래역량이 다른 연

원인 어려움의 내용

신

체

적

청력의

저하
Ÿ 대면 소통

시력의

저하

Ÿ 식료품 정보

Ÿ 가격 확인

Ÿ 영수증 확인

Ÿ 작은 화면으로 된 기계

이동성의

저하

Ÿ 계단 오르기

Ÿ 대중교통 이용하기

Ÿ 줄 서있기

Ÿ 높고 낮은 선반에서 물건 꺼내기

Ÿ 무거운 문

Ÿ 가게에서 여러 물건(bulky) 또는 무거운(heavy)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환

경

적

새로운

유통환경

Ÿ 많은 선택지

Ÿ 새로운 상품에 대한 평가

Ÿ 셀프 계산대

Ÿ 더 많이 사야 저렴한 구성, 적게 사면 더 비싼

구성

Ÿ 배달 서비스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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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보다 낮다. 이는 거래역량의 하위에 있는 정보이해·처리역량에 요구

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50대 이상의 중·고

령소비자 절반 이상이 품질과 안전등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인터넷·스마

트폰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비슷한 결과로,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구매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경

향이 강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연구에

서도 가장 선호하는 유통형태가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효 외, 2017).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급격

하게 증가하면서 중·고령소비자의 소비행태에 있어서도 새로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2020)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오프라인 소

비를 하던 40∼60대가 소비의 장을 온라인으로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특히 식료품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커머스 회사인 티몬에 따르면 2020년 2

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50대 이상이 구매한 돼지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8%, 채소와 과일은 각각 214%, 99% 급증했다. 국내 신선식

품 몰인 마켓컬리에서도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50대 이상

신규가입자 수가 2019년의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 이러한 소비의

변화가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국내의 장년층 이상의

중·고령소비자가 새로운 온라인 신선식품 수요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식료품의 온라인

유통 확장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비즈니스포스트, 2020. 4. 8.; 더

스쿠프, 2020. 4. 3.). 이렇듯, 현재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에 대한

새로움 움직임과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 이후의 중·고령소비자의 식

료품 구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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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고령소비자가 식료품을 구매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식료품 구매 경험이 어떠한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중·고령소비자가 식료품 구매를 어떠한 이유로 하게 되

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

한 전략을 가지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경

험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파악함으로써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문제

와 관련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문제는 무엇인가?

1) 식료품 구매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은 어떠한가?

2)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3)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전략과 결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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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질적연구방법과 근거이론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는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유통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총체

적 과정이다. 단순하게 한 두 개의 변수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관

계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일상세계의 심층적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

다. 따라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를 일상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고령소비자 입장에서의 현상의 의미를

찾고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연구의 목적은 현상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

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참여자의 입장에서의 의미를 찾는 다는 것이

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알맞은

방식이라 볼 수 있다(김영천, 2017).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도입하였다. 실제

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을 추출하기 위한 귀

납적 방법이다. 연구참여자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밝

힐 수 있다. 즉, 개념 간의 관계를 밝히고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패러다

임 제시를 하는데 적합하다(Strauss & Corbin, 1990; 최귀순, 2005). 근

거이론은 사회학자인 글레이저(B. Glaser)와 스트라우스(A. Strauss)에

의해 1967년에 정리되었는데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는 기존의 사회학에

서 강조하던 선험적인 이론과 사회적 구조보다는 행위 주체들의 행위,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수집되는 실제 자료에 근거한 연구가 중

요하다고 하였다(이동성 외, 2012). 따라서 근거이론에서의 근거(ground)

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기반

을 가진다. 즉, 근거이론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경험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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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두어 구성된 실체적인 이론을 의미한다.

중·고령소비자의 구매는 기존에 논의가 되어왔던 현상이지만 일상생

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구매와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다는

데에 있어 근거이론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에 대한 것이므로 식료품 구

매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소비자를 연구대상자로 삼았다. 가정용 식

료품에 대해서는 주로 여성이 구매를 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자를 ‘55세

이상의 식료품 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한성희, 2010). 또

한, 지역별 유통환경 차이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연구참여자의 거주지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여 동질성을 갖추었다.

<표 4>과 같이 50대 6명, 60대 7명, 70대 이상 7명 총 20명을 대상으

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기혼(사별 포함)

으로서 가정 내에서 식료품을 구매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

었다.

자료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

었다. 면접시간은 한 명당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에 대

한 안정성의 배려 목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

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의 진행방식, 연구내용의 활용, 연구

를 중단하고 싶을 때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대면으로 상세하게 설

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소는 주로 사

람들이 많이 없는 한적한 공원이나 환기가 잘 되고 테이블 간격이 넓은

카페 등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과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

(승인번호 IRB No. 2012/001-003)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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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참여자

연령대 연령
연구

참여자
학력

대리구매

유무

직계가족

동거유무

50대

56 A 대졸 X O

55 B 대졸 X O

57 C 대학원졸 X O

58 D 대졸 X O

59 E 고졸 X X

56 F 대졸 X O

60대

61 G 대졸 X O

65 H 대졸 X O

64 I 대졸 X X

67 J 대졸 X X

68 K 초졸 X X

64 L 대졸 X O

64 M 고졸 X O

70대

이상

79 N 중졸 O(부분적) O

82 O 초졸 O O

77 P 초졸 O(부분적) O

72 Q 중학교 중퇴 X O

77 R 무학 O O

74 S 대학원졸 X X

74 T 고졸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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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들에서 개념들을 추출하고 지속적으

로 비교하면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을 통해 분석 내용을 구체화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개방코딩은 질적 자료에서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고 이 개념의 차

원과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추상도가 낮은 수준의 개념들을

발견하고 이들의 차원을 분류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개념들을 찾아 범

주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추출된 범주들을 다

시 분류하는 작업이다.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선택코딩은 축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를 통합

하여 이것들을 아우르는 더 추상적인 범주인 핵심범주를 도출하는 것이

다. 핵심범주는 사례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개요, 이야기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 핵심범주는 통해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와 연결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근거이론이 갖는 타 질적 연구방법론과 구별되는 특성인 이론적

표집, 지속적 비교분석, 이론적 민감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표집이란 초기 표집에서 제시된 개념을 시작으로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표

집은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료분석의 수준이 다른 분

석단계와도 개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공통된 맥락으로의 통합을 지

향한다. 이론적 민감성이란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민감

성을 가지고 내용들을 통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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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Maxwell, 1992;

나장함, 2006). 기술적 타당도는 자료수집의 정밀성에 대한 것으로 상황

과 사건 등에 대한 설명 및 기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 그대로를 전사함으로써 생성된 자료를 연구에 사

용하였다. 해석적 타당도란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으로서

연구자는 면접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고 면접 시 이들이

이야기한 내용(마트에서 온 문자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

론적 타당도란 개념에 대한 연구자의 이론적 구조물 속 개념과 이들의

관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내

용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발견되는 개념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내용에 대해 소비자학 전공자로부터 동료 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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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근거이론을 토대로 심층면접에서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와 관련한 범주들을 추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중·고령소

비자의 식료품 구매에 대한 핵심 범주를 제시하였다.

제 1 절 패러다임 모형 도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과 관련된 범주들을 도출하기 위해

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 코딩 결과 최종적으로 91개의 개념과

36개의 범주 그리고 15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됨 범주들을

바탕으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

상’, ‘중재적 조건’, ‘전략’, ‘결과’ 요소에 따라 범주화하여 [그림 2]와 같

이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각 범주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2] 참조). 패러다임 모형을 토대로 각 요소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당되는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았다.

인과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의 발현과 전개를 이끄는 초기조건으로서

의 일이나 사건으로서, 중심 현상의 원인이나 조건 그리고 그것들의 성

질에 대한 집합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심층면접에서 도

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의 부족’,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이 식료품 구매

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기초 조건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은 특정 현상의 원인이 되는 상황,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중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들을 의미하며 중심 현상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식생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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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식료품 구매에 대한 쾌락적 동기’이 식료품 구

매의 어려움의 정도를 조절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중심적인 사건

또는 생각이며 전략을 통해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개방코딩을 통해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에 있어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중심현상은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한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하며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강화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

건은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소비자가 중심현상을 경험한 후 취

하는 행동 또는 반응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의 전략은 ‘극복시도’, ‘포기’, ‘대리구매’로 구분될 수 있다.

결과는 특정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

타나는 행동, 감정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의 결과는 ‘긍정적 감정의 경험’, ‘부정적 감정의 경험’, ‘원하는 방식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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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에 대한 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인과적 조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맥락적 조건

식료품 구매에 대한 쾌락적 동기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 중심현상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
중재적 조건

자기효능감

극복 시도(도구의 이용 등)

전략포기(원하는 상품, 혜택 등 포기)

대리구매(자녀에게 부탁 등)

긍정적 감정의 경험(만족감, 자신감 등)

결과부정적 감정의 경험(불만족, 서글픔 등)

원하는 방식의 인식(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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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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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러다임 요소들의 속성과 차원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란 어떤 현상의 발현과 전개를 이끄는 초기조건으로서

의 일이나 사건으로서, 중심 현상의 원인이나 조건 그리고 그것들의 성

질에 대한 집합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의 4개

의 범주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개인적 요

인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이 도출되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구성의 변화와 비친화적 유통환

경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소비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인 힘이 약화되어 구매한 식료품을 직접 들고오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기억력 등이 감퇴됨에 따라 온라

인 구매 방법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 이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또

한, 자녀의 독립 등으로 가족구성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전보다 필

요한 식료품의 양 또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더 적은 양을 구매해야하

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더하여, 현재의 유통환경이 이들에게 친

화적이지 못한 것이 어려움의 영향을 주었다. 신체적 노화와 개인 이동

수단의 부재 등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만 유통점이 이들이

편하게 이동하는 근거리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배달이 되지 않는 유통

점이나 배달료의 부과, 높은 배달가격 기준 등 또한 이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방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

에서 이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유통환경이 이들의 식료품 구매의 어려

움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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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인과적 조건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패러다임 범주

인과적 조건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

(1)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본인의 노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모두가 과거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전보다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였으

며 70대 이상의 일부 참여자는 근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였다. 즉, 노화로 인하여 걸어서 이동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에 있

어 전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K(60대) :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젠 장도 많이 안

봐요.

S(70대) : 애 셋 낳고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Z(70대) : 2∼3년만 해도 하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다리도 아프

고 그러더라고. 이런걸 애들이 보니까 해다 나르는거

야.

또한, 거동에 대한 영향 외에 시력의 변화도 보였으며 식생활에 있어

서도 이전보다 소화 기능이 약해짐이 언급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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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어서 최근 병을 앓거나 이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기

억력이 감퇴됨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큰 우려를 느낌으로써

식사를 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I(60대) : 그전에는 세 끼를 먹었는데. 지금은 세 끼 먹기가 힘

들어. (...) 다리 한 쪽 수술했어. 관절이 아파서 작년

에…

H(60대) : 젊었을 때에는 치킨, 피자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나

이 들면서 그게 입맛에 안맞게 된 거예요. 소화기능

이 약해진 거 같아요.

S(70대) : 금방 잊어버려서. 배워놓고 안쓰면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못해. (문자) 보내는 건 안보이니

까 옆사람한테 보내달라고 해. 예전에는 문자 했는데

이제 못해.

T(70대) : 뇌가 쇠퇴해져 가고 해서 기억이 안떠올라. 그래서

그냥 몸으로 하는 게 편해.

P(70대) : 한 끼 거르거나 하면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이라도 차려 먹지.

이러한 노화의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50대의 경우에는

근거리 이동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어렵

게 느꼈다. 60대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움직임에는 큰 불편함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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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등의 상태가 약화되어 오래 걷기, 무거운 짐 드는 것에 있어서 이

전보다 힘들다고 말하였다.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걸어서는 근거리만 이

동이 가능하다는 연구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즉, 중·고령소비자에게 노화는 일상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

안이자 이전보다 저하된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의 원인으로서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된다.

이는 고령소비자가 청년층에 비해 낮은 힘과 좁은 동작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억력과 판단력에 있어서도 더 낮은 기능을 보임을 나타낸 선행

연구(이경선 외, 2018)와 일치한다. 또한,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변

화를 겪으며 이것이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Cabrini Pak & Ajit Kambil, 2007).

(2)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연구참여자들 모두 식료품 구매에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최근의 유통환경이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화,

온라인화됨에 따라(삼정KPMG, 2017) 식료품 구매 과정에서 본인의 디

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도스, 전

산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컴퓨터를 접함으

로써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익숙함과 디지털 리터러시 또한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드물었으며 디지털 기기 또한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접한 경우

가 많았다.

A(50대) : 옛날에 컴퓨터 도스 배우러 다니고 했었지.

M(60대) : 나는 내가 컴퓨터를 (애들보다) 먼저 배워서 애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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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 식료품을

구매하는 걸)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J(60대) : 우리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 기계가 싫고 사람 대면

하는 걸 좋아해. 뭐 취소하면 카드가 취소가 잘됐는

지, 돈이 잘 들어오는건지... (내가) 그런걸 안해봤었

거든 그러니까 걱정돼.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안해.

요즘은 은행에서 적금 들 때에도 핸드폰에 다 찍히잖

아요. 근데 아무튼 직접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게

좋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거야. 불안해.

폰은 기계잖아 만약에 고장나거나 삭제되면 좀 그렇

잖아.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증이 되잖아.

구시대지 뭐 호호호.

이러한 이유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거

래에 대한 불신과 낮섦을 보였으며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식료품 구

매 방법을 어렵게 느꼈다. 하지만, 전화는 비교적 쉽게 이용하였다.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도 잘 못하겠다고 응답

하였다.

T(70대) : 나는 로그인이 너무 어려워.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수첩에 적어놨거든? 그래서 내가 그 뭐야... 네이버에

서 뭐 살라고 검색한 다음에 살려고 들어갔는데 아

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으라네? 그래서 그 네이버 아

이디랑 비밀번호 적었는데 자꾸 아니라는거야.

Q(70대) : 홈쇼핑이 아이고 많이 싸더라고. 근데 애초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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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같은거나 더군다나 내가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사

야지. 과일은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다르거든. 영

주 사과도 맛있고. 유혹은 되는데 이용을 안해. 사기

칠까봐. 아닌 건 아는데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이는 하기 어렵지.

P(70대) : 옛날엔 끄는 것도 없었어. 들고 이고 버스도 한 시간

이나 두 시간에 하나 있어. 제사 지내려면... 아이고

고생이야. 요즘은 턱턱 폰으로 배달시켜서 다하고 좋

은 세상이야 정말. 참 이런 세상 사는 사람은 행복

해. 근데 난 그런거 못해 못해. 생각도 안해. 절차가

아이고 너무 복잡해서 아예 안걸어 아예 못해. 며느

리한테 해달라고 하지.

우리나라의 정보화 교육이 1970년대부터 태동하여 1980년대부터 확산

했다는 환경적 요인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허운나,

2000). 또한 시장환경 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가 베이비부

머와 그 이전의 고령소비자에서 차별적으로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산업연구원, 2019).

(3) 가족구성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가족 구성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구성을 보였으나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는 이유

등으로 따로 살게 된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

어들고 이에 따라 구매하는 식료품의 양도 더 적어졌다. 반면,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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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더 고령이 될수록 보살핌 등의 이유로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D(50대) : 그전에는 대형마트 많이 갔어요. 식구가 단촐해지니

까 안가게 되더라고.

B(50대) : 생협에 주로 가. 포장 단위가 작으니까... 우리 나이대

되면 대용량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식구가 적다보니

까 음식을 하다보면 버리는 게 많더라고. 만들어 놓

았는데 저녁을 먹고온다거나 하면 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포장되어서 나오는 거 사면 편리하지.

H(60대) :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밥하기가 싫은거야. 그리고 식구

들이 다있으면 하는데… 이젠 사람도 별로 없으니

까… 전에 치킨, 피자 같은 것도 요리해서 먹었거든

요. 근데 이제는 귀찮고 하니까 가끔씩 배달 시켜 먹

어요.

Q(70대) : 애들 다 나가고 둘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장

봐도 돼. 마른반찬은 항상 해놔야해. 누가 딱 오면 순

발력이 떨어지고 손도 제대로 안돼서 미리미리 해놔

야해.

R(70대) : 우리 딸이 여기사는데 여기 오라고... 딸이 이제 엄마

힘드니까 그만 일하고 오라고 해서 여기로 이사왔지.



- 42 -

이는 생애주기이론의 관점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을 변화하는

실체로 본 것(한경혜 외, 2005)과 같이 중·고령소비자의 가족 구성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가

정 내 식료품 소비의 행태도 달라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식료품 구매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식료품 구매가 가정생활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족구성의 변화는 식료품 구매의 양과 구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4) 비친화적 유통환경

연구참여자들은 식료품 구매에 있어서 유통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인

지하고 있었다. 현 유통점까지 접근하기가 쉬운지, 유통환경에서 배달 서

비스가 가능한지, 배달 서비스의 기준 가격은 얼마인지,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 방식이 쉬운지가 이들이 주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요소였다.

또한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을 언급할 때에 그 원인으로 이러한 유통환경

에 대한 것을 언급한 점에 따라 유통환경이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

매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로, 친화적이지 못한 중·고령소비자의 유통환경이다. 먼 거리의

이동이 다소 어려운 이들에게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는 주거지에

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식료품

구매를 하는 곳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더 많은 품목이

갖춰져 있고 더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는 곳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점은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먼 곳에 위치하였

다. 특히, 70대 이상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스스로 이

동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이들의 이동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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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0대) : 사람이 나이들면서 힘도 들고 게으름도 생기더라고

요. 마트가면 얼마 이상 사야지 배달이 되거든요. 운

전해서 갈 수 있으면 사는데 아니면 배달을 시킬 수

밖에 없어요. 직접 못들고오죠.

J(60대) : 동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없다는 게 불편하지.

근데 다른 곳은 항상 차로 이동해야지 하니까…

L(60대) : 롯데마트는 배달이 안되니까 지하카트로 끌고가서 차

에 싣고 오지. 어휴... 근데 그런거랑 상관없이 마음

이 편한 곳 가야겠다 싶어서 롯데마트와. 롯데마트가

훨씬 좋지 내맘에는. 거기 가면 가격도 조금 더 저렴

하기도 하고 물건도 다양하고, 깨끗하고…

M(60대) : 큰 곳(롯데마트)은 배달이 안돼서 불편하고… 그리

고 20∼30분씩 걸어가야 하니까. 왔다갔다 하기 힘들

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 하나만 들어도 힘들어...

배달해주는 게 전보다 중요해졌죠. 내가 차도 없고

해서 해주는 게 좋더라고.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어

요. 근데 얼마 이상 사야해요. 사다가 에이 돈이 안

되면 물건 끼여 넣어서 주문해요.

T(70대) : 마트는 앞이니까 걸어가고. 포구도 여 앞이니까... 재

래시장은 전철 이용해서 가지. 근데 거기는 배달이

안되니까 많이 사진 못하지. 그래서 필요한 거 손수

레에 사서 넣고 차면 딱 안사버리지. 젊었을 때는 짊

어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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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앞서 언급되었듯이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구매한 상품의 배달

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절약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배달비가 아깝

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절약에 대한 가치관은 6.25를

겪은 70대 이상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사실상 노화의 정도가 가장

높기에 배달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은 연령이지만 배달비 때문에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기도 하였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배달을 시키

고 싶음에도 들고 오거나 또는 더 구매하고 싶지만 들고올 수 있을 만큼

만 구매하기도 하였다.

G(60대) : 배달은 사실 배달료가 붙으니까 좀 그래...

R(70대) : 치킨 배달하려고 내가 물어보니까 뭐 천원인가 더 내

라고 하더라고. 노인네들이 뭐 돈을 더 내? 기다렸다

가 가져오지. 뭐 사실 불쌍한거지. 근데 뭐 이런 게

몸에 베어가지고…

I(70대) : 마켓컬리 같은 거 내가 활동하기 힘들거나 시간이 없

을 땐 뭐 이용하겠지만... 근데 그건 배송비 드는 것

도 있고. 무를 수가 없잖아. 반품하려고 하면 배송비

더블로 줘야 하잖아.

셋째로, 유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이 중·고령소비

자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즉, 기기를 통한 비대면 구매

환경이 이들의 식료품 구매 과정에서 편리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 현 유통환경의 발전을 인식함에도 이것이 이들에게는 실제적 편리함

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었다. 즉, 편리함이 극대화되는 유통

환경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연령대가 중·고령층이지만 이들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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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이러한 점을 가장 활용하지 못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초

래되고 있었다.

L(60대) : 좋은 세상이다 그러죠. 진짜 편한 세상이야. 해보고싶

기도 하지. 또 (인터넷으로 사면) 싸다니까. 근데 난

나가서 사는 게 더 편해. 이런 거 쳐다보고 하는 게

번거로워.

G(60대) : 젊은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접하니까 그런데... 우리

는 제가 80학번이거든요. 버거킹 가서도 다 그걸로

(키오스크로) 하자나 그래서 헷갈려. 우리는 직접 주

문해서 먹었잖아요.

A(50대) : 홈쇼핑으로 사는 거 엄청 쉬워요. 간단하니까요. 전

화로 해도 되고…. 요즘은 앱으로 해요. 근데 카드

등록할 때 그건 헷갈리더라고. 용어를 잘 모르니까.

(...) 앱으로 보면 어떤 건 배송료가 붙고 이렇잖아.

생산지가 각자 다르니까 어떤 건 뭐 만 원 이상 사

야하고 어떤 건 삼 만원 이상 사야지 배송료가 안붙

고… 헷갈려.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 중 하나인 식품사막 현상의 주요 대상자가 고

령소비자라는 것(Choi & Suzuki, 2013)과 이러한 현상의 발생요인으로서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누리 외, 2017)에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행태에 있어 유통환경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에 있어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등이 어려움

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Har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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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특정 현상의 원인이 되는 상황,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중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들을 의미하고 중심 현상의 정

도에 영향을 준다(Strauss & Corbin, 1990).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된

것은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식료품 구매에 대한 쾌락적 동

기’가 발견되었다.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와

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식료품 구매를 스스로 수행해

야 하는 의지와 의무를 갖게됨에 따라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도 더 강하

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료품 구매에 대한 쾌락적 동기가 높을

수록 식료품 구매를 즐거운 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어려

움의 심각성과 강도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느꼈다. 즉, 개인별 식생활에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와 식료품 구매를 쾌락적 동기로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어

려움에 있어서도 다른 차이를 보였다.

<표6-2> 맥락적 조건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패러다임 범주

맥락적 조건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식료품 구매에 대한 쾌락적 동기

(1)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가정 내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의무을 가

지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아내 또는 엄마로서, 오랜 시간동안 가정 살림

의 책임자로서 살아온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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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입장이었으며 수년간의 식료품 구매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한 요령에 대해서 자부심 또한 가지고 있었다. 식료품을

구매하고 이것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신의 몫이자 의무

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 있어서 남편 등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였다. 즉, 이들에게 식료품 구매는 오로지 개인의 욕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수행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50대와 60대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70대 이상이 될수록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자녀의 보살핌

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와 책임을 갖는 정도는 식료품 구매를 스스로 수행해야 하

는 상황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의 정도에도 영

향을 주고 있었다.

B(50대) : 내가 엄마임을 잊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밥을 해주

려는 의무감은 있어. 근데 귀찮아서 요즘은 밖에서

자꾸 사먹게 돼.

C(50대) : 어쨌든 장을 보고 음식을 하는 건 내몫이잖아. 그렇

게 살아왔으니까... 일단은 아들이 (집에) 있고 직장

생활 하니까 내가 챙겨주지. 잘 먹어야 하잖아. 항상

반찬을 뭐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성

의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E(50대) : 삼시 세끼 꼬박꼬박 먹긴 하지. 근데 사실 남편이 먹

으니까 차리는거지… 그게 80% 차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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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0대) : 저희 남편이 아주 밥을 선호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은 꼬박꼬박 드리죠. 점심에 재택근무하시고 컴퓨터

일을 하셔서 항상 점심에는 요리를 해서 먹죠. 여자

들은 간편하게 먹고싶은데 남편은 아닌 거 같아.

H(60대) : 저의 살림 경력이 한 37∼38년 되었어요. 그러다 보

니까 저는 저 스스로 살림의 전문가라고 말해요.

전통적으로 가정 내 가사노동은 여성이 도맡았기 때문에 식품 구매의

실 수요층 또한 기혼여성이 주를 이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1). 이

러한 이유로 많은 식품 소비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전 연

구와 같이(한성희, 2010) 여성이 식료품 구매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McGuire(1974)의 인간 동기 연구에 근거한다. 이 이론

에 따르면 쇼핑의 동기 중 하나는 인식된 자신의 역할이다. 자신의 역할

에 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자아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즉, 쇼핑

을 사회적인 역할의 일부로 보는 것이 쇼핑 동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

들어내는 것이다. 쇼핑의 동기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을 이야기한 Westbrook&Black(1985)의 역할수행과도 밀접하게 일치하

는 연구결과이다.

(2) 식료품 구매에 대한 쾌락적 동기

연구참여자들은 집안일(chore)로서 식료품 구매를 하지만(Chris Hand

et al., 2008) 이 과정을 즐거움 등의 쾌락적 감정을 유발하는 일로 여기

기도 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식료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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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즐거움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료품 구

매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매장에서 물건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기

분 전환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식료품 구매는 이들

이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자극들이

이들에게 쾌락적 감정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식료품 구매

는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는 실용적 목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식료품 구매를 하는 동기가 산책 등인 쾌락적인 목적이 강할수록 식

료품 구매 자체를 즐거운 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개인 느끼는 어려움의

심각성과 강도 또한 더 적게 느끼고 있었다.

E(50대) : 내가 시장을 참 좋아하거든. 시장을 좋아해 활기차잖

아. 기분도 업되고 좋아. 그래서 나는 시장에 기분전

환하려고 가. 마트도 마찬가지고... (가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활기가 있어. 그래서 참 좋아해.

I(60대) : 장 볼 때 기분전환은 백프로 되는 것이지. 집에만 있

기보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사람구경도 하

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운동도 되고 그렇지. 무

엇인가를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좋지.

G(60대) : 장 보면서 운동하는거지 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거 생각할

수 있죠. 집에 있으면 tv만 보면서 거기에 갇히게 되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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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쇼핑의 동기가 감각적인 자극을 찾기 위하는 것이라는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자극이론(Berlyne, 1969)과 놀이이론(Huizinga G.,

1970)에 근거하는데, 위 이론은 인간이 가지는 동기를 외부에서 찾으며

쇼핑의 동기를 자극과 놀이로 본다(홍정아 외, 2020). Tauber(1972),

Westbrook & Black(1985)는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쇼핑 동기를 밝혔으

며, Babin et al.(1994)은 쇼핑을 의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즐

기고 쾌락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Gianluigi Guido, 2006).



- 51 -

3. 중심 현상

중심현상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중심적인 사건

또는 생각이며 전략을 통해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중·고령소비자가 스스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겪

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노화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서 식료품 구매하고 이를 가져오는 것이

대한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둘째, 가족구성원 수가 감소

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식료품의 양이 줄어듦에 따라 나타나는 ‘소량 구

매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셋째, 유통환경이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 유통

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

는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표 6-3> 중심현상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패러다임 범주

중심현상
운반의 어려움

소량구매의 어려움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

(1)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

가. 운반의 어려움

상품을 직접 집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

한 어려움은 주로 과거에 비해 약화된 신체적 기능에서 기인하였다. 따

라서, 노화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기에

50대 보다는 70대 이상에서 이러한 운반의 어려움을 더 강하게 느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언급한 연구참여자들은 이전에는 스스로 들고 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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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의 물건도 나이가 듦에 따라 가져오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였

다.

K(60대) : 나이 먹을수록 팔힘이 좀 그래되니까 중요해요. 배달

이...

M(60대) : 장보러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나이가 있다 보니

까...

R(70대) : 이 나이 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달리는 게 어려워.

갔다 왔다 재미는 있는데 갔다 오면 힘이 든다는 생

각이 들어.

Q(70대) : 재래시장은 좀 싱싱해. 그 때 그 때 물건이 들어오잖

아요. 싱싱하니까 열무도 거기서 사. 마트는 오래된

거 그냥 있더라고. 그리고 재래시장은 버스 타야 되

니까. 몸땡이만 왔다갔다하면 되는데 뭘 또 사니까

무겁잖아. 그거를 차에다 싣으려면 또.. 내가 나이가

있어요. 아무리 젊게 산다고 해도... 등에다가 짐 메다

가 어떤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대. 그래서 내가 버스

타는 게 힘들고 무서워.

또한 노화의 정도와 더하여 배달서비스의 유무와 기준 가격 등의 운

반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었다. 즉, 배달이 되지 않는 곳에서 식료품을 구

매하는 경우이거나 구매한 곳의 배달서비스 기준 가격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양의 구매 가격보다 높아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신체적 이동성의 저하로 많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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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또는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F. M. Kelly & A. J. Parker, 2005).

E(50대) : 애들 어렸을 때에는 여기 과천 마트갔거든요. 아니면

안양에 시장가고 했거든요. 그 땐 체력이 되니까요.

사람이 나이들면서 힘도 들고 게으름도 생기더라고

요. 마트가면 얼마 이상 사야지 배달이 되거든요. 운

전해서 갈 수 있으면 사는데 아니면 배달을 시킬 수

밖에 없어요. 직접 못들고오죠.

T(70대) : 과일 보면 싸니까 사고싶다 하는데 배달 안되니까

못들고 오니까 못사는거지 뭐.

P(70대) :　사서 못들고 오니까. 사면 딱 문앞에 가져다주니까

편하지. 근데 여기 홈플러스는 안해주더라고? 자기차

있는 사람들은 잔뜩 사서 오면 되는데 차없는 사람

들은 간단한 거 조금씩만 사야지 뭐. 저 부평에는 마

트마다 다 배달해. 당연히 해야지. 근데 여기 홈플러

스는 안하더라고. 못들고 오잖아.

나. 소량구매의 어려움

적은 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의미한다. 자녀의 결혼 등 출

가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식료품 소비가 이전보다

줄어듦에 따라 소량 구매의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주로 가족구성의 변

화를 겪어 식구수가 적어진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식료품을 더 적은 양으로 구매하고 싶지만 소용량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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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직접 상품의 운반이 어려워 배달을 해야하는데 배

달서비스 가능 구매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 더 사게 되는 등 이에 대

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유통회사들이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벌크 구성을 늘림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더바이

어, 2016. 1. 5.; 뉴데일리 경제, 2020. 9. 25.). 이러한 점에서 소량구매의

어려움은 개인의 특성에 기인했다기보다 가족구성의 변화, 유통환경의

친화성의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50대) : 애들이 성장하니까 벌크로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가끔씩, 아는 동네 친구랑 같이 가면 반 나누자해서

사고는 했어요. 거기는 치즈도 3개씩 묶어서 팔잖아

요. 그걸 언제 다먹어.

L(60대) : (배달을 하려면) 많이 사야 하는 단점도 있어. 얼마

이상 사야 하니까.

Q(70대) : 시장은 싱싱한데 양이 좀 많아. 뭐 무데기로 천원에

파는데 나는 500원어치만 필요한거야. 그리고 배달이

안돼.

다.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에 대해서 낯섦과 어려움을 느꼈다. 온

라인 구매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구매가 최근에 등장한 구

매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는 50대 이상의

전연령대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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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을 연령이 증가할수

록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일반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5세 이상이 일

반 국민 대비 64.3%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및 무인화에 따

른 비대면 거래에서 고령소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

원, 2019).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차이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

량은 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경험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었

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경험이 드문, 높은 연령

의 연구참여자일수록 온라인 구매에 대해 더 강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50대) : 제일 편한게 지문결제가 제일 편하더라고. 근데 그걸

등록하는 게 어려워요. 그전에 농협 카드가 갱신되어

서 바뀌었거든, 근데 그 전 거는 안되니까 그걸 없애

고 새카드를 등록해야하는데 그걸 몰라서 지금 못하

고 있어요.

H(60대) : 몇 번 해봤는데 안돼서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배우려고 들어갈 때 마다 다르게 뜨더라고요. 지난

번하고 똑같은 게 뜨면 하겠는데 아니니까 낯설어서

못하겠어요. 뭐 동의하라고도 뜨고...

O(70대) : 전화(로 사는 것)도 어려워. 아예 안해보니까 못하겠

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식료품을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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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현 온라인 유통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환경의 이점을 인지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 구매 방식은 중·고령소비자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다.

T(70대) : 세월이 좋아. 지금 젊은 사람들은 편하겠지. 근데 우

리 세대들은 이걸 아직 수용을 못하지. 근데 이거 로

그인 해야되잖아. 집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 나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수첩에 다

적어놓거든? 카카오고 뭐고 다 적어놔. 그래서 그거

보고하는데 그거 넣어도 안될 때가 있어. 다시 하라

고 뜨잖아.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한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하며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강화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

건은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대한 극복을 시도함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극복을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하였다. 반대로 가족구성원이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스스

로 극복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경우 등에는 대리구매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보였다. 즉, 개인의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 자기효능감에 따

라 다른 전략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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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중재적 조건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패러다임 범주

중재적 조건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

자기효능감

(1)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가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다주거나 식료품 구매장소까지 데려다드리는

등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매 과정에서 받는 경우도 보였다. 하지만

식료품 구매에 있어 원하는 방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 이용에 대한 만류 등도 있었다.

O(70대) : 운동할 겸 될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해. 딸들이 데

리고 같이 가서 내가 힘들어하면 거기 앉아있으라

그래. 같이 나가면 좋지.

L(60대) : 애기들한테 얘기해주면 알려주는데 한참 안쓰다보면

모르겠어. 딸아이가 그걸 잘 해주거든.

P(70대) : 애들이 이거(스마트폰) 사준다는 거 골치 아프다고

사지 말라고 했어. 근데 막내아들이 사왔는데 몰라서

골치가 아프더라고. 우리 막내 며느리가 잘 가르쳐줘.

그래서 지금은 문자 같은 거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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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0대) : 우리 딸이 앱을 하지 말래 사고가 생길 수 있대. 내

가 깔아서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엄마 이거 사고날

수가 있어 그냥 젊은 사람들이나 쓰게 냅둬. 나한테

말해 내가 살게.’ 이러더라고.

O(70대) : 어쩔 땐 좀 답답하지 가르쳐달라고 하지. 그럼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럼 애가 ‘엄마 골머리 쓸 생각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나한테 말하면 내가 시켜줄게.’

하지. 애들이 ‘엄마 이거 어려워 애초에 배울 생각하

지마.’ 하면서 안가르쳐줘.

또한, 자녀가 새벽배송 서비스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을 보는 등 자

녀의 소비행동을 보고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접하게 되기도 하였다. 가족

은 이들이 가장 손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지원을 쉽게 요청할 수 있

는 타인이다. 따라서 가족의 영향이 이후 어려움에 대한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중·고령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들이 도

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가족 뿐이었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은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의 전략에 있어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

H(50대) : 우리 큰딸이 새벽배송같은 거 쓰더라고요. 집에 와서

내일 뭐 해줄게 말하고 치즈나 야채 이런걸 새벽배송

으로 주문하더라고. 외국산 치즈나 하몽 아니면 안동

찜닭 요리된 거 이런 걸 사더라고.

F(50대) : 우리 딸이 아침배송이라고 해서 뭐 사다 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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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바구니 내놓으면 거기에다가 넣어주더라고? 좋더

라고. 아이스박스를 회사에서 주더라고. 나도 이제 나

이들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앱 깔아서 쓱쓱쓱

해보고 싶어. 지금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 삼아 장

보러 가지. 그거 만원 이상부터 배달료가 없대.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 딱 많이도 않게 먹을것만 딱딱딱

하니까 좋더라고.

(2) 자기효능감

연구참여자들은 식료품 구매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정도에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인지하는 노화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

를 보였으며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 종류별로 개인이 느끼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과 같이 어려움 별로 극복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에 대

한 전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R(70대) :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하고싶은 거 없지. 배운다는

건 머리속에 안들어가서 못해. 애들이 뭐 컴퓨터 배

우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그거 들여다보고

할려면 머리아파. 시작도 안해.

Q(70대) : 다 가르쳐 주니까 하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머리가 아주 나쁘지 않은가봐. 근데 배워도 자

꾸 잊어버리잖어. 나이든 사람들은 머리가 선명하지

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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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0대) : 며느리가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려. 너도 내 나이

먹어봐 내일 모레 80인데? 집에가면 다 잊어버려. 그

래서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특히,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

다는 개인적 믿음으로서 상황에 적응하려고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왕명자, 2010).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어려움에 대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구매는 온라인 환경

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기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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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소비자가 중심현상을 경험한 후 취

하는 행동 또는 반응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의 전략은 ‘극복시도’, ‘포기’, ‘대리구매’로 구분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되

었던 운반의 어려움, 소량구매의 어려움,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

중·고령소비자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였는데, 첫 번째 전략은 자발적으

로 시도를 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극복시도이며 두 번째 전

략은 스스로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 혜택을 포기하는 것 등이 포함횐다. 세 번쨰 전략으로는 가족

등 타인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방안이 나타났다.

<표 6-5> 전략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패러다임 범주

전략
극복시도
포기

대리구매

(1) 극복시도

식료품 구매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신

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음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전략

이다. 극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경우와

스스로 극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운반의 어려움의 경우에는 근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에 무리가 없

는 경우 카드 등의 운반도구, 배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부분 극복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극복에 있어서 개인의 노화정도인 건강상태와

유통환경의 친화성이 이들의 극복시도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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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Q(70대) : 끄는 거 갖고 가서 전철타고 오면 돼.

P(70대) : 필요한 것만 간단한 것만 사가지고 오지. 짊어지는거

가져가거나 끌고 가는 거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오

지.

Q(70대) : 그때그때 필요한 거 조금씩 사지. 가보고 뭐 새로운

거 나왔으면 그거 사고. 배달하거나 아니면 구루마

갖고가서 갖고와.

소량구매의 어려움에 경우에는 간편식을 이용하거나 소포장 상품이

구비된 채널을 이용하였다. 즉, 이러한 점에 대한 극복 시도에 있어서는

유통환경이 결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B(50대) : 식구가 적다보니까 음식을 하다보면 버리게 되더라고

조금씩 포장되어서 나오는 거 사면 편리하지.

Q(70대) : 포장된 거 사와서 바로 먹고 그래요.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의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상대적으

로 높은 50대의 경우에 스스로 해봄으로써 극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

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 등의 도움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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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배우거나 스마트폰 이용이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하

는 방식이 나타났다.

B(50대) : 처음에는 (PC를 이용했는데) 회원 아이디를 치라고

하니까 살 때 마다 내가 아이디를 찾아야 하더라고.

까먹어. 그래서 앱을 까니까 (자동로그인되니) 편하더

라고.

T(70대) : 내가 사실 그걸 깔아가지고 입금시키고 그런걸 잘

못해 솔직히. 그래서 그런걸 잘 안하는 거 같아. 그래

서 전화로는 서너번 정도 사본 적 있어. 새싹쌈이라고

하나? 그걸 사보긴 했지.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운반에 대해서는 카트 등을 이용한다던가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는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구나 수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극복에 있어서 지원을 위한 도구 및 수단에 대한

영향이 보임을 알 수 있다.

(2) 포기

연구참여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시도 없

이 또는 시도 후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애초에 극복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유로 시도 조차 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

으며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경

우는 주로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에서 나타났는데 방법이 기억이 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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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거나 자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여 포기하는 경우

가 있었다.

H(60대) : 뭐 깔아야하는 거 같은데 애들한테 굳이 뭐 깔아달

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살아요. as받을 때에도 전화

해보면 뭐 누르세요. 들어가서 뭐 하세요. 그런거 하

라고 하면 난 그냥 안해요. 젊은 사람들은 딱 아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이해가 안돼요.

N(70대) : 애들이 가르쳐줬었어. 근데 (해보면) 뭐가 없어지고

다른 게 뜨더라고. 그럼 엄마는 자기가 가르쳐줬는데

정신을 안차린다고 막 혼내켜. 여러 번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안해.

J(60대) : 그냥 안해. 한 번에 가져가서 딱 사고 끝내고 환불도

내가 가서 딱 하면 편하잖아. 직접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운반의 어려움에 경우에는 원하던 상품 구매를 포기하는 전략을 보였

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운반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힘든 연구참여자들에

게 주로 나타났다. 즉,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주로 보이는 전략이었

다.

T(70대) : 과일 보면 싸니까 사고싶다 하는데 배달 안되니까

못들고 오니까 못사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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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안과 온라인 구매의 혜

택을 인지함으로써 온라인 구매의 필요를 인식하였다. 하지만 낮은 리터

러시 역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기효능감 등으로 포기하거나 대

리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본인이 이를 할 수 없다고 여기거나 타인

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껴 대안이 있음

을 알고 있지만 포기전략을 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택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에 있어서는 이로 인한 할인 등의 혜택 또한

포기하기도 하였다.

E(50대) : 결제 어려워서 하다가 포기한 적 있어. 코로나 때문

에 한 번 시켜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뭘 깔아라, 뭘

깔아라 아이고 내머리 가지고는 안돼. 그냥 안샀어.

홈쇼핑에서도 앱으로 사면 천원 이천원 할인되는데

하다가 안되는거야. 그래서 안샀어.

T(70대) : 그걸로(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싼데 포기할 때가 있

지. 싸긴 싼데 안되니까 로그인하고 아이디랑 비밀번

호 안되잖아. 아이씨 그냥 비싸게 먹고말지 싶어.

H(60대) : 앱으로 하는 건요 할인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계속 어디 들어가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끊어버렸어

요. 웬만한 건 안 물어봐요. 간단한 것만 하고 살아

요. 애들이 바쁘고 하니까… 내가 자주 사는 것도 아

니고 몇 천원 차이니까 그냥 사고 말지 해요.

소량구매의 어려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싶었던 양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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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였지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함으로써 그래도 구매를 하는 행태를 보였

다.

I(60대) : 스타벅스 사거리에 우리농산물 시장있는데 3만원 이

상사야 배달해줘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걸 사게되

더라고. 집에 있는 건데도 배달하느라 그냥 사요.

(3) 대리구매

구매 시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전략으로 자녀 등을 통해 대리구

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리구매란 직접 구매를 하지 못

한 여건으로 본인이 필요한 식료품을 자녀 등 타인이 대신 사다주는 경

우를 일컫는다. 대리 구매의 경우에는 모든 식료품을 자녀가 구매하는

전체적 대리구매 일부분만 대신 구매하는 부분적 대리구매로 나눠진다.

운반의 어려움에 대한 전략으로 대리 구매의 경우에는 모두 70대 이

상에서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근거리에

가족이 거주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N(70대) : 인자… 한 10년전서부턴가? 편하게 애들이 봐줬지.

R(70대) : 시장은 애들이 차 가지고 가서 다녀오고... 살다가 뭐

떨어지면 때때로 내가 사오지.

P(70대) : 며느리한테 사달라고 하지. 영감이 뭐 홈쇼핑에서 운

동하는 거 사야한다 한다 혀. 막내 며느리가 대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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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냈어.

반면, 온라인 구매에 대한 대리구매는 50대부터 모든 중·고령소비자층

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리구매 또한 운반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는 고연령

층보다 시도를 더욱 많이 해본다는 점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대리구매의 상황은 주로 여러 차례의 시도 후 최후로 남은 전

략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

품을 구매했지만 극복을 시도함으로써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부정적 기분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50대) : 잘 안되더라고. 딸한테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냥 다음

으로 미루지. 그 때까지도 사고싶으면 딸의 도움이

받지.

T(70대) : 로그인하라고 해서 썼는데 안돼. 하다가 하다가 안되

면 애들한테 주문해달라고 해. 저번에도 당뇨 국수를

사달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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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결과는 특정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

타나는 행동, 감정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의 결과는 ‘긍정적 감정의 경험’, ‘부정적 감정의 경험’, ‘원하는 방식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감정의 경험은 만족감, 자신감 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어려움에 대해 극복시도를 성공하였을 때 주로 나타났다. 부

정적 감정의 경험은 불만족, 서글픔 등으로서 극복시도에 실패하고 대리

구매나 포기와 같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실한 전략을 선택했을 때 결과

로서 나타났다. 원하는 방식의 인식은 구매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더욱 친화적이고 편리한 방식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기존 방식대로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 배달 기준 가격의 조정, 편리한 온

라인 구매 방식으로의 변화 등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표 6-6> 결과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패러다임 범주

결과
긍정적 감정의 경험
부정적 감정의 경험
원하는 방식의 인식

(1) 긍정적 감정의 경험

극복시도에 성공한 경우 전략의 결과로서 만족감, 자신감 등의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료품 구매가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



- 69 -

으로 보인다. 소비자 만족의 판단 기준이 구매 경험이 가져온 성과의 긍

정적 정도, 소비자의 정서적인 충족의 정도라는 점에서 자신이 원하는대

로 스스로 구매하는 경험이 긍정적 감정의 경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

다(유현정 외, 2001).

운반의 어려움을 겪은 후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중·고령소비자는 극

복시도에 성공하는 경우였으며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운반도구나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고 따라서 대체로 근거리 이동과 운반도구 사용에

무리가 없는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었거나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점포가

집 주변에 위치해 있는 연구참여자들이었다.

F(50대) : 내가 물건 잘사면, 맘에 쏙 드는 거 사면 기분이 좋

아. 만족하니까 몸에 스트레스도 풀려. 과일이나 야채

도 신선한 거보면 막 건강해지는 거 같아. 박스 다

뒤져서 사. 신선한지 어떤지 내가 딱 물건 보고 만족

안하면 안사거든. 시장갔다오면 기분이 좋아 신선한

거 사고 그런 거. 내가 뭐가 좋은 거 파는지 다 아니

까 쪼르르 가면 되니까.

I(60대) : 나는 아직 내가 직접 보고 사는게 좋아요. 그렇게 사

는게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난 그런걸 즐기는 거

같아. 가면서 차창밖으로 보이는 길, 변화된 모습, 뭐

가 생겼네? 그런거 보는 게 재밌어요. 딱 물건사려는

목적도 있지만 가면서의 여정을 즐기면서 가.

T(70대) : 내가 먹고싶은 거 사먹는데 만족스럽지. 돈만 있으면

야 다 사먹지. 하하하 내가 식품을 좋아해요. 좋은 거

는 내가 직접 사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하게 사

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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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의 경우 극복 시도에 성공하는 경우 낯설고 어려웠던 문

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자신감 등의 긍정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 하지

만,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 자기효능감 등으로 극복 시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

복된 시도의 이후에는 포기, 대리구매 전략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F(50대) : 처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하는지는 몰라서. 결제는

어디서하지 싶었지. 근데 애들이 알려줬어. 차차차

하니까 이제 겁날 거 없어! 딱 되더라고.

A(50대) : (농협몰)앱 처음에 깔 때 어려웠어요. 뭐 가입하라고

하고… 혹시 내 신용정보가 유출될까 두려웠는데 요

즘은 시도해봐요. 처음에 하다가는 동의 하도 많아

서… 걱정되면 포기했어요. 요즘엔 그냥 동의하고 가

입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가

입이 되더라고. (그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성취감

이 크죠! 아 내가 하나 해냈구나! 하나 해놓으면 그

다음은 쉽잖아요.

(2) 부정적 감정의 경험

전략의 결과로서 부정적 감정의 경험은 식료품 구매와 관련한 어려움

경험 이후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관련해서 연구참여자들은 불만족, 서글

픔, 절망감, 짜증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불일치

이론(Richard L. Oliver, 1980)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는 경험을 통해

성과의 예측치인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만족을 느낀다.

연구참여자들은 식료품 구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고 다양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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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 성과를 체험한 상태로서 과거 자신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예측기

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과거 식료품 구매 방식 과정을 그대로 자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감정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료품 구매

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적 소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

의 원하는 식료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없게되면 부정적 감정은 일상

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부정적 감정의 경험은 극복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경우 또는 아예 포

기하거나 대리구매를 한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또한, 식료품 대리구매의

경우에는 신선식품 등의 특성상 말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대

리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사다줄지라

도 세부적 특성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Q(70대) : 남이 사다주는 건 좋아해야하고 맘에 안들어도 좋아

해야 하잖아.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사면

후회도 없고 한데 남이 사주면 아무래도 완전히 맘

에 들지는 않잖아. 내가 앉아서 시키니까 그냥 고맙

게 먹어야지 하는거지 뭐. (...) 내가 싼 거 산다고 거

기 간다는 건 건강이 된다는거야.

이는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운반의 경우 기존에 큰

어려움이 아니었지만 노화 등으로 인해 최근에 크게 나타난 어려움이라

는 점에서 서글픔 등을 느끼고 있었다. 식료품 구매는 인간의 가장 기본

되는 식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장 필수적인 생활영

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 이들에게 무력감과 서글픈 감정을 가

져다주었다. 특히, 이들은 과거의 가정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식료품 구매

주체자였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상실된 현재의 상반된 상황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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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감정을 고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N(70대) : (혼자 잘 못사게 될 때) 서글프고. 인생 이렇게 끝나

는구나 싶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뭐 어

쩔 수 없지… 서운은 해.

O(70대) : (자녀가 대리구매를 해줄 때) 내새끼니까 대견하다.

고맙다 싶지. 그런면도 있지만 어예 생각하면 섭섭한

면도 있지. (하는 방법) 가르쳐주면 내가 뭐 떼먹고

도망갈까봐? 저들은 좋은 생각을 하는거지만 나도 내

맘대로 뭐좀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

R(70대) : 아이고 다 맡겨야지. 늙은이가 뭐 그걸해? 난 맡기는

게 좋아. 내가 꼬부랑 거려서 밥해먹는다고? 그럴거

면 디져버려야지. 내 신세가 뭐 하나라도 사오려고

그러고 꼬부랑 거리고 가느니 죽는 게 낫잖아.

P(70대) : 하유 서글프지. 안좋지. 장도 못볼 지경이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목숨만 연명하는거지. 하이고. 자식

들한테 신세 안지고 살면 오래 살아도 되는데 자식들

한테 신세질거면 얼른 가는 게 편하지. 그정도로 오

래 살면 안돼.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짜증, 자괴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식료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빠르게 배

송받을 수 있는 현 온라인 유통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환경의 이점을 인지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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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자녀

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온라인 구매를 하는 현 시대에서 본

인은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온라인 구매의 대표적인 가치가 편리성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중·고령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순기능의 적용을 위

해서는 중·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친화적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T(70대) : 나 홈쇼핑도 해보고 인터넷도 해보고 다 해. 근데 아

유 짜증나. 아니 노인들하게 쉽게 해주면 어뗘. 꼭 로

그인 해야되고 비밀번호 넣야하고. 어쩔 땐 인증번호

하래. 보내면 잘 못봐. 그럼 그거 끄고 인증번호 종이

에 썼다가 다시 인증번호 누르는거야. 근데 늦었다고

다시하래 아이고.

C(50대) : 승질이 나서 오기로 한 번 해봐. 여섯 번은 해봐 그

러다가 너무 짜증나서 포기해. 어떨 때는 30분을 붙

잡고 있었어. 자괴감이 들더라고 이게 뭐라고 내가

못하나.

(3) 원하는 방식의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원하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이 몇십 년 동안 식료품을

구매했던 방식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을 가장 원하였다.

기존에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방식이 이들에게 가장 편한 방식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매장에 직접 방문하더라도 운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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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대한 배달 서비스가 좀 더 친화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제공 기준의 가

격이 지금보다 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F(50대) : 시장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카드 딱 하면 스트레스

도 풀리잖아. 근데 전화 주문하면 사는 느낌이 안나.

P(70대) : 사다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맘대로 직접 보고 골라

사는 게 좋지. 내가 필요한 거 딱 사는게 좋지. 사다

주면 다 맘에 들 수가 없지

K(60대) : 3만원, 5만원 이상만 배송이 되니까 그 액수를 채울

려고 더 사게 되는게 좀 그러긴한데 뭐… 상업적인

거니까 이해는 하지 근데 2만원이나 뭐 이 정도도 배

달 됐음 좋겠어.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유통환경이 좀 더 편리하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 구매의

필요를 인식하는 경우 온라인 구매가 현실감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기를 바라였다.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도 주문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던

가 전화를 통한 직거래에 있어서도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실제

물건을 보고 싶어 하였으며 가상현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온라인 구

매를 하고싶어 하였다.

B(50대) : 매장하고 나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렵게 말고… 휴

대전화 안에 매장을 두는 거야. 지금 하는 것과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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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를 들자면, 실제로 가서 보는 것과 같이 나왔으

면 좋겠어. 매장 전체가 화면 위로 딱 뜨게 한다던가.

F(50대) : 직거래 같은 거 인터넷으로 많이 했음 좋겠어. 카카

오톡에 보면 영상 무료잖아 제품을 보면서 하면 할

수 있지. 그렇게 사니까 괜찮더라고 고추를 그렇게 샀

어. 내가 그 얘기(영상통화로 제품을 보고싶다는)를

했어. 사장님한테 잘 모른대. 내가 걸테니까 눌러주세

요 하니까 딱 누르시더라고 그러면 받아서 얼굴도 보

고 물건 보여주고 하는거지... 그게 좋더라고. 오미자

같은것도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하면 보여줘. 알이

크다고 하는데 직접 봐야 알잖아. 직거래도 그렇게 하

면 좋겠어.

H(60대) : 주문을 말로 할 수 있으면 나도 쉽게 이용할 거 같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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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심범주 도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

구의 중심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생성하였다. 핵

심범주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연구자가 생각해낸 용

어나 구절을 통해 만들어낼 수도 있다(Strauss & Corbin, 1990). 핵심범

주란 다른 모든 범주가 통합된 중심현상을 말하며 연구자가 발견한 것에

대한 것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최종

단계를 의미한다. 즉, 연구자는 여러 범주들을 하나의 핵심 범주로 통합

함으로써 범주들 사이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패턴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김영천, 2016). 도출된 핵심

범주의 내용과 진술문을 비교하면서 핵심범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을 유

형화하여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핵심범주

는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서 ’주요 주제‘를 주시함으로써 도출하였다.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에 대해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토대

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개요를 도출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에 식료품에 있어서도 주 구매자로서 살아온 모습을 보였

다. 때문에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이들이 식료품을 구매하

는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들에게 역할의 수

행임과 동시에 즐거운 활동이었다. 즉, 실용적 동기 뿐만 아니라 쾌락적

동기로 식료품 구매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장 구경, 사람들과의 만남, 원하는 제품의 구매는 기분

전환의 방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식료품 구매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

움에 있어서 식료품 구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식료품 구매 동기는 구

매 의무와 관여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빈도와 정도에 있어서

도 영향을 미쳤다. 식료품 구매에 대한 어려움은 운반의 어려움, 소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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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어려움,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으로 나눠졌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식

료품 구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마

다 다른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노화의 정도가 더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을수록, 유통환경이 이용에 불편할수록, 가족구성의 변화가

있으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반

응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극복시도 전략, 포기 전략, 대리구매 전략을 보였

다. 극복시도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해결을 위해 행

동을 보였다. 시도에 성공을 하면 큰 만족감과 이후에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시도 후 지속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 이후에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도를 하지 않고 바로 포기하는 경우

도 있었다. 아니면, 자녀 등에게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전략을 보이는 소

비자도 있었다. 이러한 전략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가족의 영향

과 자기효능감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것

을 보고 관심과 자신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구매의 어려움

시에 가족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의 결과

가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수록 극복을 시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포기하거나 대리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의 전략 결과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

적 감정을 하거나 원하는 방식에 대해 인식을 하였으며 그 다음 구매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구매 전략을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이야기 개요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중심적인 속

성을 나타내는 핵심 범주는 ‘개인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과 전략’로 도출될 수 있다.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들과 관련이 있

는 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범주들 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가

능하다(Strauss & Corbin, 1990). 왜냐하면 중·고령소비자가 식료품을 구

매함에 있어 사용하는 전략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며 전략에 따른 결과

가 여러 차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들간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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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베이비품 세대가 고

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

다. 50대 이상의 중·고령소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0년 후인 2021

년에는 중위연령이 50대를 넘을 전망이다(통계청, 2019). 이상적인 초고

령사회란 ‘활동적 노화’가 실현되는 사회로서, 초고령사회의 대응에 있어

서도 단순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이 아닌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의 소비생활 개선정책으로서의 확장된 접근이 필

요하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한국소비자원, 2019).

초고령사회의 주역인 중·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이 생활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UN, 2016; Kim et al, 2001). 이들의 일생생활 소비에서 가장 주목

할만한 것은 식료품 구매이다. 식료품 구매는 중·고령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소

비생할에 있어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가 식생활이기 때문

이다(한국소비자원, 2019).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이들은 식료품 구매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Hettich et al., 2017).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

은 이러한 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일본과 유

사한 고령화의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소비자의 독립적인 소비생

활 영위에 있어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구

매 경험을 초점을 두어 질적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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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식료품 구매와 관련한 중·고령소비자의 특성은 무엇인

지,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경험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식료품 구

매 경험이 있는 50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91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핵심범주로 ‘개인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과 전략’이

도출되었다.

2.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경험을 근거이론을 바탕

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료품 구매가 일상적,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행동이라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문제 경험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식료품 구매에 대한 극복 실패는 이들에게 일

상적 부정적 감정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일회적으로 구매하는 품목

과 다르게 식료품 구매에서 겪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일상적 소비문제

에 있어 타재화와 다른 식료품에 특화된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중·고령소비자에게 식료품 구매는 실용적 목적과 쾌락적 목적을

모두 가진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식료품 구매는 타 재화의 구매

와 다르게 실용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Chris Hand et al,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식료품 구매를 통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시장 상황을 살피며 타인과의 교류를 한다고 응답하였

다. 즉, 즐거움 등의 쾌락적인 감정 유발 목적 또한 식료품 구매의 목적

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쇼핑의 동기가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는 이전의 연구(Westbrook & Black, 1985; Babin et al., 1994)가 식료품

이라는 재화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고령소비자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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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품 구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셋째,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

으로 나눠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을 촉발시키

는 요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이 도출되었다. 즉,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노화의 진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

족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구성의 변화, 비친화적 유통환경이라는 환

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뿐

만 아니라 유통환경 등 환경적 특성 또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려움의 완화를 위해서는 유

통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중·고령소비자는 식료품 구매에 있어 운반의 어려움, 소량구매

의 어려움, 온라인 구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주로 노화로 인하

여 신체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 가족구

성원 수가 감소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식료품의 양이 줄어듦에 따라 나타

나는 소량 구매의 어려움, 유통환경이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 유통이 활

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온

라인 구매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소비생활의 질 향상에 있어 운반과 소량구매, 온라인 구매 과정을 개선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식료품 구매 결과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결정하는 요

인으로 독립성·자율성이 도출되었다.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만족감 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전략에 있어서도 독립성·자율

성이 지지되는 전략을 행한 연구참여자들이 더 높은 긍정적 감정 경험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부터 식료품 구매를 주도적으로 했던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식료품 구매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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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노화 등의 이유로 스스로 구매의 과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불만

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소비자가 식료품 구매 활동이

건강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독립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밝힌 선행연구(Omar et al, 2014; Brennan & Ritch,

2010)를 지지한다. 즉, 독립성·자율성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이 긍정

적 감정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고령층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독

립성·자율성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식료품 구매와 관련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구매하는 식료품의 상당 부분이 신선식품이라는 점에서 식료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식료품 매장을 둘러보

는 과정에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산책, 운동으로서의 즐거움을 주

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방문하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건강의 약화와 코

로나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구매에 대한 필요는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

서, 비대면이어도 실제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현실감있게 구매하는

것을 원하였다. 온라인 구매의 단점인 UI의 복잡함과 조작의 어려움을

보완한 가상현실 매장, 실제 생산자과 대화도하고 상품도 보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통화를 통한 직거래가 예시로 언급되었다. 최근 온

라인 유통채널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고령소비자는 기존

본인들이 이용하였던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이용을 제일 선호하고 있었

다. 하지만,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대한 필요는 인지하고 있으므

로 중·고령소비자의 식료품 구매 채널에 대하여 다면적인 이해와 채널별

니즈에 대한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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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고령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고령소비자의 특성

을 고려한 친화적 유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식료품 구

매에 있어 유통환경의 친화성의 정도가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2019)에 따르면 중·고령소비자가 중

요하게 인식하는 소비생활분야의 1순위는 식생활 분야이다. 소비생활의

만족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식료품의 소비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고려

되어야 한다. 특히, 유통환경이 어려움에 대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고령소비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유통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중·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만족을 위해서는 구매 과정에서의 독

립성·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식료품 구매의 결과로 긍

정적 감정경험을 요인으로 독립성·자율성이 도출되었다. 소비생활을 자

신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소비생활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김기옥, 2007)와 같이 중·고령소비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식료품 소비 과정이 이들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허용해

야 한다. 즉, 식료품 구매에 대한 일련의 과정 이행을 중·고령소비자 스

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중·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통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식료품 구매, 새벽배송 등 새로운 유통 기술과 서비스

중·고령소비자는 긍정적인 태도와 이용 의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할 활용능력은 부족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고령소비자에

게 선택의 제한을 가져다주고 이에 선택에 따른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중·고령소비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침

해받지 않도록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넷째, 식료품 채널별 중·고령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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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니즈를 반영한 채널별 특화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중·고령소

비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방식인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함으로써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 그리고

새벽배송 등의 새로운 유통 서비스에 대해서도 편리성, 경제성의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고 오프라인 채널과 보완적으로 이용할 의사도 있었다. 오

프라인 매장 이용의 목적이 식료품 습득을 위한 실용적 목적과 사회적

교류, 기분전환 등의 쾌락적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채널에 대한 니즈와

이용목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널별로 특화된 운영 전

략은 중·고령소비자에게 더 높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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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접 질문지

Warming up

1. 면접 목적 소개

Ÿ 안녕하세요. 오늘 OO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장을 보시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 면접 진행방법 및 설명

Ÿ 인터뷰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Ÿ 추후 분석을 위하여 오늘의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Ÿ 응답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Ÿ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자유롭고 편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세

요.

3. 본인소개

Part 1. 식생활 전반

1. 식생할 관심/행동/상황

Ÿ 평소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Ÿ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2. 감정

Ÿ 식사를 하시면서 드시는 생각은?

Ÿ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으시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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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식료품 구매에 대한 경험

1. 식료품 구매 과정의 전반

Ÿ 평소 식료품을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Ÿ 과정 중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2. 과거와의 비교

Ÿ 과거에는 식료품을 어디서/어떻게 구매하셨는지?

Ÿ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3. 현재 구매 방식에 대한 생각

Ÿ 현재의 방식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Ÿ 어떠한 점이 이에 영향을 주었는지?

Part 3. 유통 환경에 대한 경험

1. 이용 현황

Ÿ 주로 어디에서 구매하시는지?

2. 신유통환경에 대한 인식 및 생각

Ÿ 새벽배송, 음식배달서비스 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Ÿ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Ÿ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3. 원하는 방식

Ÿ 지금의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실지?

Ÿ 앞으로의 어떻게 장을 보면 좋으시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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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힘이 없음, 몸이 아픔 신체 기능의 약화

신체적, 정신

적 노화의 진

행

인과적

조건

자꾸 잊어버림, 배우기

어려움
인지능력의 저하

병이 남, 최근 수술 경

험

건강의 급격한 악

화

컴퓨터 세대, 전산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의 부

족
기기가 낯섦, 믿지 못하

겠음

디지털 기기에 대

한 거부감
자녀의 결혼, 자녀의 독

립, 배우자의 죽음
식구수의 감소

가족구성의 변

화자녀가 모신다고 함, 며

느리를 들임
자녀와 합가

운전해야 갈 수 있음,

이동하기 힘듦, 대중교

통을 이용함

유통점에 대한 접

근성

비친화적 유통

환경

배달비가 아까움, 배달

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가져옴

배달서비스에 대

한 비용

키오스크 등 기기를 통

한 구매가 불편함, 앱

이용 방법이 헷갈림

비대면 구매의 편

리성

식사 챙겨주기, 살림의

의무, 식료품 구매의 주

체

아내·엄마로서의

살림의 책임자 식생활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맥락적

조건

남편의 취향에 맞추어

식사 준비, 남편 식사

시간에 맞추어 식사

남편의 영향

산책, 스트레스 해소용,

운동삼아 장보기
기분전환 활동

식료품 구매에

대한 쾌락적

동기사람 만나러 나감, 세상 외부와의 교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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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기 구
들고올 힘이 없음, 운전

을 못함, 배달을 하지

않는 상점이 있음

운반의 어려움

식료품 구매의

어려움

중심

현상

식구수가 적어짐, 배달

금액만큼 안사도 됨. 대

용량만 파는 경우가 있

음.

소량구매의 어려

움

온라인으로 사본 적이

없음, 방법을 배워도 잊

어버림, 물어볼 사람이

없음, 이용 방법이 어려

움, 상품 정보 이해의

어려움

온라인 구매의 어

려움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다

줌, 자녀가 사용법을 가

르쳐줌, 남편이 대신 주

문해줌, 온라인 이용에

대한 만류

가족의 지원

가족구성원의

지원과 영향
중재적

조건

자녀가 새벽배송을 이용

하는 걸 봄, 자녀가 배

달앱을 이용하는 것을

봄

자녀의 소비행동

에 영향을 받음

못한다고 생각함, 잘 배

운 적이 없음, 못 배운

것에 대한 아쉬움

능력이 없다고 여

김
자기효능감

자녀가 차로 데려다줌,

자녀가 가르쳐줌
도움으로 극복

극복 시도

전략

전화로 주문함, 간편식

을 이용함, 카트를 이용

함

스스로 극복

배워봤자 못한다는 생

각, 그냥 살던대로 살고
시도 없이 포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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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음, 배워도 소용 없음
자녀가 가르쳐 줬는데

까먹음, 자꾸 물어보기

미안해서 안함, 할인 혜

택을 포기

시도 후 포기

자녀가 장을 다 봐줌,

며느리가 장을 다 봐줌,

살림을 안함

전체적 대리구매

대리구매
무거운 건 자녀가 사다

줌, 가벼운 건 가까운

곳에서 직적 삼

부분적 대리구매

현재 장보기 방식이 만

족스러움, 내가 먹고싶

은 거 맘대로 살 수 있

어서 좋음

만족감

긍정적 감정의

경험

결과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 스스로

할 수 있음

자신감

아직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안도감

스스로 하고 싶음, 싫어

도 좋은 척 함
불만족

부정적 감정의

경험

무시하는 거 같아서 서

글픔, 잘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함

서글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

음, 죽을 때가 됐음
절망감

나 스스로 장을 보고 싶

음, 다른 사람에게 의지

하고 싶지 않음

스스로할 수 있는

방식
원하는 방식의

인식
배달 기준 금액의 인하,

무료 배달을 원함

친화적 배달 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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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눈으로 확인

하고 사고 싶음, 지금까

지 직접 보고 사왔음.

직접 보는 것이 마음에

편함, 매장에 가고 싶음

오프라인 매장에

서 직접 보고 구

매

매장에 안가도 사있는

것처럼 구매하고 싶음,

영상 통화를 위해 직거

래

현실감 있는 비대

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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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Elderly Consumers’

Food Purchase Experiences:

Difficulties, Coping Strategies

and Consequences

Han, Seulgi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lderly consumers have more market power due 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s a result, a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to

cope with the super-aged society. In other word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consumers requires an approach to

improving daily consumption life that can directly affect it. In the

consumer life of Elderly consumers, food purchasing are important as

a very basic consumption activity for them to lead their daily lives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as living people. Therefor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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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independent and autonomous purchase of food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ir consumer welfare.

However, Elderly consumers are likely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food due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case of Japan, which experienced this change in the

face of an aged society, this discussion has been made before.

However, despite the similar characteristics of aging in Japan, such

research is insufficien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ndependent consumer life of Elderly consumers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food products tha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To this end, Experience in purchasing food of 20 Elderly

consumer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according to grounded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91

concepts, 36 categories, and 15 subcategories were derived as key

categories, 'difficulties and strategies in purchasing food due to

pers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food purchases by Elderly consumers has

also been repeated, given that food purchases are an everyday and

essential consumption behavior. Thus, the failur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has brought them daily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Unlike items purchased onc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in purchasing

food continue to affect their daily lives,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food-specific approaches in the daily consumption problems of Elderly

consumers.

Second, for Elderly consumers, the purchase of food has both

practical and pleasure purposes. According to previous prior research,

the purchase of food is for practical purposes, unlike the purch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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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oods. However, many of the study's participants responded

that food purchase were used to refresh themselves, look around the

market, and interact with others. In other words, motivation for

generating pleasure is also the purpose of purchasing food. This

suggests that a new perspective is needed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food purchases by Elderly consumers.

Third, factors that cause difficulties in purchasing food can be

divided into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resulted in the progress of physical and mental aging,

lack of digital literacy capabilities,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 and

an unfriendly retail environment as factors that trigger difficulties in

purchasing food products. In other words,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physical and mental aging, lack of digital literacy capabilities,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 and an unfriendly distribution

environment affect the difficulty of purchasing food. This shows that

not only the personal factor of consumers but also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the retail environment are affecting the purchase of

food by Elderly consumers, indicating that improvement in the retail

environment is necessary to ease the difficulties.

Fourth, elderly consumers were having difficulty in bring food,

purchasing small quantities, and online purchase. The difficulty of

bring food due to the weakening of physical function due to aging,

the difficulty of purchasing small quantiti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the difficulty of online purchase

due to the digitalization of the retail environment. Accordingly, an

approach to improve the quality of food consumption life for Elderly

consumer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se.

Fifth, independence and autonomy were derived as factors that

determin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the outcome of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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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s. It was analyzed that the main factors such as satisfaction

were that they could access to the place where they could purchase

food and select and pay for it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preferences. In other words, since purchasing food with independence

and autonomy affects th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consideration

is needed for elderly people to support their independence and

autonomy as consumers.

Sixth, they are aware of the need for food purchases. All of the

participants wanted to see and buy food with their own eyes, given

that a large portion of the food they bought is fresh food. They also

preferred to visit the grocery store in person because they could

communicate with the world while browsing the grocery store and

this gave them pleasure as a walk and exercise. However, they were

aware of the need for non-face-to-face online purchases due to

weakening health and COVID-19. Therefore, they wanted to purchase

non-face-to-face in a realistic manner, as if they were actually

purchased from a store. Direct transactions through virtual reality

stores and video calls were cited as an example. Although online

retail channels have been actively growing recently, Elderly

consumers still preferred the use of off-line retail channels that they

used. However, since we are aware of the need to use

non-face-to-face channels such as online, we need to have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food purchase channels of Elderly

consumers and a specialized approach to the needs of each channel.

Based on the results and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esented: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consumers, an friendly retail environment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onsumers.

In this study, how friendly the retail environment is to th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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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ing food affects the difficulty of purchasing food. In that

satisfaction with consumer life has a grea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policies that support the consumption of food products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particular, the retail

environment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Elderly consumers, given that the retail environment is an influence

factor on difficulties of purchasing food.

Second,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food purchase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satisfy the consumer life of Elderly

consumers. In this study, independence and autonomy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purchase of food as a result of th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Elderly

consumers, the consumption process should support and allow their

autonom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support Elderly consumers to implement a series of processes for

food purchases on their own.

Third, the development of retail technolo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onsumers is required. They had positive

attitudes and intentions to use of new retail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early morning delivery through smartphones but lacked the

ability to use them. This ultimately resulted in restrictions on choices

for Elderly consumers and no benefits such as discounts on choic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embrace Elderly

consumers is required so that their options are not unfairly violated.

Four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needs of Elderly

consumers by food channel, and it is necessary to seek specialized

strategies by channel that reflect these needs. Elderly consumers

basically wanted to see and purchase food directly by visiting off-line

stores, but they also felt the need for online purchases and new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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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for convenience and economical reason and intended to use

them complementarily. It can be seen that the purpose of using

offline stores is different from the need for online channel. Therefore,

operational strategies specific to each of these channels could bring

more satisfaction to elderly consumers.

keywords : elderly consumers, food purchase, consumer problem,

difficulties, coping strategies, consequences, independence

of consumption, autonomy in consumption,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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