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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소비 현상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 착안하였다. 사회적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혼수 가전제

품 구매 실천의 행위주체성이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요소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고 개념화하고,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의 

종합적인 맥락을 조사하는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실천이론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으면서 이 연구의 성격

에 가까운 ‘의미-도구-절차 모델’을 기초로 ‘관계’ 요소를 새롭게 

추가해서 ‘의미-도구-절차-관계 모델’을 분석의 틀로 도출하였다. 

‘의미’는 실천과 관련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개념들을 통칭하는 요소

다. ‘도구’는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와 그 안에 내

포된 기술을 의미하는 요소다. ‘절차’는 실천에 실제로 필요한 지식이

나 경험, 노하우, 숙련도를 뜻하는 요소이며, 마지막으로 ‘관계’ 요소

는 실천을 행하는 주체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 그들 사이의 의사결정 과

정과 내적 친밀감의 정도와 외부인의 개입 여부를 의미한다. 혼수 가전

제품 구매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도출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절차를 설계하였다. 데이터는 총 10회의 

반구조적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집되었고, 9회는 신혼부부를, 1회는 가전

제품 판매 전문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장만하는 실천은 의미, 도구, 절

차, 관계 요소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분

석 결과를 다시 개인적, 물질적, 사회적 차원으로 재분류하였는데, 개인

적 차원에서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은 ‘결혼의 로망’이나 선망하던 

결혼생활 이미지 실현 욕구,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의 혼수 할인 정보, 

애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부 내적 관계 및 갈등을 피하기 위한 ‘합집

합 구매’의 특성에 행위주체성이 분산되어 있었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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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시공과 베란다 전실확장과 같은 신혼집의 구조는 특정 가전제품

의 크기나 종류를 강제하였고, SNS 같은 인터넷 서비스는 쉬운 접근성과 

많은 정보, 자기표현의 공간을 제공하여 고가의 다양한 가전제품을 구매

하게 만드는 행위주체성이 있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결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많은 물건을 새로 사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빠르게 폐기하는 점과 다른 부부에 비해서 더 적게 지출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부의 체면민감성이 과시적 소비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조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의류관리기와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부의 결혼에 부부의 주변 사람들은 축하의 의미를 담아 가전제

품을 선물로 주었고, 부부는 받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며 에너지 소

비가 가중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먼저, 

‘절차’ 요소의 소비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도하는 정보나 경험이 

신혼부부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실천에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

고, 이러한 부분이 더 실천에 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

전제품 구매에 리빙랩 방식을 결합하여 구독형, 공유형 가전제품의 보급

이 필요하고, 결혼 전 동거 경험에 대한 인식 재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간이 에너지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하고 생태시민성이 자라나는 장

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SNS 공간은 쉽고 빠른 접근성, 무수한 정보, 감성적 충족 

등의 기능이 결합되어 가전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강한 행위주체성을 보

유하고 있다. 이는 우려되는 부분이면서도 사용하기에 따라 에너지 소비 

감축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부부는 자신들의 경제력 내에서만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을 하지 않

고 이미 사회적으로 설정된 필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

든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의 

결혼 문화에 가깝다. 이는 불필요하게 많은 가전제품을 취득하게 만들어 

에너지 소비를 늘리게 된다. 또한,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나는 소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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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건전한 소비 방식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 논의로서,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 자체가 사회, 문화, 기술, 

경제 등이 형성하고 있는 체계 속에 결합된 일종의 사회구조적 현상이

며, 변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과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

을 주목한다. 실천의 변화가 빠르게 실현되기 힘들다면 대안으로서 부부

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유도하여 화석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상쇄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미니태양광 패널을 전략적으로 가전제

품 전문 판매점의 혼수 할인 이벤트와 접목하여 부부의 혼수 가전제품 

장만 시기가 가정 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음

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에너지 소비, 결혼, 혼수, 가전제품, 사회적 실천이론, 행동변화

학  번 : 2019-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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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1. 연구 배경

  사람의 하루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시작과 끝이 있

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하루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진행된

다.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비되기 때문

이다.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에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주로 가전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가전제품에 전원을 공급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소

비한다. 보일러나 에어컨, 자동차,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 현대인의 

생활패턴 자체가 각종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며 유지되고 있다. 하루 일과

는 제각각 다르지만, 삶의 많은 부분이 전기나 가스, 혹은 휘발유 등에

서 얻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가정이라는 공간에는 Sahakian(2019)의 말처럼 점점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은 가전제품들이 들어서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개별 가전제품

의 성능과 효율이 높아지는 한편, 가전제품의 종류는 점차 다양해지고 

가정에 보급되는 가전제품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증가로 연결된다. 세계적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뚜렷하다. 한국

은 분단 이후 고도의 압축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경제 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40년 사이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에경연, 2019). 주거 부문 에너지 소비량과(IEA, 2021), 

각종 가전제품의 가정 보급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전력통계

정보시스템, 2021). 

  급속한 성장을 통해 이룬 물질적인 풍요는 개개인 삶의 질을 높여 주

었지만, 한편으론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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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가전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은 높은 생

활수준의 상징으로서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당면한 기후

위기 시대에서 이러한 에너지 소비 추세는 시대적 바꿔나가야 할 시대적 

과업이 되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하루 일과 대부분이 에

너지를 소비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살아

가는 방식 자체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

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 에너지 최종 소비 감축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개별 가전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전제품의 높아진 에너지 소비 효율만

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 

개선 중심의 접근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

다. 개선된 에너지 소비 효율에 반응하여 사용자들의 에너지 소비행동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감

축한 에너지가 그로 인해 사용자의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상쇄

되는 현상인 반등효과(rebound effect)(Berkhout et al., 2000)를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반등효과를 목도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

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에너지 소비를 이해함에 있어 사람들을 능동

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

게 형성되고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Wilhite, 2013).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전제품

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러한 가전제품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 가전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가전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령, 세탁기를 사는 

이유가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라면, 세탁물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

는가? 어떤 사람은 한 번 입고 외출했던 옷을 바로 세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한 계속 입기도 하며, 또 어떤 누군가는 

2~3회 정도 입은 옷은 냄새나 오염과 관계없이 더 입기는 찝찝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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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냥 세탁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오염 정도와 관계없이 같은 옷을 이

틀, 사흘 연속으로 입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부끄

러운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

품을 구매하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개인적인 판단이면서 동시에 사

회적으로 절충되고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려는 동기도 작용하는 것이다

(Wilhite, 2000; 박종문, 2020).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행동이나 그

러한 가전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 자체가 사회적인 절충과 합의

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Wilhite, 2000; 박종문, 2020).

  사람의 일생에는 짧은 순간에 다양한 가전제품을 일시에 구매하게 되

는 분기점과 같은 상황이 있다. 결혼이나 출산, 이사, 이민 등이 그러한 

분기점에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결혼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기에 보편적이면서도 생애전환적인 이벤트에 집중하고자 한다. 결

혼생활은 보통 부부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며 시작된다. 이때 새로운 

살림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을 일시에 구매하게 된다. 결혼 

전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재구매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에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던 가전제품도 다양하게 구매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로 필요한 용도보다 더 크거나 고사양으로 구매하는 등 비합리적인 

선택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은 가전제품의 어떠한 특성이, 그리고 가

전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결혼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다수의 새로운 가전제

품의 취득은 부부의 에너지 소비행동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혼부부들을 만나 혼수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

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신혼부부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도록 추동하

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고 이러한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의 비합리적인 구매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궁

극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난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 실천 연구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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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주로 에너지 소비행동 변화, 가전제품,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 등을 중심 주제어로 다양한 문헌들을 찾아서 검토하였다.

  Wang et al.(2021)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집에 부여하는 의미를 조사하

고, 이것이 에너지 소비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평생 가꾸어나가는 공간’, 

‘안전한 보금자리’, ‘가족 활동의 공간’, ‘손님 접대의 공간’이라

는 총 네 가지의 구별되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집의 의미

는 각각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가전, 가구 구매’, ‘사용하지 않는 시

간에도 조명이나 보일러를 켜두기’, ‘아이가 태어난 후 늘어난 TV 시

청 및 요리 시간’, ‘손님이 있을 때 난방 온도를 평소보다 높게 설정

하기’ 등의 에너지 소비실천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보였다.

  Hargreaves(2011)는 직장 내 환경 관리단(Environment champion) 운영

이 직장 구성원들의 업무 중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도하는지와, 결과적으

로 직장 내 발생 폐기물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켜주는지를 관찰하

였다. 직장에 환경 관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계획은 직장 구성원

들이 친환경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일부 성공적인 측면도 있

었으나, 기대했던 만큼 현저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성공이 미

미했던 원인으로서 실천의 특성을 좁은 차원에서만 고려했던 점이 지적

되었다. 구체적인 일례로서, 환경 관리단은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줄이기 위해 하루 동안 직원들 각자 자리의 개인용 쓰레기통을 모두 

제거하고 업무를 보는 시도를 하였으나, 직장 내 시설물 관리 부서와의 

마찰, 회사 내 폐기물 청소 담당자와의 계약 문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비공식 조직인 환경 관리단의 권한 부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

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도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관

찰을 통해 실천의 변화를 유도할 때, 해당 실천과 직,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

히 검토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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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no & Nikolaeva(2020)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교통을 논하면서, 자동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로 전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이

상으로 자전거를 기존에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로 전향하지 않도록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동 유지’ 기반 접근법에 대하

여 논하였다.

  Sahakian & Wilhite(2014)는 식습관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이 변

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에서 페트병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수돗

물을 직접 마시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된 정책적 시도와 성과를 분석

하였다. 영국의 사회적 통념(social norms)과 암묵적인 규칙(unspoken 

social rule)이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수돗물을 주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페트병 물을 소비하게 되는 점을 밝혔다. 사람들을 수

돗물을 마시는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던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과 달리 유명 디자이너를 동원하여 수돗물 담는 

물통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수돗물 마시기가 기부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홍보하는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페트병 물의 소비량을 줄이

고 수돗물 취수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결혼과 에너지 소비를 연결해서 보는 질적 연구 사례는 국내, 외 문헌

에서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결혼을 하나의 변수로 놓

고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는 문헌은 찾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도 결

혼이 연구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가구 형태, 가구원 수, 

소득, 자녀 유무 등 여러 가지 변수들 중 하나로서 전력 사용량의 변화

를 통계 분석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기혼 가구가 미혼 가구에 비해 1인

당 전력 소비량이 더 낮았다(석주헌 외, 2017). 그 원인으로서 규모의 경

제 효과를 들었는데, 한 가구에 가구원 수가 늘어나니 에너지 소비 효율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석주헌 외, 2017). 규모의 경제 효과로서 결혼과 

에너지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결혼을 가구원 수의 증가로 해석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해보면 결혼과 

에너지 소비의 관계는 가구원 수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결

혼을 통해 생활방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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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있어서 결혼이 주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람들이 결혼이

라는 생애전환적 이벤트를 통해 에너지 소비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기

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지점, 즉 결혼이 에너지 소비 행동 변화

로 연결되는 과정을 부부가 혼수 가전제품 구매하는 실천에서 파악하고

자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다

3.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연구자는 연구자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 전에는 실제로 사용해본 적 없었던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을 혼수장

만 과정에서 다수 구입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목격하면서 결혼과 에너지 

소비의 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사용 경험이 없

었으므로 해당 가전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리함에 대한 판단 근거

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하는 것은 해당 가전제품이 필요한 물건이

라는 일종의 확신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의 지인이자 이 연구의 참여자인 ‘부부 3’은 결혼 

전 부부 모두가 TV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

이 없었던 원룸에 거주하였다. 노트북과 휴대폰이 TV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서 TV 시청에 불편함이 없었다. 같은 이유로 빨래는 자연건조 

방식으로 해결했었고 식기는 손 세척, 청소도 빗이나 손걸레와 같은 간

단한 도구로 직접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3’은 결혼 준비과정에서 대형 TV,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들이 ‘당연히 사야되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구매했다. 

부부 3이 느끼기에 그러한 가전제품들은 이미 사회에서 ‘당연히 사야되

는 물건’으로서 합의가 되어 있고, 합의를 이행하는 행동으로서 구매를 

하게 된 것이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이렇게 구매한 가전제품들의 종류와 

수는 결혼생활 중 부부의 에너지 소비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구자의 간

접 체험을 통해 얻은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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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Ÿ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개인적, 물질적, 사회적

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Ÿ 신혼부부의 혼수 가전제품의 구입은 어떻게 에너지 소비로 연결되는

가?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연구자가 연구현상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인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사회적 실천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이론의 발생과 현대적 발전과정을 보인 후 개인의 에너지 소

비행동의 복잡성을 연구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를 바

탕으로 이 연구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될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3장에서

는 연구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철학적 과정과 이를 통한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등 총체적인 연구 설계에 대한 소개를 제시한 뒤 연구결과

를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

의 의의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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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회적 실천이론

1. 개요

  사회적 실천이론(social practice theory, 이하 ‘실천이론’)은 1970년

대에 처음 소개된 후 2000년대부터는 에너지 소비실천과 지속가능한 생

활방식 연구분야에서 자주 이용되며 오늘날까지 빠르게 확산 중이다

(Wilhite, 2013).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앤소니 기든스

(Anthony Giddens)는 1970년대에 대표적인 실천이론 학자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의 실천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탐구

한 순수한 사회학적 진리 추구에 가까웠다(Bourdieu, 1977; Giddens, 

1984). 반면, 2000년대부터의 실천이론은 뚜렷한 가치지향성을 보인다. 

즉,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한 소비를 만들 수 있는가?’(Hagreaves, 

2011),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으로 행동을 유도하기’(Darnton, 2004),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기’(Jackson, 2005) 등이 현대의 실천이론의 

주 관심사가 되었다(Shove, 2010). 

  또한, 1970년대의 실천이론은 단일한 이론(theory)으로서의 지위가 있

기보다는 비슷한 관점을 견지한 학자들의 집합, 혹은 학파(school of 

thoughts)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Reckwitz, 2002). 반면, 지금의 실천

이론은 지향하는 가치와 실천을 생산하는 요소들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이해가 더욱 일관되어졌고, 관련한 용어들 또한 서로 다른 문헌에서도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실천

을 개념적으로 틀짓는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분석의 틀로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예를 들어 Wang et al., 2021; Sahakian et al., 

2021; Hagreaves, 2011; Bruno & Nikoaeva, 2020). 마침내 현재의 실천이

론은 ‘학파’나 ‘관점’ 수준이 아닌 ‘이론’으로서의 구체성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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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부르디외와 기든스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실천이

론과 2000년대 이후의 실천이론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천이론이

라고 부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금

부터 의도적으로 실천이론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할 것이다. 하나는 

부르디외와 기든스로 대표되는 사회학자들이 ‘개인-구조’의 이분법을 

타파하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발전시킨 1970년대

의 실천이론이며, 여기서부터 ‘과거의 실천이론’이라 부르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2000년 전후 Reckwitz (2002)와 Schatzki (1996)가 실천이론

의 가치를 재발견한 뒤 많은 학자들의 손을 거쳐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실용성 있게 개선된 실천

이론이며, 여기서부터 ‘현대의 실천이론’ 또는 별도의 수식어 없이 

‘실천이론’으로 부를 것이다.

  실천이론이 학계의 관심을 얻게 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폭과 기존이론에 대한 비판이 그

것이다(Wilhite, 2013; Hagreaves, 2011).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성

에는 다양한 차원이 포함된다.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위협, 과

도한 개발주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폐기물과 같은 환경문제, 점차 커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점차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었다(Wilhite, 

2013). 이렇듯 인간행동과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오던 방식에도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이

론은 Ajzen (1991)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일 것이다

(Hagreaves, 2011). 계획행동이론에서는 인간행동 변화를 ABC 모델

(Attitude, Behaviour, Choice model)로서 요약한다(Ajzen, 1991). 이것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더 나은 가치나 태도(A)가 공유되면, 사람들은 그러

한 가치와 태도에 부합하는 행동(B)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선택(C)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변화(social change)로 이어진다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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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Shove, 2010). 이러한 계획행동이론의 관점으로 에너지 소비를 이

해하게 되면서 개별 가전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개선될 수 있었다

(Wilhite, 2013). 개인(소비자)에게는 에너지 절약의 ‘태도(A)’를 갖게 

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 가전을 고르는 행동(B)을 선택(C)하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에

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뀐 에너지 

소비 효율에 맞추어 자신들의 에너지 소비 행동도 수정할 것임을 예측하

지 못했던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인 반등효과(Rebound effect)를 초래하

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 감축에 실패하게 되었다(Wilhite,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실천이론은 계획행동이론을 대체하여 인간행동을 이

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발판으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에 이

른다(Hagreaves, 2011). 계획행동이론, 그리고 ABC 모델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인간행동의 변화는 개인들의 태도를 핵심 요인으로 보고 태도

의 변화를 막는 방해물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실천

이론은 연구의 대상으로서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

를 중심에 놓고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양상 및 관계된 모든 요

소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Bruno & Nikolaeva, 2020).

  실천이론 연구의 초점이 개인이 아닌 행동 그 자체라는 점은 연구질문

에 있어서도 변화를 수반하였다. 관찰의 중심을 개인에게 두는 경우, 즉, 

계획행동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행동이론의 관점에서의 연구자의 질문은 

‘저 사람이 저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다. 이 질문은 

이미 ‘저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의 내면’, 즉 태도에 있

음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관찰의 중심을 실천 자체에 두는 것은 ‘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가?’ 혹은 ‘그러한 행동을 만드는 맥락은 무엇

인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여기서는 ‘그러한 행동’의 원

인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전제를 내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상의 

원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공간, 도구 등 여러 요소들에 더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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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Hagreaves (2011)가 언급

하였듯 “행동(실천)이란 그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문화적, 물질적 요소

들이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organization)”이다.

  정리하자면, 실천이론은 인간행동의 이해를 목적으로 발전된 이론이

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인 

계획행동이론의 부족한 설명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적 이론으로서 

발전하였다. 또한, 실천이론이 인간행동을 분석하는 핵심은 관심의 대상

을 개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를 중심에 놓고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더 넓은 차원에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서론에서 문제제기하였던 현상인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과소비 현상’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신혼부부가 과

거에 써본 경험이 없었던 가전제품이라도 혼수로 거리낌 없이 구매하곤 

하는 현상 역시 신혼부부의 태도나 합리성 등 신혼부부 내면에서만 원인

을 찾는다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대신, 혼수 가전제

품을 구매하는 행동 그 자체를 중심에 놓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

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행동(실천)의 조직체를 완성할 때 비로소 현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실천이론의 개요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앞으로의 논의

에서 반복해서 등장할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한 설명

을 먼저 진행한 뒤, 다시 실천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알아보도록 한

다. 그 후, 제 2 절에서는 연구자가 구성한 분석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을 이어가도록 한다.

2. 주요 용어 정리

2-1) 실천 (Practice)

  단어 ‘실천(practice)’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종류의 인간행동을 다 

의미하지만, Reckwitz (2002)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실천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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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복잡성을 고려하여 실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실천이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형태의 행동(routinized types of 

behaviour)이며, 실천은 서로 연결되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신체적, 

정신적 활동, 사용되는 도구,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 감정적 상태, 동기

에 관한 지식(motivational knowledge)으로 구성된다.” (Reckwitz, 

2002: 249)

  예를 들어, 쇼핑(구매), 요리, 통근, 빨래, 육아, 냉난방 등 일상생활에

서 관찰할 수 있는 몹시 많은 인간행동은 모두 실천이며, Reckwitz의 정

의에 따르면 이러한 일상적이고 무수히 많은 실천들은 신체, 도구,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어있는 조직체(organization)로서 

봐야하는 것이다(Sahakian et al., 2021). 실천(practice)은 행동(behavior)

과 의미상으로 대단히 유사하지만 한정하는 범위와 특성에서 차이가 있

다. Darnton et al. (2011)은 실천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실천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누군가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질문

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답변이 곧 실천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축

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출근을 하거나 다림질을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실천’이라 부르며, 이는 우리가 ‘행동’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과 실천은 엄밀하게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행동이란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의사와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산물

(product)입니다. 따라서 개별 행동이란 개개인이 생산물이고 생산자인 

개인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반면, 실천이란 반복적으로 등장하

며 인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작 개념(entities)입니다. 실

천은 이를 행하는 개개인들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

으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됩니다.” (Darnton et al., 20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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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천이론 문헌들에서는 설령 Reckwitz의 정의에 부합하는 실

천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실천(practice)’이 아닌 ‘행동

(behaviou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Tosun et al., 

2019). 따라서 두 용어의 의미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엄격하

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보단 연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혼용되는 추세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내 학계에 실천이론이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천이론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고 있

으므로 정의에 따라 ‘실천’과 ‘행동’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

다.

  실천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유의할 점은 practice의 번역으로서 

‘실천’을 사용함으로 인해 기존에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 단어 

‘실천’의 의미와 혼동하기 쉽다는 점이다. 한국어 단어 ‘실천’은 주

로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나 행동’이라는 의

미로 흔히 사용된다. 반면 이 글에서 말하는 실천은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간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의 혼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1) 

2-2) 행위주체성 (Agency)

  행위주체성(agency)의 정의는 ‘특정한 행동을 취하거나 선택할 수 있

는 능력’(캠브릿지 대사전)2)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잠재력

(capacity)’이다(Ortner, 1989). 행위주체성 개념은 다양한 학계에서 조금

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Nicolini (2012)가 언급했듯 “실천이론은 

행위주체성을 다른 인간행동에 관한 이론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고 깊

이 있게 다룬다. 실제로, 전통적인 인간행동에 관한 이론인 태도-행동-

선택(앞서 언급한 ABC 모델) 이론이나 경제학에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1)� 그럼에도� practice를� ‘실천’으로� 번역한� 것은� 대다수의� 한국어� 문헌들이� 같은� 번역을� 채택

하고�있기�때문에�추세를�따른�것이다.

2)� 원문� :� “the� ability� to� take� action� or� to� choose� what� action�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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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론에서는 행위주체성에 대한 언급

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자는 인간의 행동이란 그 사람

이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와 그 태도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며, 후자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경제적 효용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이 두 가

지 관점은 모두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능력(행위주체

성)을 ‘인간 내적인 특성’인 태도와 합리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들 관점에 있어서 행위주체성이란 오직 인간 내부에만 존

재하도록 전제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

로, 실천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주체성은 인간(더 정확히 말하자면 

‘몸(body)’) 뿐만 아니라 행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요소에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도구의 행위주체성(material agency)이나 분산된 행위주

체성(distributed agency)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Wilhite, 2013; 

Sahakian & Wilhite, 2014).3) 도구의 행위주체성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도구들 또한 행위주체성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전제품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은 가정에서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에너지 서비스

를 제공한다. 도구의 행위주체성 개념은 이러한 가전제품을 보는 존재론

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도구는 본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져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기능한다. 그런데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

안 도구 역시도 행위주체성을 지니고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이다. 한편, 분산된 행위주체성은 거기서 의미를 더 확장하여 사회

적 통념(norm)이나 믿음, 지식, 문화, 법과 규정 등 무형의 것들에도 행

위주체성은 분산되어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Wilhite, 2013; 

Sahakian & Wilhite, 2014). 행위주체성이 인간 밖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3)� material의� 일반적인� 번역으로서� ‘물질’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

한� 분석틀과� 실천이론�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material의� 의미는� 가정의� 가전제품,� 직장의�

전자기기,� 자동차나� 대중교통� 수단,�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공간� 등� ‘특정� 실천과� 관계되면서�

인간에� 의해� 사용되거나� 점유되는� 물리적인� 실체들’을� 두루�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도

구’로�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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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러한 관점은 ‘비인간 행위자’의 존재를 강조한 라투르의 행위

자연결망 이론(actors-network theory, 1996)과도 철학적인 가정을 공유한

다(Weenink & Spaargaren, 2016). 실천이론은 언급한 것처럼 어떤 현상

을 이해할 때 분석의 중심을 개인이 아닌 실천 그 자체에 두는 것이며, 

인간은 사회, 문화나 도구와 같은 하나의 요소로서 바라보는 것이라 하

였다. 이는 곧 실천이론 자체가 ‘분산된 행위주체성’이라는 관점을 전

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3) 아비투스(habitus)

부르디외의 대표적인 학문적 업적인 아비투스는 과거의 실천이론을 현대

의 실천이론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중요한 이론적 연결점이 되었다

(Wilhite, 2013). 아비투스란 인간이 어떠한 경험을 마주했을 때 반응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띠는 경향성의 총 체계를 의미한다(Bourdieu, 1977). 부

르디외는 인간은 그들이 살아오고 있는 사회-물질적 환경(sociomaterial 

history) 속에서 고유한 행동과 사고의 경향성을 얻게 된다고 보고, 이러

한 경향성의 총 체계를 아비투스라 불렀다(Bourdieu, 1977; 2000; Wilhite, 

2013). 부르디외 (1997)는 아비투스를 또한 ‘실존하는 과거(presence of 

the past)’라고도 불렀는데, 이 또한 인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호작

용해온 사회적, 물질적 요소들의 경험이 현재 시점에서 그 인간이 지닌 

경향성의 체계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김동일 (2016)은 아비투스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비튀스는 일종의 버릇이다. 버릇은 실천을 낳는다. 그런데 그 버

릇은 사회적이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집단적이라는 것이며, 계급적이

라는 것이다. 나는 이성적 주체가 아니며, 나의 행위 역시 합리적 선

택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위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버릇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회적 버릇은 개인으로서 나와 계급을, 행

위와 구조를 매개한다.” (김동일,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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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김동일은 아비투스를 ‘사회적 버릇’이라 비유하였다. 버릇

(habit)은 “과거에 취했던 행동을 다시 취하고자 하는 의식적/무의식적 

경향성”인데(Sahakian et al., 2021), 버릇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버릇이 바로 아비투스이고, ‘버릇’의 속성에 따라 아비투스는 인간의 

실천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재생산(reproduce)한다(Sahakian et al., 

2021). 아비투스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일상의 수많은 실천, 예를 들어 매

일 아침 샤워하는 이유, 쇼핑할 때 신경쓰는 것들, 빨래를 돌리는 주기

나 세제를 투입하는 기준, 또는 비어있는 사무실에 조명이나 냉방기를 

켜놓는 실천, 인쇄할 때 단면이나 양면 인쇄를 선택하는 실천 등이 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한

다.

  한편, 아비투스와 현대의 실천이론이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1970년대에 인간행동 연구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두 담론인 

구조주의 및 구성주의와 아비투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 필요가 있다. 김

영화 (2020)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에 대해 개인의 행위가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

된다는 기계론적 구조주의 관점과 개인의 주관적인 의지 또는 자유

롭고 합리적인 판단의 산물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

고, 사회구조와 행위 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

는 개념적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영화, 2020: 61)

  즉, 아비투스가 보는 인간의 행동이란 개인의 주체성이나 구조의 영향

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과 구조는 사실 끝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것이며,4) 그 사이에 노출되어 있는 인

간은 자연스럽게 행동이나 생각의 경향성의 체계, 즉 아비투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4)� 부르디외는� 구조(structure)의� 개념을� 장(field)이라는� 단어로� 대신� 사용하였다.� 구조와� 장

은�의미에�차이가�있지만,� 본문의�맥락에서�혼용하기에�무리가�없어서�사용하였다.� 단어의�대

중적인�사용성을�생각하여�여기서는� ‘구조’라는�단어를�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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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현대의 실천이론과 아비투스를 비교해보면 둘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닮아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왼쪽은 아비투스의 

개념을, 오른쪽은 Reckwitz (2002)가 정의한 실천을 저자가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아비투스에서 ‘개인’과 ‘구조’라는 다소 추상적, 포

괄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이 2000년대를 지나면서 ‘신체’, ‘지

식’, ‘사물’ 등 구체화된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은 분석의 틀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현대의 실천이론이 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개념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비투스를 토대

로 실천이론이 현대적 발전해온 모습을 확인한다.

3. 실천이론의 현대적 발전과정

  과거의 실천이론 학자는 부르디외와 기든스로 대표되며, 푸코(Michel 

Foucault) 또한 실천이론을 포함하고 있다(Reckwitz, 2002). 그러나, 실천

이론이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이들 중 오직 부르디외와 그의 업적

인 아비투스만이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

어, Reckwitz 2002; Warde, 2005; Spaargaren & Vilet, 2007; Hagreaves, 

그림 1 도식화한 아비투스와 현대의 실천이론(Reckwitz가 제시한)의 개념적 

틀 (Bourdieu, 1977 (왼쪽); Reckwitz, 2002 (오른쪽)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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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lhite, 2013; Wilhite, 2014; Wallenborn & Wilhite, 2014; 

Sahakian, 2019; Aro, 2020; Wang 2021). 따라서 실천이론의 현대적 발전

과정은 과거의 실천이론 학파의 여러 학자들 중에서 부르디외의 아비투

스 개념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에너지 소비 연구에서 지배적인 연구 의제였던 

1980~1990년대 사이 실천이론 연구는 거의 계보가 끊어져 있었으나, 언

급한 것처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폭과 기존 이론들에 대한 회의감

을 타고 여러 학자의 손을 거쳐 실천이론은 재발견되기 시작했다

(Weenink & Spaargaren, 2016). 이때 Reckwitz(2002)는 실천을 구성하는 

요소를 개념적으로 틀 짓는 연구를 하는데, 이 업적은 이후 다른 학자들

의 연구를 통해 더욱 간결하고, 정교한 틀 짓기 작업으로 이어진다. <표 

1>는 실천이론의 이론적 틀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과 그들이 제시한 실천

의 요소들이다.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로 실천의 요소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천이론 접근법에는 하나의 단일한 이론적 정

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Hargreaves, 2011). 학자에 따라 실천을 구

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 모델의 형태로서 제시되지만, 모두가 일관되

게 주장하는 바는 앞서 언급했듯 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

학자 실천의 요소

Schatzki

(2002)

Practical 

understanding
Rules

Teleo-affective 

structure

General 

understanding

Reckwitz

(2002)
Body Mind

Agent/

Individual

Structure/

Process
Knowledge

Discourse/

Language
Things

Warde (2005) Understandings Procedures Engagement Items

Sahakian and

Wilhite (2014)
Body

Social structure

and norms
Material

Darnton et al.

(2011)
Meaning Procedure Material

Gram-Hanssen

(2011)

Know-how and 

embodied habits

Institutionalized

knowledge and

explicit rules

Engagements Technologies

출처: Gram-Hanssen(2011) 참조하여 재작성

표 1  학자에 따른 실천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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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관찰의 중심은 개인이 아닌 실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Keller et al., 2016). 같은 의미에서 현재 관찰되는 사회적 

실천을 더욱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의 변화만

을 촉구하거나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인지하고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실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Keller et al., 2016).

  <표 1>을 다시 보면 학자에 따라 실천의 요소가 각자 다른 개념들로 

구성하고 있지만, 사용된 단어는 다르더라도 각 모델의 요소들이 실질적

으로 의미하는 바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예를 들어, Reckwitz(2002)

가 ‘Things’라고 정의한 요소는 실천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Sahakian and Wilhite(2014); Darnton et al.(2011)은 이와 유사

한 개념을 ‘Material’로 정의했고, Warde(2005)의 ‘Item’ 개념 또한 

유사하며 Gram-Hanssen(2011)의 ‘Technologies’ 역시 실천에 관계된 

도구에 적용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분 같은 의미를 공유한다. 같

은 맥락에서 요소들 중 ‘Knowledge’는 ‘Practical understandings’, 

‘General understandings’, ‘Understandings’, ‘Procedure’, 

‘Know-how and embodied habits’ 등의 개념과 뜻하는 바가 비슷하다.

  2000년대에는 이렇게 실천을 개념적으로 틀 짓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

자 2010년대 이후부터는 실천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급

격하게 늘어났다. 자전거 통근 실천에 관한 정책 사례연구(Bruno & 

Nikolaeva, 2020), 직장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감축 캠페인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Hagreaves, 2011), 리빙랩 실험설계에 실천이론을 적용하

여 빨래와 난방 실천을 변화시킨 사례연구(Sahakian et al., 2021), 페트병 

생수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실천 변화를 분석한 연구(Sahakian 

& Wilhite, 2014; Tosun et al., 2020), 실천이론을 이용한 식습관 실천 변

화 분석 사례연구(Sahakian & Wilhite, 2014), 개개인에게 가정의 의미가 

에너지 실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Wang et al., 2021) 

등 현재의 실천이론은 이제 분석의 틀로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사람들

의 실천을 분석하고,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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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나가는 데 쓰이고 있다.

제 2 절 분석의 틀

1. 분석의 틀 개요

  앞 절에서는 실천이론에 대한 소개와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현재 여러 학자들이 실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양한 모델로서 제시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hove(2005)와 Darnton et 

al.(2011)의 의미-도구-절차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부

합하는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혼수 가전제품 구입’ 실천을 분석하기에 ‘의미’, ‘도구’, ‘절

차’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혼수 가전제품 구매’라는 실천은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생애전

환적 이벤트 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흥미로운 실천

들, 예를 들어 흉내 내기, 구분 짓기, 과시적 소비, 통념에 따라 행동하

기 등이 ‘의미’ 요소로서 포착될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 구매에 있어 

온갖 할인정보와 TV 광고 정보, 지인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기 등 

각종 정보나 경험에 관한 내용이 ‘절차’로 명확히 구분되며, 혼수 가

전제품의 경우 그 자체가 이미 ‘도구’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미’, ‘절차’, ‘도구’ 요소로 구성된 모델을 이 연구에

서 도출할 분석틀의 기초로서 사용하기에 유리하다 판단하였다.

  <그림 2>는 Shove and Pantzar (2005); Darnton et al. (2011)이 제시한 

의미-도구-절차 모델이다. 여기서 실천은 ‘의미(meaning)’, ‘도구

(material)’, ‘절차(procedure)’ 세 요소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

며, 어느 한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주며, 실천 역시 따라

서 변화하게 된다(Darnton et al., 2011). 또한 각 요소들 사이를 연결하

는 선에 방향성이 없는 것은 요소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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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이 연구에서는 제시된 의미-도구-

절차 모델에 ‘관계(realationship)’ 요소를 추가한 분석의 틀을 사용할 

것이다. ‘관계’ 요소를 넣은 이유는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은 

부부 두 사람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 행해진다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하

였다.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요소별 설명에서 다루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의 틀은 <그림 3>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제시

하는 의미-도구-절차 모델에 연구자가 판단하여 추가한 ‘관계’ 요소를 

추가하여 의미-도구-절차-관계 모델로 구성하였다. 아래부터는 각 요소

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빨래 건조하기’ 

실천을 예시로 사용할 것이며 예시로 든 상황 중 다수는 Darnton et al. 

(2011)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2. 분석의 틀 구성요소

1) 의미(meaning)

  실천의 네 가지 요소 중 먼저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Scott 

et al.(2012: 282)은 “실천을 통해 시도되거나 달성되는 사회적, 개인적

의미

(meaning)

도구

(material)

절차

(procedure)

실천

그림 2 의미-도구-절차 모델 

(Shove and Pantzar(2005); Darnton 

et al. (2011)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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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이며 감정, 열망, 믿음, 정체성, 미학을 포함하는 것”이라 표현

하였다. ‘의미’는 주로 실천과 관련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개념들을 

통칭한다. Shove and Pantzar(2005)는 ‘의미’ 대신 ‘이미지(image)’

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이후 Darnton et al.(2011)이 ‘이미지’의 의

미를 확장하여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어떠한 실천을 행하고 달성

하는 동작 자체가 자기 스스로나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간주되며, 해

당 실천이 행해지는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뜻한다. ‘샤워하

기’ 실천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몸에 붙은 지저분한 먼지를 씻어내는 기

능 외에도 상쾌하게 하루를 준비하거나 기분전환을 해주는 의미로서도 

샤워하기 실천을 생각할 수 있다(Wang et al., 2021). 또, ‘노르딕 워킹

(Nordic walking)’5) 실천의 확산에 대해 연구한 Shove and 

Pantzar(2005)는 사람들이 노르딕 워킹을 일반적인 보행방식보다 더 건강

하며 재미있는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언급하였듯 ‘의미’

는 주로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개념들로 구성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분석

의 틀 구성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의미’에 해당되는 하위요소로서 

‘사회적 통념’, ‘이미지’, ‘체면민감성’을 사용하였다.

5)� 노르딕워킹스틱(흔히� 등산스틱과� 비슷한� 도구)이라� 부르는� 스틱을� 양손에� 들고� 보통보다�

넓은� 보폭과� 빠른� 속도로� 걷는� 보행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인� 걷기� 방식보다� 운동� 효과가� 좋

아�건강에�좋은�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림 3 분석의 틀 구성



- 23 -

 ‘사회적 통념’은 실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자 실천이 자신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전유되고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다(Sahakian & Wilhite, 2014). 특정 혼수 가전제품들을 일컬어 ‘10대 가

전’, ‘거거익선6)’ 등의 용어들로 구매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통념들을 

실제로 행위주체성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미지’는 특정 

실천을 행하는 것이 행위자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거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거라 믿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결혼이 생애에 중대한 사건이

며, 사람마다 흔히 ‘결혼의 로망’이라고 부르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달성하기 위해 혼수 가전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함이다. 마지막으로 ‘체면민감성’은 부부가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

에 있어서 부부 외의 다른 사람들이 눈에 비치는 모습을 얼마나 의식하

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사회적 통념’, ‘이미지’는 실천이론 문헌에

서 ‘의미’ 요소에 빈번하게 포함되는 하위요소인 반면 체면민감성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바 없지만 한국 사회의 문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체면민감성은 타인 눈에 비치는 자신의 체면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소비심리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높은 

체면민감성이 과시적소비를 부추긴다고 말한다(예를 들어 이지혜·김재

환, 2017).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은 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시에 거금을 소비하여 다양한 재화를 구매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부부의 체면민감성을 자극하여 과시적 소비를 유도할 수도 있기에 하위

요소로서 포함하였다.

  ‘의미’ 요소는 이렇듯 사회적 통념, 이미지, 체면민감성 3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다. ‘의미’가 실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

해 ‘빨래’라는 예시를 들겠다. 의복에 대한 문화적 통념으로서 이틀 

연속으로 같은 옷을 입고 출근/등교하는 행위는 어떤가? 의복의 청결함

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는 별개로 같은 옷을 입고 나온 모습이 다른 사람

들 눈에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옷을 빨아 입지 않는 청결하

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며, 혹은 전날 귀가하지 않고 외박한 사

6) TV는� 무조건�크면� 클수록�좋다는�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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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원치 않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통념과 이미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옷을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세탁의 주기도 짧아지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건조기가 많이 

보급된 현대에는 빨래를 건조기로 건조하지 않고 자연건조하는 행위가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쳐져 보인다고 믿을 수도 있다. 이러한 주관

적이고 다분히 감성적인 형태로서 해당 실천에 가해지는 사회적 합의를 

‘의미’라고 부른다.

2) 도구(material)

  ‘도구(material)’란 어떠한 실천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들(things)이라 정의된다(Schatzki, 1996).7) ‘도구’는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와 그 안에 내포된 기술을 의미하는 요소다. ‘도

구’가 포괄하는 개념은 기술, 물품(artifacts), 장소, 물리적 구조

(structures), 객체(objects), 기반시설, 도구(tools), (Scott et al., 2012; 

Shove et al., 2012). 앞서 실천이론의 현대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며 여러 

학자들이 실천의 요소를 각기 다르게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도

구’ 요소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단어의 선택을 ‘material’, ‘stuff’, ‘things’, ‘item’ 등으로 다르

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르

지 않다. 즉, 특정한 사회적 실천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그 실천과 관련

된 특정한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도구’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쉽다

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운행에 관련된 ‘도구’ 요소에는 자

동차와 도로, 휘발유, 운전자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개념들

이 포함된다(Williams, 2015). ‘도구’ 요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종종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하다(Geels, 2004). 앞의 자가용 운행 예시에

7)� “Materials� are� by� definition� the� ‘things’� that� make� a� practice� possible� for� the�

practice� to� be� performed.”� (Schatzk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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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 도로와 자동차 등을 설치/구매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구매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 자체가 이미 ‘도구’ 요소에 포함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

율은 제품이 내포한 기술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도구’ 요

소에 포함된다. 또한, 가전제품은 집 어딘가에 배치될 것이므로 집의 크

기나 구조, 베란다와 주방과 같은 공간의 유무 또한 ‘도구’에 포함되

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혼수 가전제품의 구매나 설치, 사용에 

직접 관계되는 요소들을 전부 포함하는 하위요소로서 ‘기반시설 및 연

관 도구’라는 하위요소로 사용하였다. 한편, 실천과 간접적으로 관계되

는 도구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비가 자주 내리는 다습한 기후에 사

는 사람은 빨래를 자연건조하는 일이 오래 걸려서 번거로운 일일 것이

다. 이런 기후나 환경적인 요인들은 혼수 가전제품 구매와 직접 관련되

지 않지만 여전히 유효한 ‘도구’ 요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하여 ‘간접 관련 도구’라는 하위요소로 사용하였다.

  ‘도구’ 요소와 관련하여 ‘세탁하기’ 실천의 예시를 들면 세탁기와 

세제, 빨래가 생기는 양, 수도관과 전기 등이 있으며, 빨래를 널 수 있는 

베란다와 같은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 도구 차원의 변화는 앞서 설명한 

도구의 행위주체성 개념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도구의 행위주체성은 

설명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도구 역시도 사용자의 

실천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도구의 변화는 실천의 변화

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것이다. 빨래의 경우 세탁기만 써서 

빨래를 하던 사람이 결혼과 같은 계기로 건조기를 새롭게 구입하고 사용

하게 될 때 잠재적으로 그 사람의 빨래 실천까지 변화할 수 있다. 빨래

의 빈도가 늘어나거나, 옷감의 종류를 신경 쓰게 될 수 있고, 건조기로 

건조했을 때 상하는 옷감으로 만든 옷은 구매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

3) 절차(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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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어떤 실천에 실제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숙련도 

등의 개념을 듯한다. ‘절차’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지식이 될 수도 있

고, 해당 실천을 반복하며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다. ‘절

차’라는 용어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실천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가깝다. 따라서 

‘절차’ 요소는 실천관 관련된 지식이나 관련한 선행 경험들, 노하우, 

숙련도, 스킬, 이해도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요소다(Scott et al., 2012; 

Wang et al., 2021). Shove and Pantzar (2005)는 ‘절차’ 대신 ‘숙련도

(competence)’ 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이후 Darnton et al. (2011)이 

숙련도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절차’를 제안하고, 사용하였다.

  ‘절차’ 요소는 특성상 ‘의미’ 요소와 비교하여 객관성 측면에서 

상반된다. ‘의미’ 요소가 실천이 갖는 주관적, 감성적인 느낌에 가깝

다면 ‘절차’는 실천과 관계된 객관적, 이성적인 지식과 정보와 해당 

동작을 능숙하게 해내는 숙련도나 노하우로서 개인이 특정 실천을 특정

한 방식으로 행하게 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기능한다.

  이 연구에서 ‘절차’ 요소의 하위요소로서 ‘관련 지식’, ‘관련 경

험’, ‘숙련도, 노하우’를 사용하였다. ‘관련 지식’은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서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등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

수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관련 경험’은 혼수 가전제품으로 구매한 물

건들 중 과거에 평소 사용하던 물건이 있었는지와 과거의 경험이 이번 

구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숙련도, 노하우’는 단순

히 해당 실천을 능숙하게 잘하는가와 함께 사람들이 실천을 “개량화

(domesticate)”하는 행태도 포함한다(Wilhite, 2013). 모든 가전제품은 고

유한 설계의 목적이 있는데, 실천을 개량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특정 실

천을 하기 위해 도구의 설계된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Wilhite (2013)의 예시처럼, 무인 센서등은 사람이 지나갈 때만 조명

이 자동으로 켜지게 설계되었으나, 어두운 느낌이 싫은 사람은 센서 민

감도를 조작하여 항상 불이 켜져있게 조작하기도 한다. 연구자 본인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연구자가 초등학생 시절 휴대전화나 알람 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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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 TV를 이용하곤 했었다. 당시 

연구자의 집에서 쓰던 TV 기능 중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TV가 켜지게 

하는 기능이 있었고, 해당 기능을 목표했던 기상 시간에 맞추고 잠든 뒤 

아침에 TV가 자동으로 켜졌을 때 그 소음을 듣고 잠에서 깨는 식이었

다. 이 외에도 빨래 건조를 위해 바닥 난방을 켜거나, 집안 습도조절을 

위해 에어컨을 활용하기도 하고, 화장실 습기 제거를 위해 청소기를 사

용하기도 하는 등 실천을 개량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하위

요소로 ‘숙련도, 노하우’를 넣은 이유 역시 사람들이 특정 가전제품을 

개량하여 실천하는 행태가 결국 해당 가전제품을 더 구매하고 싶게 만드

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빨래하기 실천의 예시를 다시 생각해보면 세탁기나 건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월간 에너지 사용량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절차’ 

항목일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과 환경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

람들에게는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와 건조기가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에 

관한 지식도 세탁 관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세탁

기의 경우 공동생활하는 기숙사나 소음 문제에 예민한 아파트 단지 등에

서는 종종 밤 늦은 시간에 세탁기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러한 직접적이거

나 암묵적인 규칙 또한 ‘관련 지식’에 포함된다.

4) 관계 (relationship)

  ‘관계’ 요소는 ‘실천을 행하는 주체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 그들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적 친밀감의 정도와 외부인의 개입 여부’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없는 ‘관계’ 요소를 분석의 틀에 

넣은 이유는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이 부부 두 사람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특수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연구자가 검토한 실천이론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 ‘개인’을 보고 있었

다. 반면, 이 연구는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보는

데, 여기서 실천을 하는 주체는 부부, 즉,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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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동반된다. 위계가 없는 부부 관계에서 

의사결정은 부부 중 한 명의 결정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고 배려, 타협, 

설득 등 양상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점을 ‘의사결정 방식’으로 명하고 하위요소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라는 관계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는 서로에게 큰 애정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다. 신혼 생활에서 

부부의 행복추구에 영향을 주는 가전제품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

다. 이를 ‘부부 내적 관계’ 하위요소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라는 상황에서 부부는 부부 외적으로도 관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이 또한 가전제품과 관련된 실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부는 결혼을 가족과 친지,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

게 알리고 축하를 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의 의미로서 부부에게 선

물을 주기도 하는데, 가전제품도 흔히 선물되곤 한다. 결국 부부가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전제품이므로 결

과적으로 부부의 에너지 소비와 연결된다. 이러한 형태의 가전제품 취득

을 ‘부부 외적 관계’ 하위요소라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없는 ‘관계’라는 요소를 이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서 추가하

게 되었고, 하위요소로서 ‘부부 내적 관계’, ‘부부 외적 관계’, ‘의

사결정 방식’을 넣게 되었다.

3. 소결

  분석의 틀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의 변화는 다른 요소의 변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

목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천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의미-도구-절차-관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상호작

용하며 하나의 변화는 다른 하나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천 역시 

이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빨래의 예시를 보면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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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하는 것은 빨래 실천에 있어서는 ‘도구’ 차원의 변화이다. 그

런데 건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빨래 직후 자연 건조에 필요한 1~2일

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해준다. 즉, 사용자는 빨래를 널거나 걷기 

위하여 1~2일이 지난 후 다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도구’의 변화가 ‘절차’에 포함되는 일정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것이

다. 또한, 건조기는 건조 중 옷감에 붙은 먼지를 필터를 통해 모아주는 

기능이 있다(<그림 4> 참조). 자연건조를 할 때는 작아서 보이지 않던 먼

지들이 건조기 사용을 통해 뭉쳐져서 크게 시각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

하면 사용자는 의복의 청결함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이는 ‘도구’의 변화가 ‘의미’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며, 이렇듯 실천

의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Darnton et al., 

2011).

그림 4 건조기 가동 후 필터에 집진된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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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과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은 “어떤 상황에 처한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철학

의 사조이다.”(신경림 외, 2004; 유기웅 외, 2018에서 재인용) 현상학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을 인식으로 변화시

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상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체, 그리고 의

식의 지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지향성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의식의 지향성은 말 그

대로 사람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를 의미하는데, 사람은 어떤 대상(사물

이나 현상)을 대할 때 대상 그 자체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 기존에 구성하고 있던 의미체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 연

구의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신상의 세련된 가전제품을 다수 구입

그림 5 의식의 지향성: 사람, 의식, 의미체, 대상의 관계

출처: 김영필(2002)을 유기웅 외(2018)에서 재인용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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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는 작은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과소비로 보일 

수 있고, 가사노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겐 유용한 도구로서 보일 수 

있으며, 또 신혼부부와 같은 사람에겐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신혼집을 꾸

미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표

현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상학적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은 연구참여자가 현상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가 겪었던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겠다는 것이다. 가전제품을 

사는 행동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결혼이라는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인 신

혼부부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인

간의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대로의 경험을 정확히 그리고 끝까지 반

성, 검토하려는 노력이다.”(유기웅 외, 2018)

2. 데이터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연구 주제의 특성 

상 신혼부부가 주요 심층면접 대상자가 되었으며, 다각적인 시선을 반영

하고자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의 직원 1명도 연구참여자로 표집하였다. 

전체 9쌍의 신혼부부와 1명의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였

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 늘려나갔

다. 총 10회라는 심층면접 횟수는 사전에 정하지 않았고, 질적연구에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된 상태, 즉 새로운 내용이 더 나오지 않고 앞선 연

구참가자들이 했던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자료의 포화상태(saturation)

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인 10회 차에 심층면접이 중단되었다

(Creswell, 2014).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참여자 모집문건과 연구참여 동의서, 그리고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

하여 연구의 취지를 이해시켰고, 최종 연구 참여의사를 확인받았다. 연

구참여자들은 사전에 송부받은 질문지를 읽고 답변을 생각할 시간을 가

졌다. 심층면접의 모든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녹화, 녹음

되었다. 심층면접의 진행은 가장 먼저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해 질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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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혼수장만 과정에서 구입한 모든 가전제품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때 단순히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이 

제품의 종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이즈, 디자인, 성능, 

브랜드 등에 대한 정보도 가능한만큼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가전제품 

목록 작성 작업이 끝난 뒤 적혀있는 가전제품들 중 결혼 전에는 보유하

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가전제품들과 그렇지 않은 가전제품들을 다시 분

류하였다. 또한, 결혼 전에 사용하다가 신혼집으로 이주하면서 처분한 

가전제품 목록도 요구하였다. 여기까지 완료된 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는 작성된 목록을 함께 보면서 본격적인 심층면접을 시작하였다.

  질문지는 앞서 제시한 분석틀의 각 요소인 ‘의미’, ‘도구’, ‘절

차’, ‘관계’를 중심으로 혼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실천에 영향을 주

었던 다양한 원인을 포착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혼수 가전제품 구매

가 이 연구의 가장 주된 관심사이지만, 일상생활과 취미생활에 대한 질

문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사전에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요

소나 새로운 주제가 있을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새로운 주제가 

포착되면 연구자는 거기에 대해 추가 질문을 이어가는 반구조적 심층면

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심층면접 내용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심층면접 총 10회 중 8회는 온라인 화상 면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

행되었다. 최초 계획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내적친밀감 형성과 

연구참여자 부부가 보유한 가전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

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로 인해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연구윤리위

원회의 조언을 수렴하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불가피

하게 현장에서 대면하는 심층면접은 최소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 

건의 신혼부부 심층면접과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 심층면접만이 각각 자

택과 영업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외 10건 중 8건의 심층면접은 온라인 화

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우 사전에 연

구참여자들에게 거실이나 부엌 등 자택 내에서 주요 가전제품들이 많이 

배치된 공간의 사진을 2~3장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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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로부터 받은 사진은 그들이 보유한 가전제품의 종류와 디자

인뿐만 아니라 부부의 신혼집의 구조적 특징과 가전제품의 배치 등 세세

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혼수 가전제

품의 선택과 신혼집 내에서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집 안에서 창조하고자 

했던 분위기나 감성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짐작해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연구자는 송부 받은 사진을 확인하고 추가 질문을 준비하였고, 온라인 

분석틀 하위요소 심층면접 내용

의미

사회적 통념
Ÿ 결혼과 혼수 가전제품의 주관적 의미
Ÿ 사용해본 적 없던 가전제품 중 구매한 제품과 이유
Ÿ 결혼 전에 사용하던 가전제품의 처분과 이유

이미지
Ÿ 결혼 전 바라왔던 ‘결혼의 로망’
Ÿ 결혼 전 추구했었던 신혼의 모습
Ÿ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매한 가전제품 종류

체면민감성
Ÿ 제품 선택에 기능적인 부분 외에 고려된 기준
Ÿ 집들이 같은 상황 의식했는가 여부 
Ÿ SNS 등에 올릴걸 염두하고 구매하였는지 여부

도구

기반시설 및 

연관 도구
Ÿ 신혼집의 크기와 구조
Ÿ 빌트인, 전실확장 유무

간접 관련 

도구
Ÿ 인터넷 신혼, 혼수 카페를 통한 정보 수집
Ÿ SNS 활용하여 혼수 가전제품 정보 수집

절차

관련 지식 Ÿ 혼수 가전제품 할인정보 인지 여부
Ÿ 에너지소비효율, 예상 전기요금에 대한 계산

관련 경험
Ÿ 과거에도 다수 가전제품을 구매해본 경험
Ÿ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해본 경험

숙련도, 노하우 Ÿ 구매한 가전제품 사용 패턴(사용 빈도, 목적 등)

관계

부부 외적관계 Ÿ 선물로 받은 가전제품의 목록
Ÿ 원하던 선물이었는지와 현재까지 사용하는가 여부

부부 내적관계
Ÿ 가사노동의 분담 방식
Ÿ 가사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
Ÿ 가사노동 부담에 따른 가전제품 구매 여부

의사결정 방식 Ÿ 가전제품 선택에 의견이 다를 때 조율 방법

표 2 심층면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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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회의 프로그램 상에서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와 함

께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가정 내 에너지 소비실천을 

질적연구한 Wang et al., (2021)의 연구 또한 연구참여자가 직접 촬영한 

자택 내부 사진을 활용하여 심층면접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로부터 자택의 사진을 전달 받는 이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심층면

접의 한계를 보완하는 목적과 더불어 질적연구방법의 일환인 ‘포토보이

스(photo voice) 기법’을 일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포토보

이스 기법은 주로 구술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 미묘한 감정, 혹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제

시한 사진이나 시각자료를 보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Wang & Burris, 1997). 

  한편, 결혼 2년 미만의 초혼의 부부만을 신혼부부로 제한하여 연구참

여자를 표집하였다.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주로 결혼 준비단계에서

의 부부의 기억에 많은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을 피하기 위

함이며, 또한, 신혼집이라는 공간은 ‘도구’ 요소에서 의미 있는 데이

터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부부가 처음 살던 

신혼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공산이 높아져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

다. 전체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결혼 시점에서 28세~35세였으며, 모두 맞

벌이 부부이다. 전체 연구 참여자의 명단을 <표 3>에 작성하였다.

3. 분석 절차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현상인 혼수 가전제품 

구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경험은 연구자가 직접적인 겪어

보지 못한 경험이며, 연구자의 가까운 지인의 말을 통해 결혼 과정이나 

혼수 가전제품 구매 과정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해봤다는 점을 먼저 밝힌

다.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적 없는 현상에 대한 탐구를 할 때는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통찰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연구자의 미경험성

은 현상을 미리 재단하여 판단하는 선입견을 연구 분석에서 배제하고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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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이론에 입각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에 입각한 결과 제시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8)

  분석의 절차는 Creswell(2014)의 저서에서 소개된 현상학적 분석법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되, 근거이론 방법론에서 개발된 반복적 비교분석

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혼용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그 이유는 두 방법 모두 큰 틀에서 자료를 연구주제에 맞게 의미단위로 

구분하는 단계(개방 코딩)와 의미단위들의 범주화를 통한 상위 범주와 

핵심 범주 도출(축 코딩)이라는 절차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근거이론 연구방법에서 처음 개발되었지만,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범용성 있게 체계적인 절차로 분석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

에 근거이론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연구라도 할지라도 반복적 비교분석

법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Douglas, 2002). 따라서 이 연

구에서 보고자 하는 혼수 가전제품 구매라는 상황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법의 목적에 맞게 연구참여자들이 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

면서,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절차로서는 질적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반

8)� Creswell� (2014);� 유기웅�외(2018)는�질적연구방법론�저서에서�현상학�분석에�앞서� 현상

과�관련된�연구자의�경험을�먼저� 밝히고�연구자의�선입견이�데이터�분석에�반영되지�않는�조

치에� 대해� 논문에� 기술할� 것을� 조언하였고,� 이를� ‘괄호� 치기’라고� 불렀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

한�조언을�이를�반영하였다.

1차 참여자 결혼생활 기간 남편 주거 부인 주거 기타

1 부부 1년 7개월 1인 가구 1인 가구 온라인
2 부부 7개월 회사 기숙사 회사 기숙사 온라인
3 부부 7개월 부모님 집 1인 가구 온라인
4 부부 2개월 1인 가구 부모님 집 온라인
5 부부 1년 7개월 부모님 집 회사 기숙사 온라인
6 부부 10개월 부모님 집 1인 가구 온라인
7 부부 1년 8개월 회사 기숙사 회사 기숙사 온라인
8 부부 1년 4개월 1인 가구 부모님 집 가정 방문
9 부부 7개월 1인 가구 1인 가구 온라인

10 직업인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
- - 매장 방문

표 3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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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 비교분석법을 도입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그림 6>에서 보듯 

개방코딩-범주화-범주확인 각 절차의 중간 중간 반복해서 분석된 결과와 

원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분석 절차의 신뢰성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절

차를 의미한다.

  분석은 먼저 심층면접 기록을 전사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총 10회 심층

면접 중 8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 화면을 녹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

여자의 표정이나 몸짓, 짧은 침묵, 말의 번복 등 비언어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도 녹화 영상을 반복 시청하여 최대한 포착하고자 하였다. 전사된 

데이터는 1차적으로 개방 코딩 과정, 즉 줄 단위로 전사 기록을 다시 읽

으면서 해당 텍스트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절차에서 질적데이터 코딩 프로그램인 MAXQDA와 엑셀을 혼용하여 사

용하였다. 개방코딩의 결과로 총 551개의 코드, 그리고 중복을 제외한 

59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그림 7> 일부 예시 참조).

  다음으로 축코딩(범주화)을 진행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거쳐 나

온 하위범주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서 상위범주로 묶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비슷한 하위 범주들을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분석 틀 

개방�코딩:� 연구�문제와�관련된�자료에�표시�및� 이름�부여

범주화:� 코딩된�자료를�범주�및� 하위�속성으로� 분류

범주�확인:� 구성된�범주를�코딩�전� 원자료와�비교하면서�범주�

확인�및� 수정

반복적�비교

반복적�비교 귀납적�과정

연역적�과정

그림 6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출처: 유기웅 외, 2018.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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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요소와 그 하위요소들에 맞게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가 유

사한 범주들을 통합하여 자료가 전체적으로 요약되었다(권향원, 2016). 

또한, 축코딩 단계를 통해 도출한 상위범주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연결

성을 부여하고,9) 이를 통해 현상의 구조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되었다(Creswell, 2014). (<그림 8> 참조).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 중간 결과, 

원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반복 비교하며 도출된 결과가 제대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거쳐 도출한 연구의 결과를 기술한다.

제 2 절 연구결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혼수 가전제품 구입’ 실천은 어

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서 ‘의미’, ‘도구’, 

‘절차’, ‘관계’라는 네가지 요소가 사용되었다. 주의할 점은 아래에 

제시되는 결과들이 반드시 네가지 요소 중 하나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

9)� Strauss� &� Corbin� (1998)은� 이� 과정에서� 현상의�발생� 구조와� 인과관계를�쉽게� 표현하는�

도구로서�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할� 것을� 권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패러다임�

모형에�대한�설명은�이들의�저서를�참고

그림 7 개방코딩 결과 중 일부,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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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역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구’ 요소로 분류되어 제시된 결과라도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인 ‘의미’, ‘절차’, ‘관계’의 속성 또한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연구자가 판단하여 네가지 요소 중 가장 ‘도구’적인 속성을 많이 포함

하므로 ‘도구’ 항목에 결과가 기술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과 SNS 공간’의 경우 부부가 혼수 가전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는 점에서 ‘절차’ 요소의 속성을 포함하지만, 빠른 정보 수집을 가능

하게 해주는 핵심은 SNS라는 플랫폼 자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

로 ‘도구’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1. 의미

1-1) 새로운 삶의 시작을 표현하는 수단

  부부는 결혼이라는 이벤트에 대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 혹

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라고 느끼고 있었다. 전체 아홉 부부 중 일곱 

부부는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의미’ 요소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부부의 주관적인 감상은 

혼수 가전제품을 구입에도 반영되었다. 혼수 가전제품은 부부의 새로운 

그림 8 범주화를 통한 핵심 범주 도출 과정(예시로 선정된 그림이며 그림의 내

용이 분석결과에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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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시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새 것인가 아

닌가?’라는 기준이 가전제품 선택에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그 결과, 결

혼 전에 사용하던 가전제품들은 별다른 하자가 없이 잘 작동하더라도 결

혼을 하면서 버려지고, 같은 종류의 새 제품을 구매하는 실천을 볼 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부부 2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결혼이 인생에서 커다란 결실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로운 가전제품을 같이 하면 되겠다는 

동기가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부부 2)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은 주관적인 감상인 반면, 그 새로움을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

던 물건은 이미 중고이므로 이러한 부부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었다. 비슷하게, 부부 8의 경우

는 기존에 쓰던 물건들이 새 집을 꾸미는데 있어 부부의 심미적인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물건을 버리게 되었다고 진

술하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새 집을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전에 있었던 물건이 그 예쁘게 

꾸미는 집에 흠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 (…) 그래서 예전에 

쓰던 것들은 그냥 거의 두고 왔어요. 새 집의 인테리어를 헤치지 않

을 것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거의 못 가지고 왔어요.”  (인

터뷰 8)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부부는 기존에 보유했던 가전제품들을 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새로

운 가전제품들을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의 욕구

를 충족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듯 실천은 종종 합리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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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아닌 감성적 욕구나 뚜렷한 근거가 없는 믿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Sahakian & Wilhite, 2014). 원래 보유하던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

롭게 구입하는 상황은 반등효과(rebound effect)와 연관하여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 반등효과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수

단이 사용자의 실천 변화에 의해 상쇄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 소

비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앞서 에너지 소비에 관한 문헌검토에서 

양적연구에서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결혼 후에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에너지 사용을 공유하면서 얻는 에너지 소비량의 감축이 결혼을 

하며 기존의 물건을 새것으로 바꾸며 제품 생산에 내재된 에너지 소비로 

상쇄될 수 있다.

1-2) 선망하던 결혼생활 이미지 속 가전제품

  부부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선망해오던 구체적인 결혼생활의 이미지

가 있었다. 이는 흔히 ‘결혼의 로망’, ‘신혼의 로망’, ‘꿈 꿔 왔던 

삶’과 같은 단어로 진술되었고, 부부는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결혼생활 이미지들은 주로 단편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기’, ‘대형 티비로 영화 시청하

기’ 등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망하던 삶의 모습에는 특정한 가전제

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선망하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에 포함되는 가전제품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즉, 여

기서 혼수 가전제품은 선망하던 삶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아

래 인용문은 부부 5가 커피머신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남편이 저보다 먼저 출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이스 커

피를 내려서 남편 출근할 때 주는거.. 저는 이런게 신혼의 로망이었

거든요. 그래서 커피머신은 꼭 사기로 했었어요” (인터뷰 5)

  진술에서 보다시피 부부 5의 부인은 결혼하기 전 출근하는 남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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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커피를 직접 내려주는 모습을 화목한 신혼생활이나 자상한 배우자의 

모습으로서 투영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

여 필요한 도구인 커피머신을 구매하였고, 부부 5는 이제 매일 아침 커

피머신을 가동하는 에너지를 더 소비하고 있다. 부부 5의 커피 사례의 

경우 행위주체성은 부인이 바라왔던 결혼생활의 이미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이 매일 아침 남편이 마실 커피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 

커피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의 커피를 자신이 대신 수고해서 만듦으

로서 이상적인 결혼생활과 자상한 부인의 이미지를 실현한다는 점에 행

위주체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카페에서 파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남편

에게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인이 커피를 만드는 실천을 대체할 수 없

다. 테이크아웃 커피는 수고스러운 작업을 통해 얻는 자상한 배우자의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마실 커피

를 만드는 부인의 이미지에 어째서 커피머신만이 포함되는지 생각할 필

요가 있다. 커피머신이 아니더라도 핸드드립이나 프렌치프레스10)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방법으로도 커피를 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맛에 대한 고집일수도 있고, 바쁜 아침에

는 커피머신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광고나 드라마 같은 

매체의 영향일 수 있다. 부부가 가진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

악할 수 있다면 부부 5와 같은 상황에서 커피머신보다 더 지속가능한 형

태의 커피 내리기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부부 5의 경우 비교적 소형 가전인 커피머신 하나만이 부부가 선망하

던 삶의 이미지에 포함된 반면,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가전제품의 구매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는 부부 7의 남편의 진술이다.

“그런걸 일종의 신혼의 로망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맥스 영화

관처럼 큰 대형TV로 영화를 보고, 근데 그냥 보는게 아니라 리클라

이너 기능 있는 쇼파에서 편하게 누워서 봐야하고, 사운드도 영화관

처럼 좋은 걸로 사운드바 스피커가 필요했어요. 사운드바는 한 50만

10)� 얇은�망이�부착된�프레스를�눌러서�커피를�추출하는�도구이고,� 전기를�사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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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까이 하는 걸 샀는데, 이제 곧 올거에요. (부부 7)”

부부 7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는 배우자와 함께 거

실에서 영화관 같은 분위기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이었다. 영화관 같은 

분위기에 관련되는 가전제품은 대형 TV만이 아니라 안락한 쇼파와 웅장

한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별도의 스피커 장치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남편

이 갖고 있던 이미지는 대형 TV 자체가 아니라 ‘쾌적한 시청환경’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대형 TV를 중심으로 쇼파와 음향장치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가전제품을 필요로 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부부 7은 해당 제품

들을 모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외의 다른 부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망하는 삶의 이미

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비슷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기도 하였고, 어린 시절 부모님 모습 기억, TV 광고에서 보이는 

배우들의 행동, SNS와 결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

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3) 체면민감성에 의한 가전제품의 과시적 소비

  체면이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Brown & Levinson, 1987; 이상희, 김일호, 2013). 체면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이러한 자신의 체면을 얼만큼이나 중

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체면민감성이라 부른다(이충원, 김효
창, 2006; 이상희, 김일호, 2013). 체면민감성은 예비부부가 결혼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소비 성향에 다양한 영향을 주며(박상룡, 김선아, 2007; 

이상희, 김일호, 2013), 대표적으로 영향으로서 과시적 소비를 꼽을 수 

있다. 과시적 소비는 경제적 효용성 보다는 소비 그 자체를 남들에게 보

여주기 위한 소비이며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확인시키

거나 소비한 제품의 상징성을 드러내어 신분상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Labarbera, 1988; 최정원, 장미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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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한 부부의 결혼 과정 전체를 봤을 때 부부의 체면민감성이 

잘 드러나며 과시적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결혼식 행사 그 

자체일 것이다. 웨딩홀의 크기, 하객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스드

메’라 부르는 여러가지 미적 요소들이 결혼식 행사에서 전시된다. 부부

에게 결혼식은 일생에 한번 뿐인 각별한 행사라는 생각과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부부의 체면민감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상희, 김일호, 2013).

  체면민감성과 과시적 소비 경향은 결혼식 행사 뿐만 아니라 혼수 가전

제품의 선택에서도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바꿔 말하자면, 가전제품은 본

연의 기능 외에도 부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반영한다. 특히 

TV나 냉장고와 같은 고가의 가전들은 사이즈가 더 크고, 유명한 브랜드

에서 제조한 제품일수록 더 높은 지위를 반영한다. 이는 곧바로 혼수 가

전제품을 구입하는 실천과 연결되었다. 신혼부부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제품의 브랜드나 최신의 

유행에 부합하는 정도를 구매에 참조하였다. 실제 필요한 성능보다 더 

고성능, 대용량의 가전을 사용하는 것은 추가 비용과 더불어 에너지 소

비 또한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저희만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남들 초대하고 이제 남들에

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면도 당연히 고려했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좀 더 비싸더라도 비스포크로 사야되!’라고 생각했죠.”(부부 5)

  부부 5의 경우 냉장고를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여 구매하게 

된 이유로서 남들을 초대하는 상황을 염두하고 있었다. 부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신혼집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가까운 지인들을 초

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집들이를 몇 차례 가진다. 이러한 집들이 행사

는 보통 신혼 초에 몇 차례 있는 일이지만 체면민감성이 높은 부부에게

는 부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지인들에게 확인받는 자리로

서 결혼준비 과정에서부터 염두한다. 부부 4 또한 비슷한 진술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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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죠. 집들이 할 때 뿌듯합니다. 전 집들이를 친구들끼리 다 돌

아가면서 하거든요. 저는 다 최신거 샀잖아요. 제가 최근에 시집갔고 

친구들은 다 몇 년 전에 시집갔기 때문에 한 명씩 다 얘기를 하거든

요. ‘좋다..’, ‘부럽다..’ 그러면 뿌듯하죠 솔직히. (...) 그러니까 

무시 못하죠. 그래서 좀 더 이쁜 색.. 냉장고도 그냥 평범한거 살 수 

있는데 전 이쁜 색 샀거든요.” (부부 4)

“그리고 저희 형님도 집들이 왔을 때 딱 보시더니 ‘음, 세 개 다 

있네!(로봇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러셨었어요. 그 말 자체가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부족한 집이 되는 느낌 같은게 있

죠” (부부 4)

  일정 사이즈 이상의 물건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는 

그냥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결혼 전 각자 음식을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

지 않던 부부도 냉장고의 경우 <그림 9>에서 보이는 양문형의 대용량 냉

장고를 구매하였다. 이는 냉장고의 본연의 기능인 음식물 보관 기능보다 

양문형 냉장고가 반영하는 부부의 체면이 갖는 의미를 더 중요시 한 것

이다. 이러한 체면의 기준은 신혼부부가 주변 사람과의 소통과 인터넷에

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세우게 된다. 또한,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의 판

매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체면의 기준이 될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는 점

이다.

“가전 파는 곳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요즘은 보통 이정도는 다

들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최소한 그 정

도 급의 물건을 못사면 우리 집은 평균 이하 수준의 가정이 되는구

나 싶죠.” (부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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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직원이 다른 부부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는지 말해

주면 부부는 체면민감성으로 인해 최소한 다른 부부와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더 소비를 하게 된다.

2. 도구

2-1) 신혼집의 구조 – 빌트인과 전실확장

  신혼집으로의 이주는 그 자체로 도구 차원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부

부는 이전에 살던 집과 다른 구조와 크기로 된 새로운 집의 공간에 맞게 

앞으로의 살림에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사서 배치해야 한다. 신혼집으로

의 이사와 함께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평범한 일이다. 연구에 참여

한 아홉 쌍의 부부 모두 결혼 전 부인이나 남편이 살던 집이 아닌 새로

운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달라진 건축물 형태, 집 평수, 가구원 수, 신혼

집의 구조는 ‘도구’ 차원에서 신혼 가전 구매 실천에 많은 영향을 준

그림 9 단문형 냉장고(왼쪽)와 양문형

냉장고(오른쪽). 냉장고에 달린 문의 수

는 기능을 넘어 부부의 체면민감성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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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빌트인(built-in)’ 공법과 관계된다. 빌

트인 공법은 여러 가전에 적용되는데, 흔히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천장형 에어컨, 드럼세탁기에 많이 적용된다. 빌트인 공법은 벽과 가전

제품이 딱 맞아 들어간 듯한 감각을 주어 심미적으로 깔끔하다는 만족감

을 준다. 그런데 빌트인 가전을 설치할 공간은 부부가 신혼집에 입주하

기 전에 이미 시공이 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부부는 추가 비용

을 지불하여 집을 리모델링을 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빌트인 공간

을 개조하던가, 혹은 부부가 적응하여 빌트인 공간에 맞는 가전제품을 

배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빌트인을 위한 공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전제품의 사이즈에 제약이 

생긴다. 미리 정해져 있는 집의 구조로 인해 부부의 가전제품 선택이 제

한되는 것이다.

“사실 냉장고는 원래 사고 싶던게 있었는데, 근데 집에 입주했을 

때 보니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빌트

인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러면 거기 빌트인 사이즈 재서 딱 맞는 냉

장고를 찾아서 사서 넣었어요.” (부부 2)

  부부 2는 입주할 집에 미리 방문하여 혼수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냉장고를 두기 적당한 위치에 빌트인 용도의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의 크기에 맞게 냉장고를 선택하였다. 이론상으로는 구입

할 가전제품이 빌트인 공간보다만 작으면 설치에 지장이 없지만, 실제 

부부는 빌트인 공간보다 더 작지도, 크지도 않고 딱 맞춘 듯이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구매하길 선호하였다. 이는 빌트인 된 가전제품이 주는 심미

적인 만족감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가전제품을 배치함으로 인해 감소하

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안맞으면 애매하게 공간이 남잖아요. 그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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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기에 별로고 하니..” (부부 2)

  결과적으로 빌트인 용도로 시공된 공간에는 실제 사용자인 부부의 필

요와 다른 성능의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행위주체성이 있다. 이

로 인해 원래 의도보다 더 큰 가전을 구매하고 사용하게 되면 부부는 자

신들의 실제 필요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실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빌트인을 위해 시공된 공간 자체가 부부에게 

특정한 규격의 가전을 구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빌트인 공법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 대신 빌트인 용도의 

공간보다 더 작은 가전제품을 배치하더라도 심미적인 만족감을 헤치지 

않도록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에 대한 노하우

가 필요할 것이다. 또는 새로운 지식을 전수하여 부부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다. 냉장고는 심미적으로 빌트인 시공에 적합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빌트인에 적합하지 않다. 냉장고 내부를 차갑게 식히기 위해서는 냉장고 

외부에서 원활한 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후면과 측면이 막힌 빌트

인 조건에서는 열교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빌트인 공간에 

비해 조금 더 작은 냉장고 배치하여 측면과 후면에 빈공간이 생기면 이

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빌트인과 더불어 신혼집의 구조가 혼수 가전제품 구입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경우는 베란다와 관련이 있다. 과거 건조기가 가정에 널리 설치되

기 전에는 세탁이 끝난 옷감들을 자연건조 하였다. 자연건조를 위해서는 

가정 내 일정 공간을 세탁물에 할애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용도로 

사용되었던 공간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의 마당이었다. 그런데 마당이 

딸린 주택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며,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를 제

거하고 실내 공간을 최대화하는 전실확장 시공이 유행이다(오마이뉴스, 

2010). 이러한 전실확장 트렌드는 빨래와 건조에 관한 실천 변화에 행위

주체성을 가진다. 전실확장 시공은 활용도가 적은 베란다를 제거하고 거

실이나 방을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실천의 관점에서 보

면 건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온 이유는 부분적으로 빨래를 자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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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공간이 없더라도 건조기를 통해 건조가 가능하게 때문이다. 전실확장 

시공을 통해 사라진 베란다라는 자연건조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건조

기로 상쇄된 것이다. 오늘날엔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처음부터 일체형

으로 제작되어 ‘워시타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가 된다. <그림 10>

과 같이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설치하는 식으로 수직공간을 활용하면 건

조기와 세탁기가 차지하는 실내 공간이 최소화된다. 건조기 구입은 이제 

뚜렷한 추세다.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정용 건조기 판매는 매

년 성장세다(Sahakian, 2019). 연구에 참여한 신혼부부 전원이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건조기의 기능이 대단히 에너지 집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트렌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2) 인터넷과 SNS 공간

  인터넷의 SNS 공간에서는 혼수 관련 정보나 신혼집 셀프인테리어 경

험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SNS는 지인이

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과시행위의 장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최재우, 

이철진, 2018), 포스트를 접하는 사람에게는 정보 획득과 활용하는 방식

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쉬태그(#)

그림 10 워시타워 (출처: LG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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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합한 검색어를 통해 수많은 포스트 중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게시물만 빠르게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혼집인테리어’ 키워드

로 검색되는 포스트는 100만 개가 넘는다.11)

  앞서 언급하였듯 가전제품은 기능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심미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따라서 신혼집 인테리어 관련 포스

트에는 가전제품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부부는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부부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며 가전제품의 종류와 

디자인, 배치에 대한 유행감각을 익히게 되고, 이는 다시 앞서 언급한 

체면민감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부 8은 집꾸미기 정보만 취급하는 

<그림 11>와 같은 특정 SNS 어플리케이션를 자주 이용하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부 8은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

“요즘 하도 인터넷이 잘되서 오늘의 집 어플만 봐도.. 거기 보면 온

갖 집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지금 포스팅 올리고 그래요. 거

11)� 2021년� 5월� 23일�기준� 115만�개

그림 11  집꾸미기 정보 공유 SNS (어플리케이션 명 : 오늘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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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약간 인테리어 관련해서 신혼부부들의 성지같은 곳이에요. 거

기서 예쁜거 올라오는거 있으면 댓글로 이거 뭐에요 물어볼수도 있

고, 그러면 또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그렇게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우리는 우리가 예쁘게 꾸민 집을 거기 올려서 약간 자랑아닌 자랑을 

하고 그렇죠.” (부부 8)

  SNS는 이렇듯 ‘신혼집 인테리어’라는 공동의 주제와 자발적인 참가

자,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한 사회적 학습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런 

점에서 Lave & Wenger (1991)가 주장한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의 한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전재영, 2012). 다만, SNS 공간의 

경우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특정하고 누구든지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빠

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실천공동체의 성격과는 구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거익선,12) 10대 가전 등 인터넷 혼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용어들은 최초의 출처가 불명확하지만 많

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일종의 공신력을 가진 용어로서 지위를 얻는

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런 용어들이 실제로 가전제품 구매

에 참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천이론 문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지식(shared bellief) 또한 행위주체성을 내포할 수 있

음을 언급한다(Sahakian & Wilhite, 2014).

“가전제품 사러가면 그 ‘거거익선’ 이런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TV를 보면 사실 얼마나 큰지 감이 좀 안와요. 이

게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거거익선 이런 말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가능하면 한사이즈 

더 큰거.. 이렇게 고르게 되었던거 같아요.” (부부 8)

12)� TV는� 무조건�크면�클수록�좋다는�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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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3-1)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의 혼수 할인 정보

  신혼부부는 신혼집에 입주할 때 살림에 필요한 많은 가전제품을 구매

하게 된다. ‘의미’ 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는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삶의 시작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전제품들을 구매하길 원한다. 이

를 위해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이하 매장)에 방문하여 가전제품들을 쇼

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부부는 매장에서 종류별로 전시되는 각종 가전제

품의 디자인과 성능, 구체적인 가격 등의 정보를 얻게 된다. 부부는 또

한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들과 상호작용한다. 가전제품의 가격이나 

성능과 같은 기본정보 외에도 부부는 판매원들을 통해 유행하는 가전제

품의 정보나 할인정보 등도 얻게 된다. 앞서 ‘의미’ 요소에서 유행하

는 가전제품 종류나 브랜드는 부부의 체면민감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소

비와 연결됨을 이미 언급하였다. 부부에게 있어서 유행정보와 함께 매장

에서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는 것은 이른바 ‘혼수 할인’과 같은 할인 

혜택 정보다. 혼수 할인 이벤트는 다수의 가전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고

객에게 매장에서 부부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부 가전제품을 혜

택으로 증정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12> 참조). 흔하게 ‘혼수 할인’, 

‘신혼부부 할인’, ‘입주 할인’ 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는 신혼이나 입주 예정을 증명할 필요 없이 각 매장에서 지정한 품목이

나 최소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주로 

신혼부부가 신혼집에 입주할 때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을 일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혼수 할인 정보는 

부부가 당초 구매할 계획이 없었던 가전제품도 할인 혜택을 통한 구매를 

재고하게 만든다. 일반가격으로는 구매할 유인이 적었더라도 할인 폭이 

크거나 증정품으로 얻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충분한 구매 유인이 되는 

것이다.

“의류관리기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애초에 그렇게 묶어서 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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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워시타워를 구매하면 의류관리기를 증정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뭐 의류관리기는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워시타워를 사면 같이 

준다고 하니 구매하게 되었죠.” (부부 9)

  할인 혜택을 통해 구매된 가전제품은 부부의 집에 배치되고 가동하면

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Wilhite, 2013).

3-2) 미세먼지 정보와 세탁 실천의 변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문

화체육관광부, 2020).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혼과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반면, 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살 때 미세먼지 정보를 세탁 관련 가전제

품 구매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었다.

“아무래도 결혼해서 회사 다니고하면 남편이나 저나 정장 입을 일

이 많을텐데 매번 드라이클리닝 하는 것도 번거롭고, 또 미세먼지가 

요즘 많다보니까 의류관리기를 사서 관리를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림 12 신혼부부 할인 안내 포스터 (출처: LG베스트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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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어요.” (부부 5)

  또한, 초기 결혼생활동안 결혼하기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세탁 실천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탁기는 일반적으로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 가전으로 인식하는 반면, 의류관리기와 건조기는 주로 결혼이 계기

가 되어 구매되었다. 결혼 전 1인 가구로 지냈던 모든 참가자가 건조기

와 의류관리기를 보유하지 않았었다. 의류관리기와 건조기의 공통점은 

의류(건조기는 침구류도 포함)에 묻은 먼지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다. 

의류관리기는 청결한 의복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인데 의복에 미세

한 진동을 줘서 의복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 건조기

의 경우 작동 중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먼지가 서로 

뭉쳐서 집진 된다. 부부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시간 미세

먼지 정보에 반응하여 새로운 ‘건식 세탁 수단’으로서 의류관리기와 

건조기를 사용한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 많고 그런 날은 침구 털기 기능을 사용하면 

막 먼지가 싹 빨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건조기는..” (부부 5)

일반적인 물세탁 방식에는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빼는 동작이나 세제 

투입 등 ‘절차’ 요소에서 조건이 많이 생기는 반면, 의류관리기를 사

용한 의복 관리는 가사노동으로서 인식하기엔 절차적 번거로움이 적었던 

것이 이러한 ‘건식 세탁’ 실천에 큰 원인으로 보인다.

  새롭게 구입한 가전제품들이 제공하는 에너지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부

부는 점차적으로 그 가전제품들을 더 자주 사용하는 방향으로 실천이 바

뀌었다. 건조기의 경우 빨래의 마지막 과정인 건조 과정을 간소하게 해

주는데, ‘절차’ 차원에서는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도구’ 차원

에서는 건조를 위해 점용해야 하는 공간을 아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

자 부부는 평소보다 더 자주 빨래 실천을 하게 되었고, 전에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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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지 않던 이불 빨래도 마치 일반 옷감 빨래처럼 다루게 되었다.

“이불 빨래는 지금은 최소한 두 배는 더 하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불 빨래라는게 거의 분기별로 한번 하던거였는데 건조기가 있으니 

그냥 돌리면 되는거라..” (부부 7)

4. 관계

3-1) 선물로 받는 가전제품

  결혼이라는 생애전환적 이벤트에는 부부만이 아니라 부부의 가족과 주

변 사람들도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결혼식 당일에는 하객들이 부부

를 축하하기 위하여 모이고, 축의금을 전달한다. 일부는 축의를 돈이 아

닌 선물로 전하곤 하는데, 가전제품은 흔히 축의금을 대신하는 선물로 

이용된다. 아홉 부부 중 여섯 부부는 축의금을 대신하여 지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선물받은 적이 있었다. 에어프라이어, 커피머신, 와인냉장고, 

의류관리기 등의 가전제품이 선물로 선택되었다. 여섯 부부 중 세 부부

는 부부의 지인과 부부가 사전에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구매할 물건을 확

정한 뒤 구매, 선물 되었고, 나머지 세 번은 부부가 제품 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선물이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종종 부부가 필요로 하

지 않는 물품이 부부에게 선물로 전달될 수 있다. 불필요한 선물이라고 

해서 축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거절하기란 어렵다. 선물을 준 사람과 

부부가 사전에 선물 품목에 대해 협의하고 선물하는 경우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상황이겠지만, 선물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받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반응을 예상하며 선

물을 준비하기도 하므로 선물 품목을 사전에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이 일종의 즐거움을 반감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 9는 지인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캡슐 커피머신을 선물받았다. 부

부 9는 평소에 캡슐 포장된 커피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환경적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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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축하의 선물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이지 못한 행동이었고, 따라서 부부 

9는 별다른 의사 표현없이 선물을 감사하게 받았다.

“커피머신은 저희가 선물 받은건데요, 사실 커피를 한동안 계속 안

마셨는데, 이걸 받고나서 커피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희는 개인적으로 캡슐 넣어서 쓰는 커피머신은 여러 이유로 쓰고싶

지 않았었는데.. 이걸 선물해주신 분이 말씀없이 있다가 갑자기 선물

해주시는 바람에 받아서 쓰고 있어요.” (부부 9)

  

  부부 9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실천

을 시도해볼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웨딩 레지

스트리(Wedding registry)’라고 부르는 결혼 선물에 관한 사회적 실천이 

존재한다. 이는 결혼 당사자인 부부가 사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희망 선물의 품목들과 가격, 브랜드 등 상세한 정보를 담아 목록화해서 

결혼 하객들과 공람하고, 하객들은 자유롭게 이 목록에 있는 물품 일부

를 축의금 대신 축의 선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타인이 주

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결정에 부부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부부 9가 겪었던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가전

제품 선물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오늘날의 웨딩 레지스트리는 IT 

기술과 접목되어 부부가 작성한 희망 선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하객들은 해당 리스트에서 선물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구매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 선물된 물품은 자동으로 리스트에서도 빠지

게 된다.

  웨딩 레지스트리 아이디어는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의미’의 측면에서는 기존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와 

가까운 관계의 지인이 선물을 주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과 선물하는 사람이 부부와 직접 소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간편하다는 인

상을 준다. ‘절차’의 측면에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부부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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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항을 파악하고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도구’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IT 기술이나 물품 배송 등이 관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은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도입

을 시도해볼수 있겠는데,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의 측면에서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의 웨딩 레지

스트리를 제공하는 업체는 대부분 웨딩 레지스트리 리스트의 물건을 직

접 공급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그러한 백화점과 독점 계약을 통해 운영

되는 업체들이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는 웨딩 레지스트리 서

비스를 통해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기는 방식의 운영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소비 감소의 측면에서 득이 되는 방식으로 웨딩 

레지스트리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안을 고심해볼만 하다.

3-2) 갈등예방과 행복추구 수단으로서의 가전제품

  연구자가 만난 신혼부부들은 모두 결혼하던 시점에서 맞벌이 부부였

다.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의 

맞벌이 가구는 가사 노동에서도 평등한 분배를 추구한다. 반대로 말하면 

가사노동 분담이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

그림 13 웨딩 레지스트리 서비스 예시 (사진: https://www.zo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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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양한 가전제품에 의존하게 된다.

“제가 추구하는 생활은 저나 와이프가 둘 다 직장인이니 그러면 집

안 살림이나 이런 것들도 가전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부부 1)

“싸움을 좀 줄일 수 있는.. 가사생활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왜냐면 

둘 다 맞벌이니까 그걸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소도 우리가 못하면 로봇청소기를 시키자. 그리고 설겆이도 우리

가 못하면 식기세척기 시키자.. (...)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평화였습

니다.” (부부 4)

  부부 1과 부부 4 모두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이 주는 피로

감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 있

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최대한 가사노동을 

절약해줄 수 있는 가전제품들을 다 구입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른 에

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실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 

부부들이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가사노동을 의존하는 원인은 맞벌이 생

활과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집에서 이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

문이며, 집은 피로를 회복하는 공간으로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맞벌이 부부가 결혼할 때 많은 수의 가전제품을 사는 원인은 일부 

바쁜 직장생활에서 온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직장, 업무의 

강도가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함의가 남

는다.

  한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가전제품들이 사용되었다면, 

부부는 또한 적극적으로 결혼생활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가전제품들

을 동원하기도 한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취미생활이 대표적이다.

“캠핑 붐이 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 좋을지 이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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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음식해먹는거 되게 피곤하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재미가 있길래 (사람들은) 저런 걸 할

까? 부부끼리 하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본 

거죠.”  (부부 3)

부부 3은 밖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부부가 된 

후 ‘캠핑’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캠핑이 에너지 소비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캠핑 사이트로 이동하는 교통과 캠핑 기간에 필요한 각

종 도구, 주로 일회용 식기 사용에 따른 에너지가 있다. 중요한 점은 결

혼 전에는 번거롭고 흥미를 돋지 못하던 여가활동도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이 되었을 때는 새롭게 바라보고, 시도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혼생활은 이렇듯 부부가 한 공간에서 전과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시

간을 함께 보내게 되며, 끊임없이 소통하며 배우자를 알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부 3과 같이 취미활동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도 한

다.

3-3) ‘합집합’ 구매를 통한 타협

  부부에게 혼수 가전제품은 앞으로 함께 사용할 가전제품이지만, 부부

는 개별 가전제품의 필요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 부부의 특정 가전

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는 해당 가전제품에 투자하고 싶

은 최대지불의사 비용의 차이로 연결된다. 아홉 부부 중 여섯 부부가 이

러한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를 경험했다.

“저는 냉장고는 그냥 기본적인 냉장실, 냉동실 기능만 되면 되고 

공간만 넓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큰 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요.” (부부 2, 남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의견 대립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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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인과 남편 모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다. 이를 ‘합집합 구매’라고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고가의 대

형 TV에 높은 필요성을 느낀다면 대형 TV를 구매하는 대신 부인이 높

은 필요성을 느끼는 양문형 브랜드 냉장고 구매에 대해서 일절 불만을 

표하지 않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대형 TV와 양문형 브랜드 냉장

고 모두 구매하게 되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다. 합집합 구

매를 통해 부인과 남편 모두 최소 한가지 종류의 가전제품에서 원치 않

는 과소비를 경험하게 되지만(남편에게 양문형 브랜드 냉장고와 같이), 

그로 인해 받는 경제적 손해보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을 추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TV를 양보받은 만큼 냉장고는 부인에게 양보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양보했던 거죠” (부부 2, 남편)

“그래서 결국 냉장고는 부인이 사고싶던 예쁜거 사고, 티비는 제가 

사고싶었던 큰거 사고 그렇게 되었네요. 이런거로 길게 얘기해봤자 

또 100% 싸우니까.. 그냥 각자 사고싶은거 사자 이렇게..” (부부 3)

  흥미로운 점은 합집합 구매를 경험한 여섯 부부 모두 다 TV와 냉장고

를 고르는 상황에서 위에 인용한 부부 2와 부부 3처럼 잠재적인 갈등상

황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섯 부부 모두 냉장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부인이었고, 대형 TV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남편이었다.

  한편, 합집합 구매는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반드시 과소비를 하게 되

는 상황이므로 부부의 경제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력의 영향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인 결

혼을 대비해서 저축하는 단계에서 영향을 주었다.

“사실 아주 많이 버는 부부나 아주 많이 쪼들리는 부부가 아니고서

야 아마 대체로 혼수로 사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할거 같아요.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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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는건 얼추 다 정해져 있어서 돈도 대충 정해져 있고, 그 돈을 

빨리 모은 사람은 빨리 결혼하는거고 아닌 사람은 몇 년 더 기다리

는거고 그런거죠.” (부부 7, 남편)

부부 8의 남편의 구술을 보면 부부는 혼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신들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다음 절의 토의에서 다루도록 한다.

5.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

나는 비합리적인 소비 현상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사회적 실천이론을 적용하여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

의 행위주체성이 단순히 부부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개

인적, 물질적인 여러 요소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실천

의 종합적인 맥락을 조사하는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도구-절차 모델’을 바

탕으로 ‘관계’요소를 새롭게 추가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신혼

부부 아홉 쌍과 가전제품 판매 전문점 직원 한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 행위주체성은 의

미, 도구, 절차, 관계 요소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서론에서 연구질문을 통해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이 개인적, 물질

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었다. 이에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재분류하여 보겠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혼수 가전

제품 구매 실천은 부부가 결혼 전에 바라왔던 ‘결혼의 로망’이나 선망

하던 결혼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다수 구입하는 모

습을 보였다. 그리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혼수 할인과 같은 

정보를 적극 활용하였다. 혼수 할인을 통해 부부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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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틀 하위요소 연구결과 관련 

가전제품 실천에 주는 영향

의미

사회적 
통념

새로운 삶의 
시작을 
표현하는 수단

모든 종류 Ÿ 새제품 구매 선호
Ÿ 사용했던 제품의 빠른 폐기

이미지

선망하던 
결혼생활 
이미지 속 
가전제품

대형 TV
음향기기
커피머신
토스트기

Ÿ 선망하던 결혼생활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가전제품 구매
Ÿ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해옴

체면
민감성

체면민감성에 
의한 
가전제품의 
과시적 소비

양문냉장고
대형 TV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의류관리기

Ÿ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목적으
로, 기능적으로 필요한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품 구매
Ÿ 집들이 등의 순간이 체면민감
성에 큰 영향
Ÿ 다른 부부의 소비에 비해 비슷
하거나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함

도구

기반시설 
및 연관 
도구

신혼집의 구조 – 빌트인과 
전실확장

냉장고
드럼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식기세척기

Ÿ 이미 시공된 빌트인 구조가 구
매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제한하거
나 강제함
Ÿ 베란다 전실확장으로 인한 자
연건조 공간의 필요성이 건조기 구
매로 상쇄됨

간접 
관련 
도구

인터넷과 SNS 
공간

SNS
인터넷 커
뮤니티

Ÿ SNS의 정보와 과시욕구가 가전
제품 구매 실천에 영향을 줌

절차

관련 
지식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의 혼수 
할인 정보

모든 종류 Ÿ 혼수 할인정보가 부부가 처음 
계획보다 많은 제품 구매 조장함

관련 
경험 결과 없음 - -

숙련도, 
노하우

미세먼지 
정보와 세탁 
실천의 변화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Ÿ 미세먼지 정보에 반응하여 먼
지 제거 목적으로 건조기와 의류관
리기 사용
Ÿ 건조기를 먼지 터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새로운 세탁방법이 개
량된 실천으로 나타남

관계

부부 
외적 
관계

선물로 받는 
가전제품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Ÿ 부부가 개입하지 않은 가전제
품이 구매됨
Ÿ 선물을 특성상 거절하기 힘들
고, 일단 받으면 사용하게 됨

부부 
내적 
관계

갈등예방과 
행복추구 
수단으로서의 
가전제품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건조기
에어프라이어

Ÿ 맞벌이 가사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필요로 함
Ÿ 비용적인 부담보다 부부의 관
계를 행복하게 지키는 것을 우선시

의사결정 
방식

‘합집합’ 
구매를 통한 
타협

대형 TV
양문냉장고

Ÿ 부부가 각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전제품이 다를 경우, 양측 모두 
원하는 가전제품을 다 사게 됨

표 4 연구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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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곤 하였다. 다음으로는 서로에게 큰 애정을 느

끼고 행복을 추구하는 부부 내적 관계의 특성 또한 가전제품 구매에 행

위주체성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잠재적 갈

등요인이 될 수 있는 가사노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다

양한 가전제품에 구매하여 가사노동을 피로를 줄이려고 하였다. 마지막

으로 부부는 각자 가전제품들에 대한 필요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는

데,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 원하는 가전제품을 다 사게 되는 

‘합집합’ 형태의 구매를 하였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부는 더 많

은 비용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신혼집의 구조 그 자체가 특정 규격의 가전제품 선

택을 강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사이즈의 냉장고나 식기

세척기만 빌트인으로 시공해 넣을 수 있게 되는 상황과 전실확장으로 베

란다가 없는 구조의 집에서는 빨래를 자연건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건

조기를 구매하게 하는 행위주체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SNS와 같은 인터

넷 서비스는 가전제품 구매에 직접 관련된 도구는 아니지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가전제품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자기표현의 공간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혼수 가전제품 구매에 행

위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먼저 ‘결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부부의 가전제품 구매에 행위주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부부는 

‘새로운’ 삶의 시작에 맞춰 대부분의 물건들 또한 ‘새로움’이라는 

기준에 맞게 새 것으로 구매하였다. 원래 사용하던 물건들도 ‘새로움’

이라는 기준의 충족을 위해 조기에 폐기하고 다시 구매하는 실천 또한 

관찰되었다. 체면민감성에 따른 과시적 소비도 볼 수 있었다. 부부는 다

른 부부들이 구매하는 물건들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액수만큼 자신들 부

부도 최소한 그에 비슷한 만큼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중요시하였

다. 이로 인해 부부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선택

하는 과시적 소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고조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또한 특정 가전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었다. 부부는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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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반응하여 의류관리기를 가동하였고, 이불에 쌓은 먼지를 털기 위

해 마른 이불 상태로 그대로 건조기를 돌리는 개량된 실천을 하였다. 마

지막으로, 부부가 결혼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자 주변 사람들이 

축하의 의미를 담은 결혼 선물을 부부에게 보내곤 하였는데 이때 종종 

가전제품이 선물로 이용되었다. 선물의 특성상 거절하기가 어렵고 부부

는 선물로 받은 가전제품을 사용함으로서 에너지 소비가 가중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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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1. 논의

1) ‘절차’ 요소의 제한적인 영향력

  앞선 연구 수행을 통해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이 이 연구의 분석틀

에서 채택한 네 가지 요소, 의미-도구-절차-관계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의미하는 바가 각

각 다르듯 실천이 나타나게 만드는 영향력도 각각 달랐다. 연구 결과, 

‘의미’ 요소가 실천에 큰 영향력를 행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회적 통념이나 선망하던 삶의 이미지를 실현

하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체면민감성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일관되게 언급하였다. ‘관

계’ 요소도 비슷하게 부부가 부부 사이의 갈등해소와 행복추구를 몹시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자주 언급되었다. ‘도구’ 요소는 부부에 따라서 

언급되는 빈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절차’ 요소의 영향력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크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절차’ 요소의 

주요 결과는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의 혼수 할인정보와 미세먼지 정보가 

부부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연구를 설계하던 

시점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할인정보’나 ‘미세먼지 정보’ 외

에도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월간 전기요금 수준’,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같은 점도 많이 언급될 것이라 예상했

으나 아홉 부부 중에서 한 부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절차’ 요소의 영향력의 공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절차’의 하위

요소들인 각종 정보, 경험, 숙련도, 관련 규정이나 암묵적인 규칙에 대한 

이해, 일정 등은 주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혼수 가전제품 구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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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대부분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절차’ 요소의 영향

력이 적다는 점과 ‘절차’ 요소가 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하위요소

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실천에서 ‘절차’ 요소에 행위주체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유도하는 것

이 신혼부부의 과소비와 비합리적인 구매를 막고 에너지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절차’의 약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전제품을 체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에 

실천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독경제’와 ‘공유경제’ 모델을 다

양한 가전제품에 접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구독경제는 공유경

제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월, 연 단위의 사용권을 구매하여 

해당 기간에 한해서만 계약된 재화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

한다. 원래 ‘구독’이라는 말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정기적으로 간행

되는 읽을거리를 받아보는 말로 쓰였으나, 현재는 쓰임새가 확장되어 컴

퓨터 소프트웨어나 가전제품 등의 재화의 이용권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쓰는 서비스를 총칭하고 있다. 가전제품 중에는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의 경우 구독형(‘렌탈 가전’으로도 부름)으로 이용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조선일보, 2016).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구독경제 모델의 장점은 부부가 결혼 전에 사용해본

적 없었던 가전제품을 미리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 있다. 실

천이론에서 말하는 ‘절차’ 요소의 ‘경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정

수기, 비데,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필수 가전으로 인식되는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또한 일정기간 체험의 시간을 가

진 후 실제 소유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한다면 가전제품 구매 실천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접목에 방해가 되

는 요소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도구’ 요소에서는 구독형 가전제품을 

운반, 설치하는 번거로운 과정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에너지 소

모를 생각할 수 있다. ‘의미’ 요소에서는 혼수 가전제품을 구독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체면민감성’ 측면에서 신혼부부가 원치 않는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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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이 존재한다. 

  공유경제형 모델은 구독경제형 모델과 달리 하루나 시간 단위, 혹은 

사용 횟수 단위로 사용 권한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가

전제품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는 코인 세탁

방일 것이다. 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정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구의 결과로부터 부부가 미세먼지 농도 정보에 반응하여 의

류관리기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미세

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

다면, 의류관리기에 공유경제형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부부가 

의류관리기 구매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류관리기는 1회 

이용에 짧게는 20분 정도부터 길게는 2시간 가량 작동하는데 이는 코인 

세탁방의 세탁기와 건조기의 1회 사용 시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에 

코인 세탁방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절차’ 측면에서 이미 익숙한 

일정 관리를 요구한다. ‘도구’ 차원에서는 의류관리기가 부부와 물리

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Sahakian (2019)에서

도 언급되는 지역 단위,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직접 운영되는 공용 

세탁실과 같은 방식으로, 의류관리기를 하나의 아파트 구성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성은 충족시키면서 가정마

다 각각 구매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단, ‘구독 경제’ 혹은 ‘공

유 경제’ 모델을 가전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시도는 철저히 에너

지 소비실천의 관점에서 디자인되어야 하며 유행하는 옷을 바꿔입듯 가

전제품도 입맛대로 바꿔서 쓰는 풍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

다.

  결혼 전 일정 기간 동거를 통해 결혼생활에 가까운 경험을 결혼 전에 

가져볼 수도 있다. 일정기간 동거 후에 결혼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

부 사이에 혼수 가전제품 구매에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과 에너지 소비 

패턴이 다를 수 있다. 동거를 통해 달라지는 에너지 사용 패턴이나 전

기, 가스요금의 수준 등을 사전에 알고 나서 혼수 가전제품 구매를 한다

면 전력효율 정보를 더 신경 쓰고 꼭 필요한 가전제품과 그렇지 않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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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품을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 이는 ‘절차’ 

요소의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의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혼전 동거라는 실천이 문화적으로 널리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분위기는 확산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혼전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왔지만 여전히 부모 세대는 자

녀의 결혼 전 동거를 선호하지 않는다(김준일 외, 2018).

  그 다음으로는 혼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신혼부부가 ‘절차’ 요소에 

영향을 적게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직관적

인 원인은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신혼부부가 초혼이라는 점이 있다. 생

애 첫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초혼 신혼부부는 자신들이 구매하는 가전제

품과 결혼 후 바뀐 환경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사용과 전기

요금을 유발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

황에서 에너지 소비효율과 같은 정보가 실제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사실

을 실감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의 사회 전체가 에너지 소비 문제를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으며, 에너지에 둔감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다.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연구참여자는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과금 지출을 부모님이 항상 관리하셨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나 폐기

물 발생량과 같은 문제를 자신의 일이라 실감해본 적이 없었다. 원룸에

서 1인 가구로 지냈던 연구참여자는 원룸에 입주할 때부터 ‘옵션’으로 

제공되어 있던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 또한, 회사 기숙사에

서 생활했던 연구참여자는 공과금을 모두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었다. 많

은 사람들은 이렇듯 매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에너지 소비 문제에 주

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 없이 살아간다. 에너지에 대한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없이 맞이하는 결혼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서 에너지와 관련

된 기준들,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전기요금, 기후변화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 납부고지서

를 부모-자식이 함께 읽거나 전력량계를 같이 확인하는 등 결혼 전의 생



- 68 -

애 과정 속에서 가정이라는 공간이 에너지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하

는 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 위에서 연구참여자 부부들을 다시 돌아보면, 아홉 부부 

중에서 마지막 부부인 부부 9만이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기후변화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혼수 가전제품 장만 실천을 하였는데, 부부 9는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과 일정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현업과 별개로 기후변화 학술 및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 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규범적 

태도가 결혼 준비과정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앞서 도출한 ‘절차’ 요소

의 이론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부부 9의 사례를 보면 평소의 에너지 소비

에 관련된 정보 습득과 관심이 결국 결혼과 같은 상황에서도 에너지 소

비실천을 보다 생태, 환경친화적이게 만들어준다. 부부 9와 비슷한 실천

을 하는 사례로는 이른바 ‘에코웨딩’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에코웨딩은 결혼식 자체의 허례허식을 최대한 줄이며 결혼 준

비과정 전반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도록 계획하는 결혼

을 의미한다. 에코웨딩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에 비해서는 작

지만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에코웨딩에 관한 질적 사례연

구를 수행한 방윤영(2019)의 연구에서는 에코웨딩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사회적 가치관과 지구 환경에 대한 평소의 가치관

이 반영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를 ‘생태시민성’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 연구에서 만난 부부 9의 경우에도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서 다른 부부와 구분되게 행동한 원인은 기후변화 학술 및 시민단

체 활동을 지속하며 지구 환경과 기후변화를 의식하는 생태시민성을 키

워온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SNS 공간의 행위주체성

  SNS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텍스트나 사진,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공간이다. 또한 SNS에서 자신이 올린 게시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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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응을 얻을 수 있고, 역으로 타인의 공간에 방문해서 게시글을 

확인하고 반응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SNS를 사적이면서 공적인 

공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연구의 결과에서 누구나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라는 점이 SNS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도구’ 요소에서 SNS 공

간을 다루었다. 그러나 SNS 공간에서 활동하며 얻는 감성적 충족감이나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무수한 정보들을 생각해보면 SNS는 ‘의미’ 

요소와 ‘절차’ 요소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요소의 특성을 보유한 SNS라는 공간은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서 강

한 행위주체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단락에

서는 연구결과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SNS 공간과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의미’ 요소에서는 부부의 체면감수성이 혼수 가전제품의 과시적 소

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였다. 과시적 소비는 문자 그대로 소비가 과시

로 연결되는데 SNS 공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시적 자기표현의 장으로

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예를 들어 우혜진 외, 2017). 과시적 자기표현은 

타인에 비해 자신이 갖는 비교우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연구에 참

여한 여러 부부들은 앞서 구술하였듯 다른 부부들이 ‘평균적으로’ 어

느 정도 고가의 제품들을 소비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 평균이 부부의 

체면민감성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며 적어도 다른 부부들에 뒤처지지 않

을 정도로 소비를 해야 자신들의 체면이 지켜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

다. 이때 SNS 공간은 부부들이 그러한 ‘평균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많이 제공한다. 앞서 언급하였든 해쉬태그(#)를 조합한 검

색어를 통해 간편하게 타인의 혼수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에 관한 정보

를 여과해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흔히 실생활에서의 친구 그룹이 SNS

에서도 그대로 친구(혹은 팔로워 등의 명칭으로 구분되는) 그룹으로 연

결되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이

면서 결혼한 친구 부부나 직장 동료들이 올리는 포스팅을 통해서도 그들 

부부의 결혼 준비과정이나 혼수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한



- 70 -

다.

  ‘절차’ 요소 측면에서도 SNS 공간은 행위주체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비사회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를 수

집할 때 객관적인 제품 사양을 탐색, 비교하기보다는 구전되는 정보들에 

많이 의존한다(성영신, 1994). SNS 공간의 무수히 많은 경험담성 글들은 

부부가 쉽게 참조하는 구전 정보로서 기능하고, 부족한 정보는 댓글이나 

DM(Direct message, 1:1 채팅)을 통해 수집하게 도와주었다. 그와 함께 

SNS 공간에 게재되는 수 많은 광고 정보들도 부부의 구매 결정에 영향

을 주게 된다. TV 광고와 다르게 SNS에 게재되는 광고들은 사용자 맞춤

형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특정 사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의 광고들이 해당 

사용자의 화면에 더욱 빈번하고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혼수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정보 등에 대해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그 부부의 

화면에는 관련한 제품이나 브랜드 광고가 거듭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SNS의 광고 전시 효과를 입증하듯 SNS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규모는 

2020년 처음으로 TV 광고시장의 규모를 넘어섰다(매일경제, 2020).

  종합하자면, SNS 공간이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서 강한 행위주체

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것이 접근과 이용이 간편하다는 ‘도구’의 속

성과 과시표현의 장으로서 활발히 사용된다는 ‘의미’의 속성,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정보와 광고를 담고 있다는 ‘절차’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에서 SNS 공간의 강

한 행위주체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비 감축의 기회

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외하면 SNS 공간이 직

접 가전제품의 과소비를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SNS는 단지 빠른 

정보교환과 자기표현의 플랫폼으로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앞

서 살펴본 부부 8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혼수 가전제품 장만이나 에코

웨딩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부 8의 사례나 에코웨딩과 같은 선택이 오히려 사

회적으로 더 과시할만하고 자랑할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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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의 경제력과 혼수 가전제품

  앞서, ‘관계’ 요소에서 합집합 구매를 기술하며 혼수 가전제품 과소

비에 부부의 경제력이 의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부부 

8의 남편은 자신의 경험상 부부들 사이에 경제력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

가 나더라도 혼수 가전제품은 대체로 비슷한 물건들로 살 것이라 구술하

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력 수준에 결혼 예산을 맞추기보다는, 예산

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 결혼 자금을 준비한다는 취지의 구술이었

다. 따라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라도 구매하는 혼수 가전제품

의 종류나 수량은 다른 부부와 비슷할 것이며, 대신 결혼을 결심하고 준

비를 시작하기까지 결혼자금을 모으는 데 더 오랜 시간을 가지거나, 혹

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식으로 자금

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자산운용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

본의 약 64% 부모가 자식의 결혼자금의 40% 이상을 지원해주었다(강병

철, 2016).13)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미혼남녀들이 결혼자금이 부족할 

시 약 6,500만원 까지는 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김은진, 2021).14) 즉,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결혼자금을 설정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결혼자금은 이미 사회적으로 설정되어 있

고, 부부의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면 결혼을 미루든가 다른 방법으로 자금

을 조달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의 결혼 문화에 가까운 것이다.

  연구참여자로 만났던 부부들 역시 제각각 이미 결혼 준비에 적합한 경

제력을 갖도록 저축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또 일정 액수 이상 부모님이나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한 상태였다.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가전제품을 취득하게 만

들어 에너지 소비를 늘리게 된다. 또한,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나는 소비

는 그 자체로 건전한 소비 방식으로 볼 수 없다.

13)� 25세�이상� 자녀와� 50세� 이상�부모�총� 1,501명� 대상�조사

14)� 미혼남녀�각각� 250명�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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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소비의 대안

  기술하였듯 혼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은 좁게는 개인이 바라는 결혼 생

활의 로망이나 체면,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에 영향을 받고, 넓게는 집

의 구조나 우리 사회의 유행 등 문화와 경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나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가 도전하고 있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에

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요소들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으로 인해 수년 이내의 단기간에 고쳐지지 않는다. 즉, 혼수 가전제

품 구매 실천 자체가 사회, 문화, 기술, 경제 등이 형성하고 있는 체계 

속에 결합된 일종의 사회구조적 현상이며, 변화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

과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Geels, 2004).

  혼수 가전제품 구매를 줄이는 것이 빠르게 실현되기 힘들다면 대안으

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부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유

도하여 화석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상쇄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를 감

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꼽힌다. 흔히 

‘미니태양광’이라 부르는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베란다나 옥

상에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전기는 가정

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전력 공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가

정 내 에너지 생산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되기도 한다.15)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이 혼수 가전제품 구매를 위해 찾아온 신혼부부가 

미니태양광 설치를 하게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혼수 가전제품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이 부부가 계획에 없던 가전제품을 추가로 구매하

15)�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에� 관해서는� 윤순진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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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의 할인, 사은

품 제공을 못하게 규제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할인이나 사은

품 제공 전략을 전략적으로 미니 태양광 패널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혼수 가전제품을 구매한 부부에게 사은품으로서 미니 태양

광 패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니 태양광 사은품은 기존의 

가전제품 사은품과 비교하여 더 선호할만한 유인이 있다. 사은품으로 받

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용도를 못 찾아서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부부는 

실질적으로 사은품을 통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태양광 

패널의 경우 설치만 하면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익을 만들어내므

로 부부는 지속적, 실제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또한, 미니 태양광을 설

치하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부부는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며,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기회도 얻게 된다(백종학, 윤순진, 2015).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결혼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생애전환적인 이벤트가 가전제품의 비합리적인 구매로 

연결되는 맥락을 밝혀주었다. 당면한 기후위기 속에서 에너지 소비 감축

은 시대적 과업이고, 결혼은 개인의 생활방식이 크게 바뀌는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와 결혼을 연결지어서 보는 연구가 이제까지 없었

다. 이 연구를 통해 에너지 소비 행동 연구에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연구

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가 에너지 소비실천이 변화

하는 계기로서 결혼을 주목한 것처럼, 또 다른 보편적 생애전환적 이벤

트, 예를 들어 출산, 이사, 취직 등의 상황에서의 에너지 소비 실천의 변

화를 생각해볼 수 있게 관찰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실천의 주체가 복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

라 분석의 틀에 ‘관계’라는 요소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활용하였다. 지

금까지의 실천이론 문헌들이 실천의 주체로서 한 명의 개인을 전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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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발전시켜왔다면, 이 연구는 혼수 가전제품 구입과 같은 상황에서

는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의 실천 주체가 되는 상황도 있음을 보고하였

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실천을 할때는 그들 내부적인 의사소

통에 따라 실천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관계’ 요소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복수의 사

람으로 구성된 어떤 조직이라도 단일한 실천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서는 ‘관계’ 요소를 포함한 분석의 틀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국내의 에너지 소비 관련 학계에 실천이론의 도입과 

논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언급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에 따라 에너지 소

비 감축은 시대적 과업이며 실천이론의 활용성은 에너지 소비 감축 분야

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실천이론의 적용에 관

한 연구나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국내에 실천이

론 논의에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실천이론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이

론의 발전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신혼부부는 모두 초혼이었고, 대조군으로서 재혼부

부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혼이라는 상황은 초혼에 비해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재혼 상황을 주목해볼만한 이

유는 재혼자들은 이미 결혼 준비과정과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절차’ 요소에 있어서 매우 

큰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절차’ 요소에는 지식과 경험, 노하

우 등이 포함된다. 가정을 이미 꾸려보면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

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혼수 가전제품 구

매에 있어서 초혼 부부와는 구별되는 실천을 보일 수 있다. 제품의 가격 

효용성과 에너지 소비 등급 등의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반대로 체면민감성에 대한 반응이나 선망하는 삶의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가전제품 구매 실천이 장려되므로, 재혼부부의 실천을 이

해하는 것은 초혼부부가 ‘절차’ 요소 측면에서 마치 재혼부부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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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상태로 가전제품 구매 실천을 할 수 있게 만

드는 방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므로 설계상 다양

한 세대의 부부 의견을 수렴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기억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결혼 2년 미만의 부부만을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였고, 이 과

정에서 연구참여자 전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가 되었다. 이

에 따라 이 연구는 해당 세대의 의견만을 수집하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층면접을 시작하면 기본 인구통계 질문들과 함

께 사회, 경제적 위치를 알기 위해 소득수준, 집의 평수, 직업군 등에 대

해서도 질의하였다. 그런데 답변을 꺼리는 참여자들이 있었고, 결과적으

로 해당 질문을 삭제한 질문지로 바꿔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원

인은 대다수 면접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로 진행되어서 연구참여자와의 내적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온라인 진행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연구참여자들로부

터 자택의 사진을 받아 활용하였지만 이 또한 모든 연구참여자가 협조해

준 것은 아니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활

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질적연구의 연구자 

모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

는 연구자들이 연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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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phenomenon that newlyweds and soon-to-be 

married couples’ irrational purchases of home appliances could driv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Since household energy consumption 

highly accounts for use of home appliances, marriage could be a 

crucial moment for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patterns, because 

acquisition of variable home appliance is made in short period. 

Approaching on a perspective of Social practice theory (SPT), agencies 

in practice of home appliances purchase are conceptualized to be 

distributed over many elements in society. Drawing on the bo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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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material-procedure model’ that is now widely cited in SPT 

academy, ‘meaning-material-procedure-relationship model’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Meaning’ includes social norms, images and social face, which are 

subjective, emotional and relative terms in doing the practice. 

‘Material’ is second element that basically includes all kinds of 

physical objects used in doing the practice and technologies embedded 

in the objects. ‘Procedure’ includes knowledge, experience, 

competence and know-how that are required to perform a practice in 

a certain way. Lastly, element ‘relationship’ has not been used in 

existing SPT literature, however, proposed for this study with a concern 

that practice of home appliances purchase is not made by sole 

individual but both husband and wife, which means more than one 

person are directly associated in the practice. Hence, communication 

and 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possibly affect practice of 

home appliance purchas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data were collected 

by 10 semi 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9 of which were conducted 

with newlyweds and one with a seller in a home appliance store.

Results show that practice of home appliance purchase emerges 

under influence and interaction among the elements of practice; 

‘meaning’, ‘material’, ‘procedure’, ‘relationship’. the results 

are explained respectively in individual level, material level and social 

level. In individual level, practice of home appliance purchase is 

associated with desire of fulfilling so-called ‘marriage fantasies’ and 

‘long-wished marriage life’. Also, variable discount information and 

reward events of home appliance store affect the practice. Lastly, 

intimacy between husband and wife also has agency as they buy more 

home appliance in order to reduce stress and avoid possible conflic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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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chores.

In material level, house structure has agencies. ‘built-in’ structure 

of the house compels certain kinds of appliance with certain size. And 

balcony removal trend pushes couples to buy and use a tumble dryer 

as line drying method requires some open space that conventionally 

balconies did. Social Network Service (SNS) indirectly, but strongly 

exercises agency as well.

Finally, in social level, the social norms on marriage; “a happy 

marriage is a NEW beginning of life” has agency on the practice. 

Couples abandon or re-sell lots of stuff which they were previously 

using then buy new ones during the furnishing period, because they 

think OLD stuff no longer fits to their new house and new beginning. 

Conspicuous consumption also appears in the purchase. Couples often 

care how much other couples spend on home appliances and do now 

want to spend less budget than them. Growing concern on air pollution, 

in particular, particulate matter boosts demand on ‘Dry-cleaning 

closet’ and tumble dryer as those appliances are designed to remove 

dirt on clothes. Lastly, just before or after marriage, husband and wife 

would sometimes receive congratulatory presents from their friend 

groups and coworker groups. Appliances are often chosen for a 

present. Therefore, the husband and wife acquire unplanned home 

appliance which will lead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Drawing from the results, some insights are suggested for discussion. 

Firstly, ‘procedure’ has restricted agency on the practice. Since 

‘procedure’ includes objective knowledge, experience, know-how and 

so on, raising agencies of ‘procedure’ could induce couples toward 

more rational and economically sound purchase. To do so, application of 

subscription economy and sharing economy model on home appliance is 

suggested. This idea came from living lab experiments, key point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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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people have experience of ‘how the living with that appliance is 

like’. Living together before marriage may also helpful. When couples 

live together, they will come to understand and learn which appliances 

they would and would not require in marriage life. However, public 

perception on cohabiting before marriage is a major obstacle.

SNS persistently exercise strong agency on those people who are 

preparing marriage to set their standard more luxurious. It offers easy 

accessibility, numerous information and a private space for self-display 

and emotional satisfaction. However, these features, at the same time, 

can be opportunities to turn the existing practice of home appliance 

purchase into a more sustainable form.

I also argue that economic status of husband and wife does not 

necessarily affect the scale of home appliance purchased. Rather than 

planning a budget within their actual economic capacity, people would 

put off marriage decision until they get wealthy enough or make a 

loan to buy as many home appliances till they feel enough. In other 

word, the budget for home appliance purchase is socially negotiated. As 

a result, husband and wife acquire home appliances more than they 

need and their economy can afford, which, at the end, connects with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Last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admitting practice of home 

appliance purchase is a socio-structural phenomenon, thus shifting the 

practice into a more sustainable form does not only require long term 

period, but also collective approach. An alternative choice for 

immediate sustainability effect in practice of home appliance purchase 

is to attract husband and wife towar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home. To do so, home appliance store can strategically provide 

customers with small scale solar panels as a reward for their home 

appliances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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