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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소비성향은 부모를 닮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부

모-자녀 세대 간 전이는 오랫동안 사회화의 맥락에서 당연한 결과물로 

간주되는 것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코호트적 

세대 간 차이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시장환경으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자 행태를 고려한다면 소비성향의 세대 간 연속성에 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Z세대 자녀들은 인터넷 세대로 불릴 만큼 발달된 정

보환경 하에 나고 자란 코호트적 세대 경험을 갖고 있어 소비환경의 변

화가 세대 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에 적당한 집단이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자신의 소비성향을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어 부모의 

소비성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제보하기에도 적합한 시기에 위치

한다.  

연구 질문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생애과정 접근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하였다. 연

구 참여자는 Z세대에 속하는 대학생 자녀 11명과 그들의 어머니 11명

이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가족의 소비생활과 소비성향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는 2:1면담과 어머니∙자녀 각각에 대하여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비경험을 회고하는 1:1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문제는 크

게 세 가지로 전개되며 각각에 맞추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소비성향은 학술적으로 범주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포괄적인 개념

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과 가족의 소비성향을 이야기함에 있어 공통

적으로 나타난 것은 크게 두 가지 테마이다. 첫 번째 테마는 소비성향의 

양적인 측면으로 참여자들은 ‘많이 아끼는’, ‘안 아끼는’, ‘아끼다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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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들보다 자녀들이 덜 아끼는 성향에 

속하는 편이었으며 어머니들 중에는 ‘많이 아끼는’ 유형에 속할지라도 

강한 절약적 규범을 가진 어머니와 그렇지 않은 어머니 간에 정도의 차

이를 보였다. 이러한 양적 소비성향은 참여자가 가진 소비지향적 태도와 

관련이 깊은데 소비에 호의적이고 소비의 필요를 느끼는 문턱이 낮을 수

록 지출을 아끼지 않는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테마는 소비성향의 가치지향적 측면으로 참여자들은 다시 

‘가격 우선형’, ‘가성비 우선형’, ‘만족 우선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구매할 지 판단할 때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가격∙가성비’ 우선형은 객관적인 거래 조건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만족 

우선형’은 주관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어머니들은 가성

비를 강조하는 반면, 자녀들은 만족스럽다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선

택할 것이며 반대로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만족할 수 없으면 안된다는 

입장이 강하였다.  

소비성향의 전이에 있어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소비품목에 

따라 다른 소비성향이 전이된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아껴도 특정 품목

에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나 특정 품목의 소비에 있어서 추구하는 소비가

치가 닮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세 가치 측면의 전이 양상은 모든 가족에서 똑같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쌍마다 전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조금씩 달랐다. 그러한 전이 형태를 전형화하여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어머니와 자녀의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아끼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점

이 유사한 ‘전반적 전이형’, 소비성향 중 일부 측면과 품목별 소비성향이 

비슷한 ‘일부 전이형’, 소비성향 전반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다르다

고 인지하는 ‘비전이형’이 있다.    

둘째,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 가족의 맥락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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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형태가 같은 가족이라 해서 똑같은 패턴과 조건이 관찰되는 것

은 아니지만 전형적 사례를 기준으로 전이와 비전이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장 대비가 큰 전반적 전이형 참여자와 비전이형 

참여자의 성장과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가족 맥락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

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자녀가 어린 시

절 소비생활에 있어 ‘눈치’로 표현되는 제약을 경험하였는가 하는 점이

다. 전반적 전이형에 속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많이 아끼는 성향을 물

려받았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소비절제와 절

약의 규범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어머니가 아끼는 성향

임에도 더 지출을 잘 하는 자녀들은 제약의 기억이 관찰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족 맥락의 분기점은 어머니의 소비와 관련한 양육스타일

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체감한 제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머니

가 많이 아끼는 성향을 가진 경우, 자녀의 소비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양

육스타일을 보였으며 자녀도 자연스럽게 경제적∙심리적 제약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비지향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소비욕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허용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자신에 대

한 소비성향이 자녀에 대한 소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자녀 간의 소비성향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세 번째 가족 맥락은 어머니의 생애 소비경험이다. 어머니의 소비양

육, 더 나아가 소비성향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생애 소비경

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가정환경과 도농지역의 차이로 어린 시절 

소비문화에 노출된 정도가 다르고 자신만의 소비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

는지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 참여자의 소비지향적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 온 가족의 소비

생활 성격이다. 가족 구매의사결정에 있어 얼마나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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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긴밀하였는지에 따라 전이의 정도가 달라졌다. 이것은 어머니와 자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전반적으로 소비생활을 얼마나 개별적으로 

영위하는지를 반영한다(‘공동체성’). 가족원이 각자 소비하는 것이 자연

스러울 경우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전이로 이어지

지 않으며, 자녀 참여자는 청소년기부터 자신만의 소비성향을 발전시켜

나갔다.  

 

셋째,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에 시대 맥락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가족의 맥락은 가족 간 다르게 나타난 전이 형태를 설명하였으나 참

여자 전반에서 관찰되는 전이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전

이 형태를 불문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세대 간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코호트적 소

비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소비성향 차이

이다. Z세대인 자녀 참여자가 태어났을 무렵 한국사회는 이미 준선진국

의 경제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소비성숙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따라서 Z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발달된 소비문화를 경험하였기에 아끼는 것보다는 

소비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충실하다. ‘메이커’를 경험하며 자란 부모 세

대의 육아 소비문화 아래 있었으며 청소년기에는 소비물을 통해 자신들

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문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세대 경험이 물질적 

욕구의 효율적인 충족만으로는 부족하게 느끼고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소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Z세대의 소비성향으로 이어진다 하겠다.  

반면 Z세대의 부모 세대는 한국전쟁을 겪은 부모 아래, 기본적으로 

절약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규범을 내재화하였다. 다만 한국의 경제

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어머니 참여자 내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코호트적 

소비경험의 차이가 관찰된다. 그 차이는 자녀와 어머니 세대만큼 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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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가족맥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흐려지기도 하지만 Z세대 자녀 간에도 소비성향의 차이를 낳는 원류가 

된다.  

두 번째, 어머니 참여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시대적 변화

로 자녀 양육관의 변화가 있다. 어머니 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이란 권위적이며 친밀함이 부족한 관계였던 반면, 현재 자녀 참여자

들이 경험한 부모 자녀 관계는 민주적이며 친구 같은 친밀함이 상당히 

일반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소비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어

머니들은 자녀들의 소비욕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자녀 세대의 

하위문화 혹은 코호트적 특성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어머니 세대의 소비성향이 전이되지는 정도가 줄고 동년배인 코호트적 

세대의 소비성향에 동조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환경의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영향관계가 변화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원주민, 인터넷 세대로 불리는 Z세대는 소비생

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온라인 소비환경을 경험하였으며 발달된 정보력으

로 자기사회화를 수행할 수 있다. 새로운 구매환경에 있어 어머니보다 

적응력이 높은 만큼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어머니에

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참여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관

찰하였다. 이를 세대 간 전이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권위가 역전되는 것

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수록 소비성향의 전이 또한 

약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환경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참여자 가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세대 간 영향의 양상은 과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하

향 영향이 지배적이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여전히 하향 영

향의 관계인 경우도 존재하나, 어머니와 자녀의 개인적∙관계적 특성에 

따라 상향 영향만이 존재하거나 양방향 영향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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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변화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성향의 전

이와 비전이를 가르는 핵심은 소비에 대한 규범적 태도에 있다. 부모가 

소비의 절제나 필요에 대한 판단, 소비의 기준에 대하여 ‘어떠해야 한다’

는 규범적 태도가 강할 때 자녀가 부모의 소비성향을 닮기 쉽고 반대로 

부모가 소비를 선호의 영역으로 생각할 때 세대 간 전이는 옅어진다. 발

달하는 소비문화에서 점차 소비는 선호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세대 간 전이의 양상이 변화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둘

째, 소비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미디

어를 통한 자기사회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이받

은 소비성향은 함께 경험하는 일부 소비영역에 국한된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전까지의 논의에서 세대 간 전이 현상을 부모가 자녀에게 

소비에 대한 문화 ‘자본을 물려주는’ 것으로 비유하였다면, 본 연구는 그

와 달리 자녀가 소비성향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주요어 : 소비성향, 세대 간 전이, Z세대, 부모자녀, 소비자사회화 

학   번 : 2017-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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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소비성향은 부모를 닮는가? 한 사람의 소비 전반에서 보이는 특성은 

마치 한 사람의 행동 전반을 결정짓는 성격과 같이 생애 초반에 걸쳐 형

성되어 오랜 기간 그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의 어린 

시절 소비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경제공동체이자 어린 자녀가 한 명의 소

비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시키는 1차 사회화 

기관으로서 소비성향의 형성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가진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을 넘어 사소한 습관부터 삶을 추동하는 가

치관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을 공유하는 존재로 역할한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세대 간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은 소비와 관련된 가치관, 태도, 

지식, 기술, 선호 등 많은 측면에서 부모의 특성이 자녀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검증해왔으며(Heckler 등, 1989; Mandrik 등, 2005; Miller, 

1975; Moore & Berchmans, 1996; Schindler 등, 2014) 따라서 자녀가 

가진 소비성향의 원천을 부모로부터 찾는 것은 타당한 추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자녀 세대 간 유사성은 일상의 사례적 경험을 통해, 

또한 집단적 사회현상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기도 한다. 부모와 자

녀 간에 닮은 가족의 사례만큼이나 상호 이해 불가한 소비행태를 토로하

는 가족의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의 문화

자본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면 이들이 모여 구성된 사회

의 소비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대 간 유사성에 의문을 표하는 강력한 현상의 하나는 세대 차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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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대 연구의 시대’라거나 ‘세대 연구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이 등

장할 만큼 세대 차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박치완, 

2019),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등장한 Z세대는 ‘신인류’

라 칭할 만큼 이들의 소비성향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표현

된다. Z세대 또한 이전 세대의 자녀라는 점을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의 

소비성향이 닮는다’는 명제는 부정되는 것인지,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시대가 변하여 더 이상 세대 간에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의

문이 제기된다.  

학술적으로 소비의 영역에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오랜 연구 주제였다. 부모-자녀 

세대 간 영향에 관한 연구는 어린 자녀가 시장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소비자사회화 이론의 등장이 

기여한 바가 컸다(Ward, 1974). 다양한 소비자사회화 대행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된 것이다(Carlson & 

Grossbart, 1988; Mikeska 등, 2017).  

그런데 소비자사회화 이론은 사회화라는 개념의 본질상 그 결과로 

긍정∙부정 혹은 성패를 상정하며 어떻게 자녀가 부모와 닮은, 혹은 닮지 

않은 소비자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자녀가 부모

의 소비성향을 닮지 않은 것이 소비자사회화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 이

러한 맥락에서 세대 간 영향, 그 중에서도 세대 간 전이를 검증하는 연

구들은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와 결을 달리 하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제까지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녀와 부모의 소비가 얼

마나 비슷한지, 부모의 영향이 자녀의 소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에 관심을 가졌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세대 간 차이가 대두되는 상

황에서 닮음과 닮지 않음이 의미하는 본질에 대해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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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비자사회화를 통해 

문화자본이 전달되는 것으로 전이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Derbaix & 

Derbaix, 2019; Ladwein 등, 2009).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모방∙강

화∙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소비자사회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

은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소비행태를 학습하는지를 설명하기에도 유용함

은 분명하나,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소비자 행동의 세대 간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사

회∙경제적 지위의 상속은 부모 자녀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전

이가 아니라 계급적 동질화나 소득의 유사성이 소비성향 또한 닮게 만드

는 것이라 설명한다(Glass, 1985; Waldkirch 등, 2004). 하지만 실증적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의 설명력을 차치한 후에도 가계 고유의 선호

가 존재한다는 것, 즉 부모 자녀 간에 대인적 수준의 영향이 있음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소비성향이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전이되는 것인지 전이와 비전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세대 간 전이 연구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으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바는 시대변화의 영향이다. 기

존의 세대 간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대인간 상호작용 차원에 

논의가 머물렀으며, 일부 연구자는 전이의 주체인 부모와 자녀 두 세대

의 코호트적 특성이 변화한다면 상호작용 또한 변화할 것이므로 코호트

적 세대의 특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Ladwein 등, 2009; 

Moore & Berchmans, 1996).  

이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을 둘러싼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족 

체계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요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

녀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디어의 개인화 현상으로 인해 부

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의 소비환경은 줄어들고 소비 관련 

정보 습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 어린 나이부터 자녀 스스로 소비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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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세대의 자기학습적 역량이 강화되고 자

녀의 디지털 생활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자 및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하

는 부모의 방관적 태도가 더해지면서 가족 내 공유와 통제가 점차 부재

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가족 디지털 격차(family digital divide)’라는 

용어도 제기된 바 있다(Segatto & Dal Ben, 2013). 

이외에 시장환경의 변화도 가족 내 부모-자녀 세대 간 분화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의 세분화가 고도

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정당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자녀 개개인이 어

린 시절부터 행사하는 소비력이 커졌다(Shim 등, 2011). 또한 부모세대

가 보유한 시장환경에 대한 지식의 상당 부분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

고 빠르게 진부화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랜 논의의 주제였던 세

대 간 전이에 대해 다시금 논의가 필요하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 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인간은 다차원적 체계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의 과정을 거친다. 부모와 자녀가 속한 가족 체계 또한 거시적 

차원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역동한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문화, 

기술, 시장 등 거시환경의 변화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전이에 

변화를 야기하는 동시에 개별 가족은 외부 체계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영

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응해나가는 양상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취하는 관점은 가족의 외부에서 현상을 진단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체계 내부의 관점에서 체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관점으로 생애과정 접근(life course approach)의 도움을 얻는다. 생애

과정 접근은 개인의 생애 발달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을 통칭하는 개념

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밀접한 방법론까지 일컫는 말이 되면서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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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패러다임(paradigm)∙관점(perspective)∙이론(theory)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 및 

행동을 다양한 사건 및 상황, 이전에 경험된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Moschis, 2019). 따라서 한 사람의 소비성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경험해 온 생물학적∙사회심리적∙환경적 요구가 무엇

이었는지 생애과정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생애과정 접근은 삶의 다중적 시간(multiple timeclock)맥락

을 중시하는 관점으로서(Allen & Henderson, 2017), 개인의 인지∙심리 

발달이나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역사적 시간으로서 

출생 코호트에 따른 시대적 경험 및 사회변화를 생애과정에 중요한 맥락

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개인의 소비성향의 특성과 전이가 

일어난 가족 맥락, 그 외적 맥락으로서 세대 특성 및 소비환경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본 연구에 알맞은 접근이라 하겠으며 특히 연구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론 설계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연구의 범위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코호트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코호트적 경험 하에 성장한 

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Z세대 

대학생 집단은 사회환경의 영향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모두 탐구하기에 

적합한 집단이다. 대학생은 한국문화에서 상대적으로 학업생활이 강조되

는 중고등학생과 달리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신만의 소비생활을 시작한다. 

따라서 자신만의 소비성향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아직 부모로부터 받는 

전이가 소비성향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령 집단이라 

하겠다. 또한 Z세대는 대략 1995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로

서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태어나 십대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소비자사회화 되었다. 나아가 기술발전으로 야기된 

격변의 20년간 성장기를 보낸 Z세대의 소비성향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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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향후에도 혁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지 않는 사회에서 세대 간 

영향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다.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세대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에서 세대는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된다(Kertzer, 1983). ‘세대 담론’, ‘Z세대’, ‘세대 경험’을 논할 때의 세

대는 특정한 출생시기를 함께하는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를 지칭한다. 반

면, 가족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세대 간 영향’, ‘세대 간 연속성’, ‘세대 

간 전이’의 세대 개념은 한 가족 내 존재하는 부모∙자녀 항렬을 지칭하

는, 가계 계승 단위로서의 세대를 말한다. 전자는 ‘사회적 세대’로, 후자

는 ‘가족적 세대’로 지칭하여 거시와 미시 수준을 대비하기도 한다(전상

진, 2002).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의미의 세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

으나 이미 학술적으로 확립되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용어

로 대체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담기 어려운 용어라는 점으로 인해 그

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맥락 상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

용하되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등장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코

호트적 세대’와 ‘가족 내 세대’ 혹은 ‘부모자녀 세대’로 상술할 것이다.  

종합컨대, 본 연구는 Z세대 대학생 자녀와 그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조명하여 소비성향이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닮는 것과 닮지 않는 것

은 왜 그러한가? 나아가 Z세대 자녀와 부모의 코호트적 세대 특성과 소

비환경의 시대적 변화가 이러한 닮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세대 간 전이라는 학술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방법론적으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적이며 맥락적 접근을 취한

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소비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원초적 사

회화 집단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근원적 궁금증을 해결하고 시대의 변화가 소비자 개인과 우리 사회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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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론적∙실제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소비성향과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

토하고 연구문제를 정립한다. 2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해 다룰 것이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뿐만 아니라 연

구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

다. 이어지는 3∙4∙5장은 각각 연구문제1∙2∙3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그 

내용은 소비성향의 전이양상∙가족맥락∙시대맥락 순이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서술하며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론적 고찰 

 

1. 소비성향 

 

1) 소비성향의 개념 

 

소비성향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면서 학술적으로

도 엄격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기능한다. 논

의를 진행하기 위해 그 개념적 범위를 고찰 및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의미를 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사전에 등재된 소비성향의 

의미는 경제학 용어로서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로 서술되어 있으며 

영어 번역은 ‘propensity to consume’이다(표준국어대사전). 가계가 자

원의 배분에 있어 얼마나 저축과 투자가 아닌 소비에 할당하는지를 의미

하는 것이며 보통 ‘평균소비성향’ 혹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사용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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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propensity에 해당하는 ‘성향’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경향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높고 낮음의 정도(程度)로 표현될 수 있는 양적(quantitative)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향’이라는 단어는 영단어 ‘orientation’으로도 번역이 가능

하다. 김세희 (2003)는 쇼핑성향을 정의하면서, 성향(orientation)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대상에 대한 지향된 상태’이며, 다시 ‘지향’이란 ‘어

떠한 대상을 중심으로 함’, ‘본위로 함’, ‘좋아함’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언급된 경제학적 소비성향이 ‘얼마나 소비하는가’

라 한다면 지향으로서의 소비성향은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의미하는 질

적(qualitative)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소비성향의 정의는 김동호 

(1996)의 정의로서, 그는 소비성향을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사용방법, 

사용 후 처분방법 등 전반적인 소비활동을 지배하는 심리 및 행동 상의 

일정한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근접한 개념으로 Sproles (1985)는 

소비자 성향(cosumer style)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는 ‘소비자의 선택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화된 정신적∙인지적 지향성’로 소

비자 성향을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 성향은 마치 소비자로서의 

‘성격’과 같은 것으로, 지속적이며 예측가능한 것이며 소비과정에서 중심

추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정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소비성향의 핵심이 되는 ‘소비’의 

범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다. 김동호의 정의는 소비를 포괄적

으로 보아 구매∙사용∙처분의 전 과정을 포함하였고 Sproles의 정의는 

구매에서의 선택, 즉 의사결정 과정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이처럼 소비

성향의 의미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소비’에 대한 정의이

다. 소비는 경제∙심리∙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소비는 생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시장으로부터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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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의 양 혹은 취득을 위해 지불한 지출로 측정된다. 소비자의 

행위로서 보자면 경제행위로서 소비란 간단히 ‘개별 소비자의 욕구충족

을 위한 효율적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가계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가계생산에 의한 획득, 내구재 및 공공

재의 사용가치도 포함하여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처분하여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만족감을 제공하는 경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이기춘 등, 2001) 

또한 소비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과 같은 저차원 욕구부터 자아실현

과 같은 고차원적 욕구와 관련되는 심리적 측면을 가진다. 보상구매나 

충동구매는 소비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비의 일면으로 개인의 소비 욕구와 상품

의 속성, 사용∙처분 방법 등은 모두 사회의 가치∙제도∙규범의 영향을 받

는다. 과시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예

시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비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하자면 소비는 ‘소비

자들이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모든 활동’으

로 정의된다(이기춘 등, 2001).  

이와 같은 다양한 소비의 정의에 따라서 소비성향이 나타내고자 하

는 소비자의 특성도 다양화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성향은 앞

서 언급한 평균소비성향에서의 의미와 같이 지출의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확장하여서는 자원의 사용 및 처분에서의 효율성 추구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소비성

향으로는 충동적 소비성향, 과시적 소비성향 등 소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성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성향 개념의 포괄성은 학

술 연구에서 사용된 실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동호(1996)가 제작한 소비성향 척도를 살펴보면 ‘사회성∙공익성∙

충동성∙합리성∙효율성∙향유성’의 6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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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살펴보면 경제적(합리성, 효율성), 심리적(충동성, 향유성), 사회적

(사회성, 공익성)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이것은 도시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모은 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

기에 기실 소비자 유형화에 가깝다고 하겠다. 해당 척도를 활용하여 다

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홍은실과  성수행 (2015)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식∙과시소비∙자원계획구매∙환경보호∙충동구매’로 다소 다른 구성 결과를 

얻은 것을 볼 때, 그 구성체계가 가변적인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

화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이 소비성향 척도를 제작하고자 한 김선

숙 (2012)의 경우, ‘소극적 동조∙과시적∙사회 공헌∙환경보호 인식∙충동

적 구매∙합리적∙판촉선호∙혁신적’이라는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는 

소비성향의 내용 및 구성이 시대변화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외에도 소비성향은 ‘식품소비성향’, ‘외식소비성향’, ‘여가소비성향’ 

등 소비의 영역 혹은 품목에 따라서도 구성요소가 상이하다(김태희 등, 

2006; 윤채빈 등, 2017). 예를 들어, ‘식품소비성향’에는 ‘가정식 선호∙

편의추구∙모험추구∙브랜드중시∙건강/영양 추구∙식품정보중시’의 요소가 

있으며(최은수 등, 2018), ‘외식소비성향’에는 ‘실속추구∙휴식추구∙권위

추구∙체험추구’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우찬복 & 이광옥, 2008). 이처

럼 특정 품목별 소비성향은 각 품목을 소비할 때 중시하는 가치를 내포

하는 개념으로 ‘지향’으로서의 소비성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비성향은 다양

한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로, 첫째로는 경제학적 개념에서 비롯

된 양적인 차원으로서 지출 경향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로 소비성향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은 물론, 소비의 전 과정과 소비의 동기∙가치

∙행동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지향’으로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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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영역을 구분짓지 않는 전반적 소비에서 나타나는 성향으로 대개 사

용되지만 품목에 따라 세분화된 소비성향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지향으로서의 소비성향은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선행

연구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 김동호(1996)는 소비성향의 개념

에 동기, 가치, 행동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가치, 동기와 행동은 동일선상에 놓이기 어렵고 기저의 가치가 동기를 

거쳐 결과로 표현되는 행동까지 층위를 달리하여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소비성향은 한 소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지속적인 특성으

로 나타내는 성격과 같은 것이라 하였는데 따라서 가치와 같은 인지 차

원에 해당하는 것도, 행동 차원도 아닌,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 ‘지

향’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이 모호한데 그 성격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소비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치 지향으로서의 소비성향이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Z세대의 소비성향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Z세대의 소비성향이다. 앞선 개념적 분류에 

의거하여 정확히 분류할 수 있을만큼 축적된 자료가 충분치는 않지만 Z

세대의 소비 특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통해 Z세대가 어떠한 코호트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른 세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전세계가 동시화된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성

장했기에 코호트의 범위나 특성이 국가를 불문하고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참조되고 있는 미국 Z세대에 관한 논의와 

국내 논의를 종합하여 Z세대 소비자들의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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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성향의 양적 측면과 관련하여 Z세대의 특성을 알기 위해

서는 지출과 직결되는 재무적 특성을 참고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관이

나 재무행동특성에 있어서는 조사에 따라 다소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미국의 Z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적 충격과 채무에 시달리는 

이전 세대를 보며 성장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최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재무적 자립과 검소함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Z세대 응답자의 

23%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29%는 ‘특별한 경우

에만 빌려야 한다’, 18%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에만 돈을 빌려야 한

다’에 응답했을 정도로 채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Dorsey & Villa, 2020) 2017년 조사에 따르면 Z세대에 해당하는 

14~22세 중 12%가 이미 은퇴 관련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Twenge(2017)는 Z세대가 과거 세대에 비해 사회활동도 줄

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에도 소극적이라 지적

하였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고 모자라

는 부분을 스스로 벌어서 메우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는 부모 은행을 활용한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Z세대에게 경

제관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비추는데 이는 앞선 Dorsey와 Villa (2020)

의 진단과 대치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Z세대 역시 경제적 관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에서 만14~25세에 해당하는 Z세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필수 요건으로 ‘돈’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이 

35%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가족’ 22.3%, ‘건강’ 22.0%) 1~3순위 응답

을 모두 합할 경우 77%에 달하여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냈다

(2위 ‘건강’ 57.0%, 3위 ‘가족’ 53.8%)(오픈서베이, 2021). 그러나 경제

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미국 Z세대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Z세대는 경제활동에 소극적이며 보수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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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반면, 한국의 Z세대는 ‘멀티플리스트’로서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경제주체로 묘사된 바 있다. 청소년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Z세대는 자신의 관심에 기반한 사

회경제적 활동에 매우 능동적이라 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박성미, 2020). 

나아가 지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Z세대 모두 소비 욕구 충족

에 적극적인 것으로 언급된다. 미국 미디어 기업 5WPR(2021)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종종 충동적으로 구매한다’는 

말에 28%로만 동의하지만 Z세대는 47%가 동의한다고 답하였으며 사고 

싶을 때 욕구를 지연시키지 않고 ‘첫눈에 바로 산다(at first sight)’는 말

에는 Z세대의 77%가 ‘항상’ 또는 ‘가끔’ 에 동의하였다. 한국 Z세대의 

경우 소비욕구 충족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하는 것을 

사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용돈이 부족하면 사고 싶은 물건 

구입을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매력만 갖추어진다면 고가의 명

품 브랜드도 구매하고 싶어한다(오픈서베이, 2020). 국가 간 비교에서 

그 결과가 돋보이는데, McKinsey &Co.의 아시아태평양 Z세대 조사 

(2019년 실시)에서 6개국(호주∙중국∙인도네시아∙일본∙태국∙한국)을 1

만 6000명의 Z세대 소비자를 유형화 하였는데 소비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고급 브랜드에 민감한 ‘프리미엄 쇼퍼홀릭’ 유형의 소비자 비

중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 외 5개국에서는 유행과 브

랜드에 민감하지만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브랜드 민감 추종자

(brand-conscious followers)’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McKinsey &Co., 2020).  

 

소비성향의 가치지향적 측면에서도 Z세대는 그들 세대만의 특성을 

보인다. 첫 번째는 소비에서의 실리주의이다. McKinsey & Co.(2018)의 

보고서에서는 Z세대 소비자의 특징 중 한가지로 소유에서 ‘접근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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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으로 소비의 개념이 변화한 것을 말하였다. 이들의 실용적인 성격

은 구매에 앞서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하고 평가할 수 있기를 원하며 소

유할 필요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

한다. 이것은 제품이나 브랜드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Z세대는 온라인 상

에서 브랜드에 쉽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이 구매라는 실질적

인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평소 즐겨찾는 브랜드일지라

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재빠르게 대안을 찾는

다는 것이다(NRF&IBM, 2017).  

이에 덧붙여 중요하게 논의되는 Z세대의 특성은 정보탐색 및 소비 

채널과 관련한 것이다. Z세대가 이전세대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지점은 

구매 전 정보탐색을 필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앞서 Z세대가 소비욕구

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려 한다는 점을 짚었는데 5WPR(2021)은 조사

에서 응답자의 80%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전에 할인 여부 등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고 답한 결과를 들어, Z세대가 비합리적 충

동구매자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소비 정보 탐색과 관련하여 구전 

정보(‘믿는 사람이 주는 정보’)보다 스스로 검색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가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

할 만하다(오픈서베이, 2021).  

최신 유행이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채널도 이전 세대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소셜미디어의 역할 비중이 높고(소셜 미디어 70% 대

비 주류 미디어 18%) 구매 채널 역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Z세대의 

58%가 ‘소셜미디어에서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응

답하였다(5WPR, 2021). 국내 Z세대에 대한 조사 결과, 의류 구매 시 

주로 이용하는 채널로 ‘인터넷 편집샵(47.8%)’, ‘SNS 기반 쇼핑 플랫폼

(32.6%)’, ‘개인 인터넷 쇼핑몰(3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밀레

니얼 세대에 비해서도 인터넷 편집샵(29.8%)과 SNS 기반 쇼핑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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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의 비중이 높다(오픈서베이, 2020, 1-3순위 응답을 합한 값). 

마지막으로 Z세대 소비자의 중요한 특성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은 Z세대는 소득이 적

다고 해서 저품질을 감수하고 저가의 제품을 사기보다는 고급 제품을 중

고로 사거나 돈을 모아서 구매하는 것이 특징이다(Dorsey & Villa, 

2020). 나아가 Z세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품질을 넘어서는 가치들

이다. 하나는 특이성(singularity)으로 Z세대는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맞춤화된 제품을 원한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윤리

적 측면이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Z세대 소비자가 환경보호나 사회적 가

치를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

며 실제 구매행동에 있어 윤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지불의사

는 낮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Z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밀레니얼 및 X세

대)와 비교하였을 때 윤리적 소비 의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Kinsey & Co., 2020). 

이와 같은 Z세대의 소비 특징은 소비문화로서 조명되기도 한다. 고

명지 등 (2017)은 Z세대를 포함한 20-30대의 청년세대의 음식소비를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소비문화 현상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한

국만이 아니라 미국 Z세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된다(KOTRA, 

2015; 박혜숙, 2017 재인용). 청년들은 음식 소비를 일종의 놀이 혹은 

다양한 경험 가치의 획득으로 생각한다. 또한 음식 소비의 경험을 기호

화(이미지화)하여 SNS를 통해 공유하고 동세대의 소속감과 정체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값비싼 음식을 소비하는 경험을 즐기는 

것은 일부나마 고급문화에 발을 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명지 등, 

2017). 고급지향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은 Z세대의 명품소비

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장현과 이유림(2021)은 최근 20대에서 

급증한 명품소비 문화에 주목하며 Z세대에게 패션 명품은 물질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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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넘어 취향과 개성을 대변하는 상징으로써 자애심의 발현이라고 

평하였다. 

이상의 Z세대의 소비성향을 정리하면 <표1-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1> Z세대의 소비성향 요약 

소비성향 주요 내용 요약 

양적 측면 

(지출적 측면) 

 적극적 욕구 충족 

- 원하는 것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음 

-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모으기 

- 높은 가격에 개의치 않음 

 즉각적 욕구 충족 

- 충동적으로 구매함 

- 고민하지 않고 구매함 

지향적 측면 

(가치적 측면) 

 현실적, 실리주의 

- 광고, 마케팅에 쉽게 넘어가지 않음 

- 브랜드 충성도 약함 

- 소유보다 사용/접근 권한 획득에 초점 

 상품/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 

- 고품질을 기본적으로 전제함 

- 개인화, 맞춤화, 특이성을 중시 

- 기업(브랜드)의 윤리적 측면도 고려 

 필수적인 구매∙할인∙후기 정보탐색 

- 구전 정보보다 직접 검색 정보를 신뢰 

- 구매 전 할인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함 

- 소셜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소비자 후기

를 중시함 

품목적 측면 

 다양한 경험소비를 중시 

- 경험소비로서 음식소비를 즐김 

 명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 고급 소비문화 또한 경험으로 생각함 

-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돋보이고자 하는 자기애

에서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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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간 전이의 개념과 과정 

 

1) 세대 간 영향과 세대 간 전이의 개념 

 

세대 간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사상의 격변기였던 

1970년대 무렵부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치성향, 종교, 젠더와 인종

에 대한 태도, 성취지향적인 가치관 등 삶에서 주요한 가치와 규범들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세대 간 

연구는 주로 세대 간의 차이를 밝히기 보다는 어떻게 가정이 개인의 세

계관을 형성하는 산실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서 세대 간 유사성에 초점을 둔다. 영역에 따라 세대 간 영향력의 강도

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종교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더 강한 연결성

을 보이는 반면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는 세대의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Troll and Bengston 1979; Moore 등 2001 재인용).  

사회화 연구의 초점이 생애 초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과 달리, 부모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중요한 연구의 관심사이다. 영향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 역으로 사회경

제적 지위가 유사해짐에 따라 부모의 가치관에 동조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Glass 등 

(1986)은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는 3세대 연구를 통하여 정치∙종

교∙젠더 성향에서 세대 간 영향력을 조사하였는데, 젊은 부모(2세대)가 

어린 자녀(3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나이든 부모(1세대)가 중년 자

녀(2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젠더 이

슈에 대한 태도에서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이는 이슈에 따라, 영역에 따

라 세대 간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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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1세대와 2세대 모두에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세대 간 영향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세대 간 영향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Moore 등, 2001; Moschis, 1988), ‘세

대 간 연결(intergenerational linkages)’(Waldkirch 등, 2004), ‘세대 

간 효과(intergeneration effect)’(Nancarrow 등, 2008) 외에도 유사성

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러 표현 중에서도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는 가장 많은 연구에서 채택

한 표현으로 세대 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동일한 태도나 선호, 

행동 등 유사성을 보이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단순히 세대 간 영향이라

는 표현에는 부모가 가진 특성과는 상관없이 부모가 정보원이나 교육자

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대 간에 이어지는 소비성향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세대 간 전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영단어 transmission을 국문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어

떻게 번역하는가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전염∙전파∙전달∙전송 등

의 순서로 영한 사전에 등재 되어있으나, 학술연구에서는 ‘전이’ 혹은 

‘이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세대 간 ‘이전’이라는 표현의 경우, 

소득과 주택 등의 자산(김주영 & 유승동, 2016), 빈곤(손병돈, 2017), 

교육의 대물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역으로 세대 간 이전의 영문표현에 

있어 transmission이 아닌 transfer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었

다(예를 들어, (고선강, 2011; 박미려 & 박미석, 2017; 백가현 & 홍백의, 

2015). 즉 세대 간 이전이라는 표현을 채택할 경우 논의대상을 경제적 

자원 혹은 계급 및 지위의 세대 간 이동에 한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을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는 가

족학 분야에서는 세대 간 ‘전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애착∙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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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양육행동 등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을 통해 성인기 이

후에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발현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세대 간 연속성

을 의미한다 (이진민 등, 201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비성향은 무형의 

심리적 경향성이라는 점에서 세대 간 전이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으며 비유적으로도 소비성향이 그대로 후세대에서 재현되는 것이되 의도

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①  가족학의 전이 개념과 잘 

맞다고 판단하여 모든 서술에 있어 세대 간 전이를 채택하였다. 

소비자 연구 분야에서 세대 간 전이의 개념은 Guillemot (2018)가 

명확히 정리하고 있다. 그는 ‘세대 간에 일어나는 이동(movement), 전

달(passage), 교환(exchange)을 총칭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 때 ‘기

여자(giver) 및 수여자(receiver)가 관여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양자는 

상호작용의 절차를 통해 연결’된다고 하였다. Moore 등 (2002) 은 ‘가

족 내에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정보, 신념, 자원이 이동하는 것’으

로 간단히 정의하였으며 Guillemot의 정의와는 달리 가족의 범위 내에

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정하였다. 두 정의 모두에서 전이의 범위 안에 

자산이나 귀중품이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 등 유형의 것도 포함 하

고 있으나 본 연구의 초점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정의상 세대 간 전이에

서 기여자와 수여자가 되는 세대는 특정되지 않는다. 맥락에 따라 부모 

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

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적인 소비생활

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세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자

녀 세대로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사가 있다.  

                                        

 

① 이 점에서 ‘이전’이나 ‘전달’이라는 표현은 기여자(giver)와 수여자

(receiver)의 의도가 존재하고 의식 차원의 행동이라는 어감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20 - 

 

2) 세대 간 전이의 대상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전이는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확인

되었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소비자성(consumership)(Miller, 1975), 구

매결정의 규칙(Moore & Lutz, 1988), 소비 지향과 가치(Mandrik 등, 

2005) 등이 전이가 확인 되었고 가시적으로 유사성이 관찰가능한 브랜

드 선호의 전이는 생필품부터 식품, 의류, 자동차 등 100가지가 넘는 품

목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품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Mandrik 등 2005; Mittal & Royne, 2010; Moore 등, 2002). 이외에도 

생애주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비패턴의 경우 10년치 소비지출 자료를 

평균화하여 전이를 검증한 연구도 있다(Waldkirch 등, 2004). 이들은 

전체 지출에서 식비의 비중이 어떠한가,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비중이 

어떠한가를 비교하여 부모 취향은 자녀 취향의 22%를 설명한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전이 대상을 고찰해보건대, 가시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브랜드 선호

의 경우 분명하게 세대 간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생필품과 

같이 관여도가 높지 않아 전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시장환경

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다. 반면 추상성이 강한 소비자 특성의 경우 

역으로 실증 연구에서 관찰이 어려우며 설명력이 구체적인 대상만큼 높

지 않다는 특성이 있으나, 소비자 연구에 있어서 중요도는 높다. 본 연

구의 초점인 소비성향은 추상적 특성으로서 세대 간 강한 유사성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시장상황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표층적인 특

성과 달리, 시장 변화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 지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3) 세대 간 전이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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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와 새로운 세대 특성이 소비성향의 전이 과정에 어떠한 역

동을 야기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소비성향의 전

이는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소비에

서의 취향, 습관 등 소비행태를 문화자본의 일부로 보는 선행연구들의 

시각에 따라(Ladwein 등, 2009; Guilletmot, 2018), 소비성향 역시 개

인을 특징짓는 생활양식의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자본의 선상

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생활양식이 가정에서 개인에게 내재화

되는 지에 관하여 부르디외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경험이라는 간단한 설

명으로 갈음하고 있어 세대 간 전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

다. 그도 그럴 것이 획득과정을 의식 차원에서 알아챌 수 없는 것이 아

비투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전체 과정을 놓고 보자면 소비생활의 전이

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미묘한 대인간 작용을 통해, 또한 가정에서 일

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화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Moore 등, 2001).  

소비자사회화 이론은 보다 미시적인 전이의 장면을 설명한다. 소비

자사회화 이론이 제시하는 사회화의 과정은 첫째, 모방과 관찰학습, 둘

째, 명시적 커뮤니케이션을 동반하는 정적∙부적 강화, 셋째, 구체적 내용

이 특정되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세 가지 모두 인지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Moschis, 1988). 전이의 과정을 정성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소비자사회화 이론의 논의를 따르고 있다. 소비자

사회화 방식(modality)에서 모방과 관찰을 간접적 방식으로, 강화를 직

접적 방식으로 분류한다고 할 때,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소비자사회화 이

론의 요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모녀 간의 식료품 구매습관 전이를 연구한 Ladwe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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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의 경우 전이 과정으로써 관찰학습, 직접적 방식으로 ‘인도

(initiation)’,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자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여 강

화에 대해서만 기존의 사회화 이론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음악 취향

의 전이를 연구한 Derbaix과  Derbaix (2019)는 직접적 작용인 ‘주입

(inculcation)’, 간접 작용인 ‘수태(impregnation)’, 그리고 음악과 관련

한 공동 활동을 전이의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학습 방식인 수태를 강조하여 음악이라는 문화적 전이의 주된 경로로 지

목하였는데 영역적 특성에 따라 전이의 방식도 다를 것임을 알 수 있다.  

Moore 등 (2001)의 연구 역시 식료품 쇼핑에서 발견되는 모녀 간 

전이를 연구하였는데 직접 참여관찰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며 현장성이 

풍부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 전이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가족 내 규칙(예를 들어, 가족 구매 목록에 미리 적기, 구매에 제한 두

기 등)을 통한 학습,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람(부모) 및 물건의 관찰이 

있었으며 상호작용으로서 가족이 함께 장보기를 들었다. 이 때 함께 장

보기는 사회화 과정이 인지적 작용으로 논의된 것과 달리, 모녀 간의 즐

거운 의례가 되어 독립한 후에도 지속되는 사례와 같이 정서적이며 의미

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욱이 식료품 구매의 과정에는 

부모의 일방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의 취향을 반영해

주거나 ‘조르기’와 같이 자녀의 전략적인 영향력 행사 등 의사결정 과정

에 상호 영향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는 어머니 외에도 

복수의 가족 내 어른을 접하게 되며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 영향을 선별

할 수 있다는 발견점도 중요하다.  

위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소비자사회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

계를 드러낸다. 그것은 전이의 과정에서 주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있

다는 점이다. 사회화 과정으로 보자면, 자녀는 부모∙친족∙또래집단∙학교

∙미디어 등 수많은 사회화 변인(agent)들에 둘러싸여있으며 부모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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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자녀는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걸러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사회화 변인으로부터 제공되

는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화 

모형을 통해 설명하기 어렵다(Guillemot, 2018).  

또한 주체에 대한 고려는 주체가 가진 주관성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사회적 실재는 사람 수만큼 존재한다고 말하는 해석주의와 구성주의 패

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세대 간에 전이 되는 것은 객관적 실재로 존재

하여 물건과 같이 대상으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이의 수여자

(receiver)가 지각하는 세계를 나름대로 구성해낸 새로운 실재이다. 주

관성이 만들어내는 오차는 하나의 구절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언어의 예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같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 

형제라 할 지라도 부모의 소비성향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것이며 상이한 

외현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화의 결과는 성패로 표현되거나 높고 낮음

으로 표현되는 지식, 역량 등으로 유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

지만 실제 세대 간에 전이되는 문화란 그렇지 못하다. 다만, 닮았다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전이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차이가 내포하므로 외

부환경에 대한 대응양식으로 방향성을 같이 할 때 닮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유지되는가를 연구하는 

인류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Spindler는 1950-60년대 

배경의 문화 전달 이론에서 ‘문화 삼투(cultural osmosis)’라는 용어를 

통해 문화 전달 현상의 본질을 표현하였다. 마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

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듯이 문화적 지식을 가진 윗세대에게서 백지상

태인 아랫세대에게로 문화가 스며든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유는 전달의 

주체와 상호작용의 과정이 배제된 개념이기에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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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cott는 문화는 초유기체적인 무엇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부단히 재구성 해나가는 것이라 반박

하였다(조용환, 1987 재인용). 그는 언어를 배우는 인간의 행태를 문화 

학습(learning)의 예로 삼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를 소유하거나 

그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처럼 후세대는 문화적 능력(cultural competences)을 갖게 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Wolcott, 1982).  

세대 간 전이 개념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가족학의 설명에서 위와 유

사한 구조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학 분야에서 세대 간 전이는 

‘가족의 행위∙느낌∙관계 및 현실 규정 등과 관련된 모든 양식이 한 세대

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데(Burr 등 1993; 신현

정 & 이은영, 2016 재인용), 그 과정은 Bowen 의 가족치료 혹은 

Bowlby의 내적실행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의 이론적 전통에 기

반하여 설명된다. Bowlby의 내적실행모형 이론에 따르면, 어린시절 부모

와의 관계 체험은 반복적인 일상의 체화를 통해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개인의 내적실행모형을 형성하며, 이는 성장과정과 이후 인간관계에서 

애착형성, 자기분화 수준, 결혼적응과 가족건강성, 자녀의 훈육방식 등에

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내적실행모형이 Walcott가 설명한 학습 과정

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고 말한 이유는 자녀가 부모의 행태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만의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을 생성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마치 원인과 결과를 대조하듯 부모의 소비성향과 자

녀의 소비성향을 비교하여 전이의 결과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소비와 관련하여 무엇

을 경험하였으며 어떠한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과정에 대

한 이해를 중시한다. 뿐만 아니라 전이라는 두 세대 간 상호작용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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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해당하는 부모 또한 실재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임에도 이제까지 연

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적다(Ladwein 등, 2009) 부모 중에서도 소비성

향에서 전이 과정에 더욱 깊게 관여하는 어머니의 시각을 반영하여 세대 

간 전이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세대 간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앞서 살펴 본 세대 간 전이의 과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Z세대

와 부모세대의 소비성향 간에 연속성이 나타난다면, 혹은 나타나지 않는

다면 왜 그러한가를 알기 위해 두 세대를 둘러싼 맥락을 분석해야 할 것

이다. 선행 연구에서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나타나는 것은 크

게 세 가지 맥락,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 상의 위치, 그리고 시대환경

이다. 

 

1) 세대 간 전이와 가족의 특성 

 

세대 간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전이가 일어나는 장으로서 가정이 어떠한 특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다. 가족의 특성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세대 간 전

이의 과정으로 언급되었던 소비 관련 커뮤니케이션은 그 양과 질 자체가 

전이의 영향요인으로 언급된다. 먼저 의사소통의 양적 측면에서 서로 소

통을 많이∙자주∙활발하게 하는 것은 전이를 촉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Schindler 등 (2014) 은 구매에서 할인방식 선호의 세대 간 전이를 

검증하면서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인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을 얼마나 활발히 했는지 물었다. 

측정 결과 커뮤니케이션 강도는 부모 자녀 간의 전이를 완전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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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Moore과  Berchmans (1996) 역시 소비와 관

련한 의사소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측정하였으며, 금전적 통제의 전이

에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전이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의사소통의 질적 측면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정확성 혹은 효율성

이 높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주관성으로 인한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Mandrik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 예측이 정확도가 높을수록 세대 간 전이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효율

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는데, 연구결과 소비 지향 및 가치의 전이 정도에

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큰 설명력을 보였다.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느냐

에는 개방성의 차원도 포함된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에 물질주의 가

치관 전이를 연구한 백지숙과 박성연 (2009)은 의사소통 관련요인으로

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

통은 남학생에게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와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물질주의 가치관의 전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경우 부모를 닮는 것뿐 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충분한 심리적 자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서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Richins & Chaplin, 2015), 개방적

인 의사소통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전이되는 기제라기보다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는 양육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확장하여 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모와 자녀의 친밀

함은 취향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Derbaix & Derbaix, 

2019) 반대로 말하면 부모와의 갈등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영향을 거

부하도록 만드는 계기이며 이러한 사례는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Derbaix & Derbaix, 2019; Ladwein 등, 2009; Moore & Berchmans, 

1996). 또한 Moore와 Berchmans (1996)의 연구결과는 친밀함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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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작용으로 오히려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연락빈도는 부모 상태에 대한 자

녀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지만 친밀함은 부모가 가진 경제적 부담감을 과

대평가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친밀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희길 

(2008)은 부모와의 동일시가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의 구성요소로 보았

으며, 이것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기통제력을 전이받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요소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영향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양육방식 혹은 양육태도이다. 이것은 소비자사회화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주 포함되는 변수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Mikeska 등 (2017)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 차

원은 긍정적인 소비자사회화 결과를 유도하고 부정적인 소비자사회화 결

과를 방지하지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애정 차원은 자녀의 소비자사회

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소비자사회화가 아닌 세대 간 전이의 측면에서 양육방식은 어떠한 영향

을 미칠 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과도 관계맺기를 

하며 복잡한 상호작용이 오가는 가족 체계 속에 있다. 부모와 자녀의 양

자관계(dyad)를 넘어 이들이 포함된 가족 전체의 분위기와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브랜드 선호에서 세대 간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품목을 살펴보면 함께 사용하거나 구매하거나 서로 

관찰이 쉬운 것들이다.  Mittal과  Royne (2010)는 개인위생용품이나 

의류와 같은 개인적 소비품목보다는 식품과 청소용품 등 가족이 함께 사

용하는 품목에서 세대 간 영향이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Mandrik 등 

(2005)은 자녀가 관찰이 쉬운 생필품에서 브랜드가 평균 36.5% 일치

율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이는 세대 간 효과가 없는 무작위 쌍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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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율이 13.5%에 인 것에 비해 유의한 것이다. 이러한 품목의 특성은 

가족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전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가족의 상호작용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즉 상호작용의 특성 또한 중요하다. 가족 체계 수준에서 세대 간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가족의 분위기나 문화라 할 수 있으며 

가족 적응성(adaptability)과 일관성(cohesion),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

턴 등 다양한 개념과 변수로 조작화되기도 한다(Roest 등, 2009; 

Thorson & Horstman, 2017). 또한 가족의 구조적 특성, 즉 맞벌이 여

부나 핵가족과 확대가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증된 바도 있다(Hota & Bartsch, 2019; Sharma, 2011). 이

러한 가족 생활의 다양성은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필수적인 고려요소라 

하겠다.  

 

2) 세대 간 전이와 생애주기 

 

세대 간 전이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며 생애주기는 

세대 간 전이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전이된 소비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Guilletmot (2018)는 Erikson의 인간발달론 관

점을 세대 간 전이에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발달

단계에 따라 생애 과업이 변화하는 것처럼 생애주기에 따라 전이의 국면

이 변화하는 것을 네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 번째는 성장기에 겪는 

단계로 ‘다른 세대로부터 학습’ 단계이다. 전형적인 소비자사회화의 단계

로 소비와 관련한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며 주변 환경, 특히 부모와

의 가치 및 행동에 동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부터 초

기 청년기에 주로 겪는 단계로 ‘다른 세대와 차별화’ 단계이며 전이된 

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시기이다. 젊은 세대는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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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시켜가는 과정에서 동료∙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연구관심사는 이전 세대로부터 전이된 요소 중에 어떤 것이 거

부되는지 혹은 잔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중년기에 해

당하는 것으로, ‘다른 세대를 돌보기’ 단계이다. 자녀를 지도하는 과정에

서 부모는 자신이 가진 문화적 자본을 물려주려 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

신의 부모세대를 돌봄으로써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

계는 노년기이며, ‘다른 세대를 위한 보존’ 단계라 부를 수 있는데, 죽음

이라는 상실을 앞두고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과 문화적 의미를 

정리한다. Guillemot의 모형은 Z세대의 소비성향을 이해함에 있어 이들

이 어떠한 생애주기에 위치해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것

을 강조한다.  

Ladwein 등 (2009)의 해석적 연구는 세대 간 전이된 문화자본으

로서 소비 습관(consumption practices)이 생애 과정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이들은 소비자사회화 연구에서 밝

히기 어려운 성인기 이후의 세대 간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연구

대상은 각자만의 소비성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20~40대의 여성들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녀입장에서 받은 세대 간 

전이와 그 변화에 대해 밝힌 것이다. 성인기의 주된 특징은 부모 세대로

부터 받은 소비습관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소비가 변화하는 주요 변화 기점을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원가정으로

부터의 독립,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첫 자녀 출산이다.  

첫 단계인 독립의 시기에는 전이된 소비 습관에 대하여 재생산, 빌

리기 혹은 (부분적) 거부가 나타난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녀는 나

름의 소비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대체로 독립으로 인해 ‘내 식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 부모로부터 받은 자본을 거부하는 듯 하지

만 곧 다시 익숙한 원래의 어머니 방식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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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는 부모와 아주 강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모녀간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전

이가 사라지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단위당 가격을 신경 쓰

던’ 습관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결혼은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으로 평가된다. 생애사

건이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일생을 구획짓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중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생애여정의 변칙(rhythm)에 있

어 연령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Attias-Donfut, 1991; Ladwein 등, 

2009 재인용). 결혼이란 변화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 소비 관습에서 양보와 절충을 요구하며 새로운 소비자사

회화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자본의 형

성이 일어나고 실패할 경우 불화로 나타난다.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

혼 후 다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원래의 소비실천으로 회귀하는 현상

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화와 같은 예외적 사례의 발생이야말로 

세대 간 자본의 전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평가한다.  

세 번째 생애 사건은 첫 아이 출산이다. 여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

활에 직면하게 되면서 잊고 있던 어머니의 소비습관을 떠올려 적용해보

기도 한다. 이는 마치 출산 이후에야 어머니로부터 전이된 양육행동이 

발현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또한 대응양식의 하나는 ‘브리콜라쥬’이

다. 브리콜라쥬는 ‘서툰 솜씨’, ‘초보적∙임기응변적인 작업’을 뜻하는 단어

로(<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체계적인 변화라기 보다 닥치는 대로 이것

저것 적용해보는 상태이다. 이후로는 자녀들도 성숙한 소비자가 되어 새

로워진 소비습관을 어머니에게 전이한다. 세대의 위계가 사라지고 딸이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을 ‘역전이(reverse transmission)’ 혹은 

‘역사회화’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전이는 ‘경험의 교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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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주로 인터넷 사용과 같은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여성과 관련

된 소비(옷이나 화장품 등) 영역에서 나타나며 또한 역전이는 어머니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딸과의 세대차이를 

줄이고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생애과정에 걸친 세대 간 전이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연구자

들은 ‘초세대적 자산(Trans-generational equity)’ 개념을 제시하였다. 

세대 간의 전이되는 문화자본이 한 개인의 안에 무형적이고 영구적인 자

산과 같이 쌓여가면서 생애궤적에 따라 진화하고 더욱 풍부해지는 자기

자본이 됨을 의미한다. 세대 간 자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잊혀졌다가 상

황에 따라 재활성화 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이를 Kaufmann(1992)의 

논의를 빌어 가정 내 존재하는 ‘휴면 자본(dormant capital)’이라 부른

다 (Ladwein 등, 2009). 휴면 자본의 존재는 자본이 형성 및 전이되는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라 하겠다. 

 

3) 세대 간 전이와 시대 환경 

마지막으로 시대 환경의 변화와 코흐트적 세대 특성이 세대 간 전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

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는 찾기 어렵다. Moore와 Berchmans 

(1996)는 70년대 다수 이루어진 세대 간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시 주

목받아야 할 필요성으로서 자녀 세대가 X세대로 교체되었음을 지적하였

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코호트적 특성

이 어떤 부분에서 반영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는

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Ladwein 등 (2009)은 전술

한 바와 같이 27세에서 48세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여성 자녀를 탐구함

으로써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른 전이 양상과 변화를 풍부하게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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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여러 코호트적 세대가 포함된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코호트의 

특성이 세대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향

후 연구과제로 남겨놓은 바 있다.  

비교적 최신 연구로서 Derbaix와 Derbaix (2019)의 연구에는 시대

환경의 변화가 세대 간 전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바에 관하여 간략하

게 나마 다루고 있다. 연구자들은 문화자본으로서 음악 소비취향이 어떻

게 세대 간에 전이 되는가를 확인하면서 젊은 세대의 음악취향 내에 부

르디외가 이야기한 계급간 분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화자본은 가정을 통해 전이됨으로써 계급적 생활양식의 분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으나, 21세기 들어 계급 간 차이를 지지하지 못하

는 증거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사회의 변화나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같은 여가 환경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기에 이러한 현상

이 세대 간 전이 현상에 시사하는 바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반면 사회적 차원에서와 달리, 가정 내 전이현상에만 초점을 맞춘다

면 연구자들은 청년층인 자녀들이 부모의 음악 취향 및 감상 행태를 어

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연구자들은 세대 간 전이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헌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시장환경에서 디지털화된 음악 소비로 

인해 음악 취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악을 감상하는 장치

(device)가 되었으며 이것이 세대 간 전이를 어렵게 하는 세대 격차

(devide)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취향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녀들은 디지털 음원을 소비하면서도 부모들의 레코드판도 종종 감상하

는 ‘절충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가족의 음악에 대

한 관여도와 관계의 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Guillemot(2018)은 전 세계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소비자 

행동에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어, 부모로부터 전이된 소

비자 행동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구식의 생활양식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



 

 - 33 - 

을 지적하였다. 위의 연구결과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오랜 음악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추억이나 감성과 같은 의미차원의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시대에 따른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가 세대 간 전이에 미치

는 영향 또한 주의깊게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서 국가, 계급, 연령 간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어느 음악을 들을 것

인가, 어느 브랜드의 식료품을, 어느 상점에서 구매할 것인가와 같은 미

시적인 선택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연속성은 더욱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신 연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음악을 듣는지 (예를 들어, 집안 

청소를 할 때, 요리를 할 때 음악을 듣는다) ‘상황’이 전이되며(Derbaix 

& Derbaix, 2019), 식료품에 대해서는 제품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상점

명이 아니라 고르는 과정과 절차가 전이되는 것으로 추론한다(Ladwein 

등, 2009). 다시 말해 고도화된 시장에서 가변성이 높은 소비의 ‘무엇’보

다 본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어떻게’의 전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 전이의 맥락에 대한 논의를 종합컨대 소비성향의 전이 과정

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생애주기∙시대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맥락적 특성은 전이의 과정을 탐구하면서 

필연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자녀의 시각에서 전개된 가족 맥락을 관찰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부모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논의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이 생애주기에 따른 전이 양상의 종적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생애주기라는 개인과 가족의 시간적 맥락은 과거에서 현

재로 이어지는 전이의 양상 및 과정을 해석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Z세대 대학생은 자신만의 소비

성향을 형성해 나가는 ‘차별화’ 단계이자(Guilletmot, 2018) ‘독립’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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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Ladwein 등, 2009)로 들어가는 이행기에 위치해 있으므로 부모로부

터 전이된 소비성향을 어떻게 자기 고유의 경험과 통합해나가는가, 세대 

간 영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해석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대 맥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축

적되지 못한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서 새로 밝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이의 과정에 참여하는 세대의 코호트적 특성, 그리고 가족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문화적 변화가 포함된다. 거시 체계로서 

시대맥락은 외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가족 체계와의 상호작

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분석에 있어 각 맥락의 총체론

적인 접근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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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는 세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과연 어머니와 자녀의 소비성향이 닮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성향이 닮게 되는 가족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는 개인과 가족이 놓여있는 시대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세대 간 전

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  

 

첫째,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소비성향의 세대 간 유사성은 무엇이 닮는가부터 주관적 경험의 영

역으로, 세대 간 전이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어머니와 자녀가 어떠한 점

에서 소비성향이 닮았다거나 닮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소비성향을 도출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문제는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

피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닮는다’는 동일한 범주 아래에서도 개별 가

족마다 이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다양성을 보고하는 동시에 참여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전이 양

상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때 소비성향은 이론적 고

찰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비성향뿐만 아니

라 품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품목에 따라 구체화하여 양태

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전이 양상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도출했다면 다음으로 필

요한 것은 전이 양상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모-자

녀마다 매우 닮은 경우부터 전혀 닮지 않은 경우까지 전이의 형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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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될 수도, 스펙트럼과 같이 연속적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전이 형

태를 분류하는 것은 각 가족의 전이 양상이 개별 가족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 논의에 적용가능한 전형성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전이

형태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의 소비성향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이들을 

포함한 가족 특성 또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소비성향의 전이가 발생한 이유 혹은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가족 맥락으로부터 발견하기 위한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둘째,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 가족의 맥락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소비성향이 전이되는 가족의 맥

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세대 간 전이의 과정을 촉

진하고 방해하는 가족 특성으로 어머니의 양육, 가족 간의 의사소통, 공

동 활동, 관계, 분위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한 세대 간 전이 형태에 따른 가족 

간 차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대 간 전이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도 주체로 참여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생애과정으로부터 소비성향이 

형성된 시작점을 찾기 위해 참여자인 어머니의 생애경험을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생애과정에 한정하여 전

이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생애경험에 대한 

탐구를 더하는 것은 본 연구의 새로운 기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세대 간 전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전이 현상의 본질

을 ‘세대 간 자본의 전달’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한 선행연구에서 자본

은 문화자본의 일종으로 소비와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 선호, 행동양식

에 해당하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으로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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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자신을 특성을 파악하는 정체성에 가깝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관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관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기반하여 이를 논의하는 것 또한 연구결

과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목표라 하겠다.  

 

셋째,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에 시대 맥락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마지막 연구문제는 세대 간 전이 양상과 가족 맥락을 탐구하면서 드

러난 시대 변화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시대의 영향은 개인의 경험에

서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의 상호작

용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까지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지

지 못한 것은 영향의 현저성에서 기인한 바도 클 것이며, 이는 본 연구

에서 새로이 답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삶의 거의 모든 요소는 시대적 맥락 하에 있으므로 시대의 영향이라

하면 매우 광범위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시대

적 맥락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들을 참고하여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

다. 하나는 세대적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환경적 변화이다. 세대적 

변화란 코호트적 세대의 교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시대에는 청

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존재하고 부모 자녀 세대 간에 전이가 발생할 것

이지만 Z세대 자녀와 X세대 부모가 자녀의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세대 

간 전이는 X세대가 청소년기일 때 전쟁세대 부모와 경험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 당연하게도 코호트적 세대마다 다른 것은 정치관∙종교관∙성역할 

규범 등 다양한 영역이겠으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소비성향과 

관련된 코호트적 세대 차이이다.  

소비의 환경적 변화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화 등 많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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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소비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Z세대의 핵심적 특성과 깊이 결부

되는 인터넷 기술 발전에 초점이 있다. 인터넷 기술은 가장 특징적인 시

대 변화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장환경과 개인∙가

족의 소비행태 변화를 부모 자녀 세대 간 전이와 관련지어 그 영향을 탐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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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 방법을 취

하고 있다. 질적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발견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

비성향은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개념이며 이를 체계화하여 탐구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서 열린 접근이 필

요하다. 또한 연구에서 밝히려 하는 Z세대의 소비성향이 학술적으로 정

립되지 않았으므로 Z세대 본인과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

하여 현장의 자료를 얻고자 한다.  

둘째,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그 형성 과정 또한 주관적 인식에 의해 

변화하는 실재이며 당사자의 서술로써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질적 연구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실재가 단 하나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다가가는 인

간의 경험에 따라, 그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라 전제한다. 

본 연구는 소비성향과 개인의 생애과정이 주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는 점을 수용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과 가족의 소비성향, 그리고 형

성과정에 대한 경험에 관하여 구성하는 의미∙생각∙느낌을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 소비성향이란 단편적인 소비행동을 외부에서 관측하여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나는 어떠한 소비자다’, 

라고 정의하는 소비성향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며 소비

를 대하는 개인의 신념과도 밀접하게 닿아있는 구성되는 실재다. 소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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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벌어졌던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든 간

에 연구참여자가 경험하고 인식한 의미가 중요하다.  

또한 질적 방법론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생애과정 접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생애과정 접근이 항상 질적 방법론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성향의 형성에 있어서 알고자 하는 다중

적인 시간 맥락과 사회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가족, 또래집단, 

미디어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맥락을 변수화하여 분절적으로 다

루는 실증주의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 개인과 가족의 삶마다 나타나는 

구조 및 과정 상에서의 이질성 혹은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점이다. 그러한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

을 제보받는 것은 맥락이 제거된 양적 연구자료를 대하는 것과 달리, 참

여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체험적으로 공감하기 쉽게 한다.  

자료의 구성방법은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언어를 통한 상

호작용인 만큼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한 정보들을 수

집하기에 적합하다. 소비성향, 개인의 가치와 신념, 또한 본 연구에서 중

요하게 다루게 될 과거 경험, 그에 대한 감정∙느낌∙생각 등도 이에 해당

한다(유기웅 등, 2018). 또한 생애단계에서 이행(transition)과 전환점

(turning point)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외부자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정확한 이해를 꾀할 수 있다. 나아가 구술된 생

애 이야기는 개인의 내면에 더하여 사회역사적으로 변화해온 신념과 가

치를 추적하기에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Minowa & Belk, 2020). 본 

연구에서 Z세대와 부모세대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겪어 온 시대∙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다르며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

해하기 위해 생애사적 면담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심층면담에는 연구의 주 대상인 Z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맥락

을 대표하는 제보자로서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였다. 심층면담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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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로 구성 되었는데 하나는 Z세대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연구자와 이

야기 나누는 2:1 집단면담으로 가족의 평소 생활과 소비행동, 각자의 소

비성향에 대해 생각을 교환하였다. 다른 하나의 면담은 앞서 언급한 생

애사적 면담으로 어머니와 자녀 참여자를 각각 일대일로 만나 어린 시절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서 생애사적 면담이란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한 바를 보고하도록 하는 면담 형식을 포괄하여 지칭한 것인데, 그 

속에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갈래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자가 생애사

적 면담을 통해 발견하고자 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적으로 편

집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생애담이나 생애사 그 자체보다는, 소비성향이 

형성되는 배경으로서 생애경험이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생애사 연구의 

방법 중에서도 생애격자틀(life-grid)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회상에

서는 비교적 현저성이 떨어져 드러나기 어려웠던 소비와 관련된 일상의 

장면들을 불러오고자 하였다. 흔히 생애사 라는 단어에서 노인, 혹은 중

년 이상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주제에 따라 젊

은 연령 집단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Byrd (2009)의 연

구에서 젊은 부부가 결혼 몰입(marital commitment)에 이르는 것을 단

순히 결혼예식을 치르는 사건의 전후가 아니라 생애과정 접근으로 파악

하기위해 생애사적 면담을 사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심층면담은 일방향적으로 연구참여자가 제보하는 내용을 연

구자가 청취한 후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

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구성해가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기웅 등, 

2018). 실제로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사적 면담이 한번도 돌아본 

적 없었던 삶의 궤적을 재구성해보는 시간이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기회가 어머니와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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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여했다는 자녀 참여자도 있었는데, 연구자는 그만큼 면담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적 관계맺기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도 참여자에 대한 고려로 이어졌다.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성향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능한 

소비성향 간∙가족 문화 간의 비교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제 2절 연구의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의 절차로서 자료수집 및 분석의 과정을 밝힌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한 절차 역시 자료수집의 절차로 서술할 것이지만 연

구 참여자의 특성에 관한 것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 자료 수집 

 

심층면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기에 앞서 선행연구 고찰

과 함께 사전조사 목적의 면담을 세 차례 진행하였다. 먼저 대학 3학년

에 재학중인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가족

과 평소 소비생활에 대한 배경지식을 마련하고 본 조사의 방향성을 구체

화하였다. 이후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과 어머니를 섭외하여 각각 

1:1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형식에 있어서는 개별 면담에 더불어 어머니

와 자녀를 함께 만나는 2:1 면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

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자녀와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면담의 형

식과 구성을 최종 확정하였다.  

연구참여자 가족의 모집은 대학생 자녀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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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녀가 직접 어머니에

게 참여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모집 공고문과 모집 과정, 면담의 진행 

과정 일체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② 연

구 참여자 모집 공고는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와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 게시하였으며 대면 면담을 

고려할 때 연구자가 접근가능한 서울 및 수도권 반경에서 참여자를 모집

하기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 5곳 이상의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참여 조건으로는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부모님과 함께 대

면 면담에 참여가능할 것, 평소 소비생활에서 부모님과 활발한 상호작용

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제시하였으며 대학생이라는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년과 거주형태, 형제관계가 

어느 한 특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모집하였다. 특히 자녀 세대

와 상호작용하는 부모 세대의 세대적 배경도 중요할 것이라 보고 가능한 

부모 참여자의 연령대를 다양하게 포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과 관련

한 보다 자세한 고려는 다음 절에서 추가 서술할 것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해당하는 심층 면담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

하는 2:1 면담과 어머니와 자녀 각각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생애경험

을 돌아보는 1:1 면담으로 구성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 면담을 진행

하였다. 각 면담에서 다루고자 한 주제와 주요 질문은 <표2-1> 와 같

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담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이야기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하였다. 면담의 마무리 단계

에서는 점차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각자 사용하는 브랜드, 명품 소비∙윤

리적 소비에 대한 생각,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 등 간단한 공통 

                                        

 

② 승인번호 IRB No. 2105/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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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확인하였다.     

 

<표2-1> 면담의 구성과 주요 내용 

 

2:1 집단면담에서는 참여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소개, 본인

과 가족의 일상생활과 외식∙쇼핑∙여행 등 가족 소비활동에 대한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평소 생활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모자녀 

간에 소비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서로에게 영향을 받은 것 등을 

질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발화 횟수나 대화의 진행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가족 특유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때로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뒷말을 궁금해하거나 참여자 스

스로 질문을 던져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참

여자가 면담에 몰입하고 있으며 솔직하게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1:1 면담은 각자의 소비성향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어린 시절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애 소비 경험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상을 돕기 위한 조사 도구로서 생애격자틀 방법(Life grid method)을 

활용하였다. 생애격자틀 방법은 몇 가지 정보를 적는 격자 모양의 칸을 

구분 2:1 면담 1:1 면담 추가 면담 

면담

내용 

 전반적인 소비생활 및 소비성향 

‐ 본인의 소비성향 

‐ 가족들의 소비성향 

‐ 의/식/여가 영역별 소비생활 

 가족의 소비생활 

‐ 가족쇼핑∙가족외식∙가족여행등 

‐ 가족소비생활에서 각자 역할 

 가족 간 영향에 대한 주관적 평

가 

‐ 부모(자녀)와 닮은 것, 다른 

것, 영향을 받은 것 

 [공통] 어린 시절 경제상황, 

소비생활의 모습 및 경험, 부

모의 소비교육 및 방침 

 [자녀] 대학생활 중 소비변화 

및 계기 

 [부모] 자녀 양육 시 소비와 

관련한 교육/신념 

  

 생애격자틀 방법 (life-grid 

method)을 활용한 회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1학년의 경우 

소비생활의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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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가면서 회상 편향을 줄이고 과거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조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나이, 거주지, 직업, 가

족 내 사건과 사회적 사건, 그리고 당시의 유행과 기억나는 소비 아이템

을 적는 열(column)을 두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행을 채워나가도록 

하였다.  

정보를 적도록 하는 것은 이를 기억 점화의 단서로 삼아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한 세부사항,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소비생활 모습을 정보와 

연관지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성질환이나 건강상 위협적인 환

경에 대한 노출 등을 연구하는 사회약학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던 방법으

로 질적∙양적 연구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Harrison 등, 2011). 회고 

연구에서 생애격자틀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사건 중심으로만 회상이 치

우치거나 과대해석∙과도축약∙미화 등의 인지왜곡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

시발생적 사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생애경험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가

능하다. 또한 응답자의 성향에 맞게 자연스러운 회상을 돕는다. 사람들

은 대개 몇 월 몇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대기적으로 생애를 기억하

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건을 기준으로, 혹은 날짜∙장소를 기준으

로 기억을 점화하기 때문이다. 면담 진행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효

과적인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더라도 흐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정표 역할을 한다.  

면담의 순서는 사정에 맞추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나 11쌍 중 9쌍

은 부모님과 자녀를 함께 만나는 2:1 면담을 먼저 진행하였다. 2:1 면담

과 1:1 생애사적 면담은 하루 내 이어서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궁금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면담을 가졌다. 추가 면담의 방식은 참여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대

면, 전화 혹은 화상의 비대면 면담을 30분에서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의 진행 일시는 <표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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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 1학년 참여자의 경우에는 첫 면담이 대학에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비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 면담으로 소비성향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두 학기의 시차를 두고 면담이 이루

어졌으므로 참여자의 소비성향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

었다.  

 

 

<표2-2> 면담 진행 관련 정보 

 참여자③ 면담 일시 면담 방법 

01 현아 모녀 2021/05/19 14:00~17:10 (母,女) 대면 

02 혜리 모녀 

2021/06/05 12:00~15:20 (母,女) 

2021/12/23 19:40~20:20 (女) 

2022/01/19 18:00~18:25 (母) 

대면 

비대면(전화) 

비대면(전화) 

03 미래 모녀 2021/06/09 14:00~17:30 (母,女) 대면 

04 동현 모자 2021/07/10 14:00~18:00 (母,子) 대면 

05 준혁 모자 

2021/05/28 19:00~22:10 (母,子) 

2021/12/24 11:00~11:30 (母) 

2022/01/20 21:00~21:45 (子)  

대면 

비대면(전화) 

비대면(화상) 

06 아영 모녀 2021/05/29 13:00~17:00 (母,女) 대면 

07 은지 모녀 2021/05/24 13:00~16:40 (母,女) 대면 

08 현우 모녀 

2021/06/02 14:00~17:30 (母,女) 

2021/12/24 15:00~15:45 (女) 

2022/01/08 18:40~20:00 (母) 

대면 

비대면(화상) 

비대면(전화) 

                                        

 

③ 참여자 전원의 이름은 가명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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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수진 모녀 

2021/05/21 09:00~12:00 (母,女) 

2021/11/01 14:30~15:40 (母) 

2021/11/04 14:00~14:45 (女) 

대면 

대면 

대면 

10 민주 모녀 
2021/05/30 13:00~16:20 (母,女) 

2021/12/26 11:00~11:45 (女) 

대면 

비대면(화상) 

11 건호 모자 
2021/07/11 14:00~17:30 (母,子) 

2022/03/30 14:00~14:30 (子) 

대면 

비대면(화상) 

 

 

대면 면담의 경우 방해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

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

라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여 면담 중에 표정까지 

관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스처나 목

소리 어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으며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를 

면담 직후 연구자 노트에 곧바로 기록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참

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는데, 면담 중에 외부에 노출되기 원치 않는 

가정 상황을 말하거나 일대일 면담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가명 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개하였다. 익명 처리 하였더라도 참여자 본인

이 확인하였을 때 가족의 발화는 식별 가능할 것이기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보한 시대 경험에 대해서는 구술 내용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회상의 특성상 생길 수 밖에 없는 부정확함을 바로 잡고 부족한 

내용을 더하기 위해 신문기사와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결과의 분석에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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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과정  

 

질적 자료의 분석 절차는 자료의 전사과정부터 연구결과를 서술하는 

결과의 재현 단계까지를 모두 일컫는다. 이 중 핵심이 되는 코딩작업은 

‘자료의 감환-자료의 배열-결론의 도출’이라는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를 흔히 1∙2∙3차 코딩이라 통칭한다. 코딩의 각 단계에서는 목표

하는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코딩 전략이 존재

한다. 특히 1차 코딩은 텍스트화된 원자료로부터 의미를 추출하여 개념

화하는 작업으로서 연구자마다 자신의 연구 질문에 따라 독특한 1차코

딩을 명명하거나 개발할 수 있다(김영천 & 정상원, 2017). 본 연구에서

는 자료의 성격과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1차 코딩에서 구조적 코딩과 대

립 코딩을, 2차 코딩에서 패턴 코딩과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적 코딩(structural coding)은 연구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어절

을 사용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전략으로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연구질

문을 찾아가는 탐색적 연구보다는 연구문제가 구조화 되어있는 연구에 

적합하다(김영천 & 정상원, 2017).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소비생활을 

다루면서 자칫 흩어지기 쉬운 코드에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확

보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 안의 대립을 돋보이게 하는 대

립코딩은 자녀와 어머니∙가족 구성원 간∙참여자 가족 간 등 비교가 다수 

필요한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효과적으로 감환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2차코딩 전략의 하나인 패턴코딩은 하위 범주나 개념을 범

주∙주제∙구조로 묶어 주는 것으로써 단순히 상위집합으로 명명하는 작업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위 개념을 설명 및 추론할 수 있는 메타 코드

를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생애과정 접근을 적용함에 있어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시간 

맥락에 따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코드를 시간 기준으로 재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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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여기에는 매트릭스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매

트릭스 분석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연구에서 주로 사용

하는 시간중심 매트릭스를 적용하였다(김영천 & 정상원, 2017).  

질적 연구의 분석과정은 코딩 이후 결과를 재현하는 단계까지 포함

한다. 특히 텍스트로 표현되어있는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도

구를 활용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발견’으로 

자료 속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질문’으로 빈 곳을 발견

하여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질적 연구의 순환 과정을 이끈다. 마지막으

로는 ‘소통’으로 결과의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조

용환, 2018). 이를 위하여 표∙행렬∙그림∙과정표 등 다양한 도구를 적절

히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간 생애과정과 가족

생활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표와 행렬을, 전이 양상을 분석 및 

제시하는 도구로서 가계도(genogram)를 활용하였다.  

 

 

제 3절 연구 참여자 

 

1. 연구 대상의 범위: Z세대 대학생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하나의 코호트적 세대, 특히 Z세대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체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으로서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고자 하였다. 개별 참여자의 특성과 경험

을 이해하기에 앞서 일반적 수준에서 Z세대 대학생이 어떠한 특성을 가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

어서도 배경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대 및 세대 특성의 영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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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작업

이라 하겠다. 

 

 

1) Z세대 

 

(1) Z세대의 명칭 및 범위  

 

Z세대의 범위는 국내외 연구 및 조사기관에서 대체로 출생연도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으로 보며 세

대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으로 간주하고 단정짓지 않는 경우가 

많다(Dorsey & Villa, 2020;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1). 해당 세대만의 

고유성과 다음 세대와의 차이가 가시화 되기 위해서는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호트적 세대 특성은 20대 초반에 이르기

까지 겪는 사회∙역사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10대~20대 초중반의 연령에 위치한 Z세대의 경우 변화의 여지가 많다

는 점도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3년여에 걸쳐 지속된 코로나 19 사태가 

또 한번의 세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Dorsey & Villa, 

2020). 

이러한 Z세대의 코호트 범위는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

쟁세대∙베이비붐 세대∙X세대 등 다른 세대의 경우 전쟁∙출산율∙정치∙문

화적 변화 등 국가마다 달리 발생한 시대적 사건 및 변화에 따라 탄생했

기 때문에 국가마다 코호트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Z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시차가 사라진 기술 혁신에 의해 세대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

이다. 

명칭에 대해서는 Z세대로 공론이 모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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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 코호트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i세대 혹은 C세대라는 별칭을 부여

하기도 한다. Twenge(2017)는 이 세대가 인터넷의 보급 이후로 태어났

다는 점과 이들이 무척 애호하는 아이폰(i-phone)을 상징하는 의미에

서 ‘i세대’로 명명하였으며 박치완(2019)은 마케팅 분야에서 보는 Z세

대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C세대가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연구마다 C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Community, Connected socially & 

Electronically, Creative, Controlling, Complexity’ 등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1-1>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Z세대의 명칭 및 범위 

출처 명칭 출생 연도에 따른 범위 

NRF&IBM (2017) Z세대 1990년대 중반 이후 

Twenge (2017) i세대 1995~2012년 

Mckinsey&Co. (2018) Z세대 대략 1995-2010년 

Dorsey&Villa (2020) Z세대 
1996~2012년 

(끝은 아직 알 수 없음)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1) 
Z세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김용섭(2021) Z세대 1997~2012년  

박치완 (2019) C세대 2000년대 전후(2001-2020년)  

 

 

(2) Z세대의 세대 위치  

 

세대 위치란 하나의 코호트적 세대를 전∙후 세대와 구분짓는 역사∙

사회∙문화적 맥락을 의미한다. 즉,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공유하게 된 

주요 시대적 사건과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세대만의 고유한 세대 

의식과 세대문화, 나아가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결정적이다(박

치완, 2019). Z세대의 세대 위치를 정의하게 된 결정적인 분기점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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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의 등장이지만 이들의 코호트적 세대 특성을 주조하는 세대 경험은 기

술발달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

다.  

Z세대를 인터넷 세대로 명명하는 Twenge(2017)는 이들이 인터넷

이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하며, 성장과정에서 항상 스마트폰과 함께 했으

며 10대 시절부터 SNS를 사용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McKinsey&Co. (2018) 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연결성

에 주목하며 높아진 이동성, 소셜 네트워크, 가상세계와 국경없이 넘나

드는 다중현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을 세대 경험으로 보았다.   

Dorsey & Villa (2020)는 미국의 Z세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며 오히려 기술측면보다 그들이 경험한 경제/사회적 현실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2008년 금융위기와 이들

보다 앞선 밀레니얼 세대가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것을 목도했고 부모

와 조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

째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세대가 

되었으며(비 백인의 비중이 X세대 30%, Y세대 39%, Z세대 48%) 여러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속에 자라났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남녀 

임금 격차, 총기 소유, 환경 보호 등의 이슈, ‘#Black Lives Matter’, 

‘#MeToo’ 등 온라인 연대를 통한 사회운동의 참여가 있다. 세 번째로 

안전 이슈에 있어서는 각종 총기 난사 사건과 전세계 테러 사건을 생생

하게 접하며 컸다는 것이 있고 네 번째로 기술 측면에서 디지털 교육 및 

학습에 익숙하고 유튜브/넷플릭스 등 영상 콘텐츠에 익숙하며 제작에 참

여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느끼는 위치에 있다.  

한국의 Z세대 경우 총기 규제나 인종차별과 같이 미국사회의 특수

성이 반영되어 있는 세대 경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한국사회에만 

해당하는 세대 경험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총인구 감소 국면, 세월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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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사건, ‘BTS’와 ‘기생충’ 등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 20대의 젠더 갈등 

등의 사회문화적 경험이 있다. 경제적 측면 또한 큰 흐름은 유사하나 미

국사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이슈와 2008년 금융

위기는 한국 Z세대에게 세대 경험으로서 미친 파장이 크지 않은 반면 

한국의 Z세대는 태어난 이래 한국사회는 저성장기에 접어들어 호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불황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에서 

미국의 Z세대가 가진 경제에 대한 시각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1-2> Z세대의 세대 위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 Z세대의 세대 위치 한국 Z세대의 세대 위치 

인구 
미국 역사상 가장 인종∙민족적으

로 다양한 구성 
총 인구 감소 

경제 

2008년 금융위기 후 대침체기, 

학자금 대출 문제, 생활임금제/

최저 시급 15$ 에 대한 시위 

저성장 국면: 3저 불황 

경제불황 만성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유행, 코로나19로 전세계적 불황 

사회 

/정치 

교내 총기 난사 사건, 테러 사

건, 다양성∙포용∙남녀임금격차∙총

기소유∙환경보호 등 사회적 갈등 

일본과의 역사외교적 갈등, 젠더 

평등 이슈 및 젠더 갈등, 플라스

틱 규제 등 환경 문제 대두  

‘#MeToo’ 온라인 사회운동, 팬데믹 발발 

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 외모 

강박 문제 사회적 이슈로 대두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및 UN

연설, 기생충 국제영화제 석권 

유튜브∙틱톡 등 소비매체 변화:  영상 기반 SNS및 콘텐츠 대세, 숏

폼 콘텐츠, 무료/저가 콘텐츠, 즉각적 소비가 특징  

스타 인플루언서 보편화, 직접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 

기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높은 연결성,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 

AI/ IoT 상용화, 스트리밍/클라우드 보편화, 메타버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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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orsey&Villa (2020), 대학내일연구소(2021)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가

공) 

 

(3) Z세대의 일반적 특성 

 

위의 세대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전 세계의 연결성이 강화되면

서 Z세대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특성은 초국가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특히 가치관과 기술 사용에 따르는 변화는 국가 간 이견이 없다. 이 때

문에 Z세대를 다루는 국내 문헌의 대다수는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하고 있다.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결과들을 정리하고 한국 Z세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Twenge (2017)는 미국 Z세대(i세대)의 특징을 다음의 10가지 특

징으로 정리하고 있다. ① 느린 성장 (유년기가 연장된 청소년기), ②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 ③ 직접 만남 지양(대면 상호작용 감소), ④ 불

안정성(정신건강 문제 급증), ⑤ 종교적 믿음 약화, ⑥ 안전에 대한 관

심 증대와 사회적 참여 감소, ⑦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한 새로운 직업관, 

⑧ 성(性)∙관계∙자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⑨ 불완전한 포용성: 관용 

평등, 언론의 자유 논쟁, ⑩ 정치적 독립성 추구 (기성 정치에 대한 부

정, 무관심) 

McKinsey & Company(2018)의 조사보고서에서는 Z세대에게 ‘진

실의 세대(True Generation)’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들의 행태를 설명

하는 중심 키워드는 ‘진실 탐구’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설문

조사결과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개인의 표현

을 중요시하며 일괄적으로 분류(label)되는 것을 싫어한다. 둘째, 다양한 

교육 
디지털 교육과 학습, 높은 정보 접근성, 음성 검색을 통한 학습 

대안교육, 홈스쿨링 증가,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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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명분에 의해 움직인다. 셋째, 갈등을 해결하고 세상을 개선하는 대

화(dialogue)의 효과를 믿는다. 마지막으로, 분석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으로 제도와 관습에 관여한다. 

박치완 (2019)은 여러 세대 연구를 정리하여 기성세대로부터 Z세

대로 이어지는 세대 변화의 큰 흐름은 이념적 측면에서 ‘집단주의에서 

개인화’로, 또한 ‘이데올로기 지향에서 물질적 가치 지향으로’ 향하고 있

다고 말하였다. 기성세대(베이비붐& X세대)가 ‘생산과 노력’ 세대라면, 

신세대(밀레니얼 & Z세대)는 ‘소비와 쾌락(여가)’ 세대라는 것이다. 또

한 이들의 가치관을 특징 짓자면, 1) 자기중심적 개인주의(‘Me’ 

generation), 2) 소비주의, 3) 정의와 공정의 강조를 꼽을 수 있으며 이

들의 핵심적 속성인 기술발전에 따른 세대 특성으로는 1) 디지털기술 

기반의 관계, 2) ‘외상(trauma)의 세계화’에 따른 참된 글로벌 세대, 3) 

시공간적 이동성에 예측불가능성을 더한 ‘디지털 히피’, 4) 가상/현실 및 

전통/근대성을 넘나드는 세대라는 점이 있다.  

국내 밀레니얼과 Z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진행하는 대학내일

20대연구소(2021)에서는 밀레니얼과 비교하여 Z세대만의 특징을 세 가

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번째는 ‘경계 없음’으로 관계 측면에서 소속감의 

약화 및 취향/목적 기반의 연대를, 가치관 측면에서 다양성의 가치 중시

를, 활동 영역의 측면에서 가상공간과 현실의 융합을 아울러 설명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근본주의’로, 디지털 시대의 것을 우선적∙일상적으로 

생각하며 아날로그 시대의 것을 일탈 혹은 독특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을 미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멀티플리스

트’라는 신조어를 제시하며 기존의 직업이 한 가지에 전문성을 갖는 스

페셜리스트와 다양한 일에 두루 대응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 묘사되

었던 것과 달리, Z세대는 다양한 일과 경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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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다른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는 표<2-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2-3> Z세대의 일반적 특성 - 이전 코호트적 세대와 비교 

구분 
86세대 

(후기 베이비붐) 
X세대 

밀레니얼 세대 

(전기,후기) 
Z세대 

코호트 범위 60년대생 70년대생 80~90년대 중반 90년대후반~ 

시대상 정치적 격변기 문화적 격변기 
디지털 격변기,  

글로벌 시대 
AI, 메타버스 등 

경제환경 고도성장 급성장 부작용 IMF, 저성장 돌입 양적 성장 멈춤 

기술경험 아날로그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원주민 

집단 대 개인 집단주의 
집단주의/개인주의 

공존 
개인주의 심화 

개인과 집단의  

경계가 사라짐 

주요 가치 민주화, 진보 자유, 개성, 성취 선진화, 표준화 
인류 보편적 가치,  

지속가능성 

(자료: 대학내일연구소(2021)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가공) 

 

다른 세대와의 연속선 상에서 생각해볼 때 본 연구의 대상 범위인 

대학생 집단은 Z세대 내에서 전기에 해당하며 코호트적 특성은 세대집

단 내에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므로 후세대인 ‘알파세대’보다는 ‘영밀레

니얼’ 세대와 유사한 세대 경험을 가질 것이다. 또한 신분 상으로 중고

등학생 집단과는 다른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대학생 

 

본 연구의 대상은 Z세대라는 코호트적 특성과는 별개로 대학생이라

는 생애주기가 갖는 독특성이 있다. 20대 초중반에 걸친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post-adolescence), 성인이행기, 성인발현기(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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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등으로 불린다(Allen & Henderson, 2017; 김지경 등, 2015; 이

건 & 강기정, 2021). 이러한 이름들이 나타내는 바는 중간자의 위치라

는 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기는 탈표준화와 탈구조화에 따라 연장되고 있으며 성인기로의 진입이 

유예되고 있다(전상진 & 정주훈, 2006). 이 때 청소년기가 탈표준화∙탈

구조화 된다는 것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던 제도와 체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의 생애과정이 다양해

지는 상황을 말한다.  

대학생이라는 생애주기 단계의 특징은 심리적∙사회관계적∙경제적으

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심리적으로는 자아정체성의 탐색과 혼돈을 경

험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나타난

다. 이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업에만 관심이 치중되는 한국사회의 문화

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

한 적응의 시기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생 시기는 ‘심리사

회적 유예기간’으로 표현된다(이보라 등, 2005).  

또한 대학에 진학하면 청소년들은 활동의 반경이 자라온 동네에서 

훨씬 넓은 공간으로 확장된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더불어 학교 안팎으로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 사회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대인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에게 스트레스로 작용

할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기반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여 긍정적인 결

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박영주 등, 2002).  

대학생은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는다. 특히 한국 문화에

서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활동에 참여가 낮은 것

에 비하여 대학생 시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력이 강화되는 것

이 특징이다. 한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25%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진 않지만 경험을 가진 사람은 63%이다. 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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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 아르바이트를 한 번 이상 하고 있거나 해본 것이다. 중고등학생 

중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비중이 76.7%인 것과 대조적이다(오픈서베

이, 2020).  

해당 조사에서 용돈의 출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용돈을 받지 않는 학생은 9%에 불과하지만 대학생의 38%는 부모님으

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 자력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시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 시

기를 지나 경제적으로도 독립해가는 시기라 하겠다. 물론 다수의 대학생

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력을 이전받고 있다. 용돈을 받지 않

는 사람과 같은 비율의 대학생 응답자(38%)는 2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소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들을 살펴보자. 중고등학

생 시기에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제한되었던 것에 비해 대학생은 경제력

의 획득과 더불어 주도적인 소비자가 된다. 단적으로 용돈 사용액 조사

결과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과반 이상이 ‘5만원 이하’

의 용돈을 사용한 것에 반해, 대학생의 경우 ‘41만원 이상’이 25.6%로 

가장 컸고 과반수는 ‘20만원 이상’에 속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용

돈’이라는 제한적인 범주를 조사한 것이라면 전체 생활비를 조사한 자료

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국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요청한 결과, 등록금을 제외하고 대학생이 한 

달 간 써야 하는 돈은 평균 117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7.06.17). 여기에는 식비와 주거비, 교통∙통신비 등 모든 지출이 포

함되어있다. 눈여겨 볼 점은 현재 대학생들은 의식주 외에도 교통비 8만

8천원과 통신비 7만1천원도 필수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러한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가 부모의 지원이다. 

품목별로 볼 때 대학생이 감당하기에 단위가 큰 교육비∙주거비∙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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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보호자의 대리 지출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이 직접 해결하는 소비

는 상대적으로 긴요도가 낮은 선택재 소비라 할 수 있다(김경자 등, 

2010; 이건, 2020 재인용).  

 

 

2.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양적 연구의 확률적 표집

(probabilistic sampling)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확률적 표집의 경우 

모집단이 명확한 상태에서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추출하며 각 사례 간 내

용적 등가성을 전제로 한다.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소규모의 모집단을 

설정하고(예를 들어, 마을이나 부족)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

나 연구 문제에 답하기에 적합한 사례를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 혹은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한다(조용환, 1999; 

유기웅 외, 2018). 이 때 사례 선택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미리 설정하면서도 잠재적 참여자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

게 된다.   

사례 선택의 기준은 전형성, 특수성, 다양성, 편의성, 접근성 등이 

될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는 현상 측면에서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영향을, 사람 측면에서는 Z세대 대학생 자녀와 가족이라는 광범

위한 인구집단을 대상 범위로 하고 있어 전형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고려

하고자 하였다.  

전형적 사례 선정은 독자로 하여금 연구결과에 대한 공감을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알려

지지 않은 현상을 밝히고자 하는 특수적 사례 선정과 대비된다. 본 연구

의 전형적 사례로는 자녀가 Z세대 대학생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어머니

와 자녀가 소비생활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일반 가족(i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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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을 기준으로 삼았다. 활발한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은 무엇이 어떠

한 경험을 통해 전이되며 또 그 결과로서 전이된 소비성향이 지속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이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상호작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쇼

핑에 함께 동행’, ‘소비와 관련한 대화’, ‘소비 관련 정보 공유’ 의 정도를 

질문하여 세대 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

하였다.  

사례 선택에 있어 두 번째로 고려한 것은 사례의 다양성이다. 현상

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것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본질에 대한 이

해를 돕는다(유기웅 외, 2018; Ekstrom, 2007).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다양성은 앞서 1차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전형성을 기반으로 하되, 자녀

의 성별과 학년, 거주형태, 형제관계의 차이가 자아낼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집을 의도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Z세대 자녀의 학년이다. 자녀의 소비

성향 형성에 있어 대학에서 보낸 기간은 소비경험에서 상당한 차이를 야

기할 것이므로 학년을 1학년부터 졸업학년까지 고루 표집하였다. 즉, 각 

학년에 위치한 참여자들을 통해 대학시절 동안 일어나는 소비성향의 변

화과정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덧붙여, 

연령은 학년과 다소 오차가 있다. 재수와 삼수로 입학이 늦어지거나 남

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성별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모녀관계만을 다루었으나(Moore 

등, 2001; Mandrik, 2005 등, Ladwein 등 2009), Z세대에서는 남성 또

한 소비활동에 대한 관여가 높기 때문에 여성 자녀만 대상으로 삼을 근

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Z세대의 소비성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제한된 논의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동아일보, 2019.11.19). 1차 모집

에서 남성 Z세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남성 참여자만 추가 모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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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 세대에 있어 남성, 즉 아버지를 참여자로 포함하지 않은 이유

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국 가족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가진 친밀감이

나 기여가 ‘어머니’ 존재에 비하여 확연히 낮다는 점(최유정 등, 2011), 

소비생활에서 60-70년대생에 해당하는 Z세대 대학생의 부모 세대까지

는 아버지의 관여가 대체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어머

니가 주 양육자이자 가족 소비생활에서도 중심영향자라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따른 것이다(Moore 등, 2001).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도 대학생의 경험에 구조적 차이를 낳을 것이

라 예상하였으나 실제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동거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 참여자 모집 후반에는 선정 기준에서 제하

였다. 주거형태에 따라 생활비 지출이 상이한 것은 맞지만 부모와 실시

간 소통이 자유롭고 물리적으로도 제약이 크지않아 분거는 부모와의 상

호작용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물리적 제약이 줄어든 것은 장

기간에 걸친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대학생활이 길어진 탓도 있다. 

소비성향의 형성과정에서 오히려 중시해야 할 것은 부모님과의 현재 동

거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산 기간이라는 점이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숙사∙교환학생∙군 복무 등 나와서 살아보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에서 확보해야 할 다양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맥락에서 구조적 특성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출생 순서 및 형제 관계이다(윤우석, 2011). 형제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

용이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을 대체하거나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의 영향은 본 연구

에서 주요 초점이 아니지만 가족 역동에 구조적 변이를 만들 수 있으므

로 참여자 선정 시에 형제의 성별이나 출생 순서에 있어 다양성을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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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소개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Z세대인 자녀 참여자 11명과 그들의 어

머니로 총 22명이며, 연구결과에는 이들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참

여자의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맥

락으로 반영되었다. 참여자들은 Z세대이며 대학생이라는 공통 범주에 속

하지만 가족이라는 각기 다른 체계 속에 살아왔으므로 연구결과를 본격

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참여자들의 특성과 가족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가족의 맥락이란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족의 특성과 서

사를 말한다.  

각 가족의 고유한 서사를 소개하기에 앞서, 참여자 선정 기준에 포

함되지는 않았으나 연구결과 해석 및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

려가 필요한 참여자 가족의 전반적 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

반적으로 환경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가족의 특성은 크게 외형적 특성과 

내부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형적 특성에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

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포함될 수 있고 

내부적 특성에는 가족의 분위기와 관계, 자녀 양육 등이 속한다 (윤우석, 

2011; Sharma, 2011).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있어 일반(intact) 가족은 결손 가족과 대비

되어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연구참여자 가족은 모두 일반 가족에 속

한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는 가족의 결손, 가족원 수, 출생순위, 가족 

형태(확대가족∙핵가족 등) 등이 있으며 점차 형제수가 적은 핵가족이 보

편적 형태로 자리잡음에 따라 가족 규모나 핵가족 여부는 이전과 같이 

유의한 영향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윤우석, 2011). 반면, 가족의 결손 

여부는 여전히 자녀의 사회화 결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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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부모의 부재가 직접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적∙물질적 자원의 부족으로 양육 행동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윤우석, 2011; Thomson 등, 

1992).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부모 자녀 간 영향의 

전형적 경험에 있어 연구 참여자 결손 가정 여부는 질적 차이를 야기할 

것이며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특수성이 제외된 현상의 일

반성에 대한 논의에 가까울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지위가 낮을 때 가족 기능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측면보다는 지위가 낮을 경우 부모의 양육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윤우석, 2011). 연구 참여자 가족은 소득분위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중상위층에 속하여 경제적 

이유로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어머니의 직업 및 취업상태 또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상당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소비자사회화 과

정에서 전일제 취업 주부가 전업 주부 및 시간제 취업주부보다 의류 등 

쇼핑에 쓰는 시간이 많고 이에 따라 자녀들 역시 쇼핑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가 그렇다(Haynes et al, 1993; Sharma, 2011 재인

용). 한편으로는 어머니 직업에 의한 영향은 단순히 취업 여부로 파악하

기보다 양육가치 및 행동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서 중시하는 가치나 근무 환경 등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박주희 & 최예영, 2005). 

참여자 어머니들의 경우 총 11명 중 현재 경제활동 중인 어머니는 

8명으로 해당 연령대 평균대비 조금 높은 수준이다(2021년 통계 기준, 

50-59세 여성 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 64.1%). 하지만 앞서 내력을 살

펴보았듯이 자녀의 미취학 시절부터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온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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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뿐이며 이 중 한 명은 시간 사용이 자유로운 개인 사업자이다(수진

어 머니). 다른 어머니들은 자녀 취학 후 시간제 일자리(아영∙건호 어머

니), 자영업(현아∙준혁 어머니), 가내 활동(공부방 운영; 동현 어머니) 

등의 방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 기회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었

으며 세대 간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었다 하겠

다.  

가족의 내부적 특성에 해당하는 양육이나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대

해서는 연구결과로서 자세히 분석할 것이지만 참여자 가족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다. 앞서 선정 기준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

의 상호작용을 전제해두기도 했지만, 면담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는 형

태인만큼 어머니와 자녀 사이가 충분히 친밀하고 서로의 소비생활에 대

해 잘 알며 거리낌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한정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들의 친밀함이 그들이 언급한 주변 가정과의 

비교를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다른 부모자녀 관계에 확장할 수 없을 만

큼 유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부모님과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이 높

다는 결과(각각 57.3%, 42.3%)를 고려할 때 Z세대 가족의 일반적 경향

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 소개하는 가족의 순서는 자녀 참여자의 학년을 첫 번째 기준으

로 내림차순으로 소개하되, 동일 학년 내에서는 나이의 내림차순으로 제

시하였다. 이후 분석결과에서도 참여자를 다수 언급해야 할 때에는 동일

한 순서를 따라 가능한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가족 1) 현아 모녀 

 현아는 서울 소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휴학을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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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에 자녀 참여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집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낸 적도 있지만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통학 중이다. 

휴학했던 것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이

다. 고학년이 된 후 언젠가부터 부모님 돈을 쓰는 게 죄송해져서 현재는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벌어서 지출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인터뷰에 함께 온 현아 어머니는 자녀의 나이가 많은 만큼 어머니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한다. 현아를 낳고 유치원을 보낼 무렵까

지는 일을 쉰 적도 있지만 30년 넘게 부동산업계 일을 해왔고 2000년

대 후반부터는 개인 부동산을 열어 운영해왔다. 약 2년 전부터는 점차 

일을 줄이고 남편에게 주된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보조 역할로 물러나 

있다. 지금 현아에게 어머니는 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수용

하려는 태도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이지만, 학창시절에는 자녀교육

에만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는 스타일’의 어머니였다. 현아는 이러한 어

머니의 관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정말 착한 아이’로 

표현되고 있다. 

현아의 가족구성은 아버지, 어머니, 네 살 위 오빠, 그리고 막내인 

현아가 있는데 오빠는 현재 직장인으로 2년 전 결혼하여 분가하였다. 아

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어머니가 운영해오던 부동산에서 함께 운

영을 맡고 있다. 현아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외사촌들이 한 집에서 

함께 지냈고 그 이후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까지도 외조부모와 동거했기 

때문에 방이 부족하여 거의 항상 현아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잤고 

네 식구만 생활하게 된 것은 7~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현아 어머니

의 표현에 의하면 ‘따로 국밥이 없는’ ‘끈끈한’ 가족이다.  

 

가족 2) 혜리 모녀 

혜리는 대학교 4학년으로 진로 고민 중이다. 중국어 전공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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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환학생을 한 학기, 어학연수로 한 학기를 지낸 경험이 있고 현재

는 다시 부모님 집에서 통학 중이다. 대학생활 내내 용돈이 많지 않았지

만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도 했다. ‘취준생(취업준

비생)’이 되어서는 소득도 지출도 제한되었는데 추가 인터뷰 당시에는 

무역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다.  

혜리 어머니는 공무원이며 대학 졸업 후 현재까지 일을 해온 25년

차 직장인이다. 어머니는 일과 자기계발에 매우 열심인 분인데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자녀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쏟았다. ‘철두철미하게 시간 타

임별로 많이 체크’하며 엄하게 키운 편이고 그러한 어머니 아래서 혜리

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일과를 보냈기 때문에 먹을 것 외

에는 딱히 소비라는 것이 없었다. 혜리가 대학교 입학 무렵 외갓집을 다

가구주택으로 개축하여 이모들과 한 건물의 위아래층으로 모여 살게 되

면서 어머니는 이모들과 쇼핑을 가는 편이다.  

혜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첫째인 혜리, 그리고 2살 아래인 남동

생이 있다.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1년 정

도 하다가 군에 입대한 지 몇 달 안되었다. 혜리와 어머니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공연이나 전시 등을 격주로 다녔을 정도로 문화예술을 매우 

좋아하는 ‘감성적인 가족’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남동생은 취향이 전혀 

달라 문화예술을 같이 즐기지는 않고 각자의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편이

다. 집의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등의 가족 공용 물건의 구매에 대해서

는 어머니가 거의 결정하는 편이고 식사는 각자 밖에서 많이 해결하는 

편인데 혜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알아서 주문한다. 모두 성인이 되

면서 가족원들의 출근 및 기상시간, 식사시간이 제 각각이라 네 식구가 

함께 식사하거나 쇼핑을 가는 일은 많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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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3) 미래 모녀 

미래는 대학교 4학년이고 기악 전공이라는 점이 어린 시절부터 생

활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손이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손을 써야 하는 집안일 일체에서 제외 되었고 어머니와 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예중∙예고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오로지 입시 연습에만 

매진했던 기억이다. 대학에 와서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1년반 정도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집에서 통학하기로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적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점이 있다. 운영하는 인스

타그램 계정에 팔로워가 많아지면서 종종 협찬으로 소비생활을 즐기기도 

한다는 색다른 특성이 있는 참여자이다.  

미래 어머니는 올해 59세로 자녀를 늦게 낳은 편이다. 결혼 전에는 

교사 일을 하였으나 결혼하며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에야 시간제로 할 수 있는 강사 일을 시작하였다. 미래 어머니는 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며, 생활적인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지

를 해주고자 하는 희생형 어머니이다. 미래의 학창시절에는 점심 저녁으

로 하루에 두 번씩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할 정도로 뒷바라지에 힘썼지

만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바쁘고’ 어머니와 

활동이 많지 않다. 특히 어머니는 옷이나 인테리어, 쇼핑에 관심이 많지

만 미래는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취향 차이가 크다. 하지만 문화생

활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어머니와 함께 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미래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첫째 딸인 미래, 둘째 딸인 3살 아래 

여동생까지 네 식구이다. 아버지는 해외 지사장 직까지 지내기도 했지만 

그만두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워졌다. 현재는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운

영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동생은 올해 대학

생이 되었고 미래와 친하지만 취향이 어머니와 더 비슷하고 미래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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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가족 4) 동현 모자 

동현은 대학교 3학년이고 군대를 전역한 지 몇 개월 안되었다. 군대

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산 적은 없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대학 이후로는 알아서 다녀야 한다고 교육해왔기에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한다. 돈을 많이 벌려면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동현 어머니는 성인이 된 후 쭉 직장을 다녔으나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다. 생산지향적인 성격 탓에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동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장보러 갈 

때 따라가거나 심부름을 하고 집안일을 돕는 등 생활을 많이 공유하였고, 

어머니가 공부방을 하면서 항상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 지금도 어머니의 옷 쇼핑에 따라가서 옷을 골라줄 만큼 어

머니와 친하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3살 위의 형, 동현,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곧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고 형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커피타임을 

갖는 등 대화도 많고 어머니는 자잘한 쇼핑까지도 ‘항상 남편이랑 이인

일조’로 다니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게 많은 가족이다. 어머니는 ‘밥 안

준다고 협박할 정도로’ 세 남자(남편과 두 아들)를 좌지우지한다’고 농

담을 하였는데 인터뷰 휴식시간에도 모자의 웃음소리가 밖까지 들린 것

을 보면 유쾌한 가족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가족 5) 준혁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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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은 대학교 3학년이고 군대를 다녀와서 현재 24살이다. 부모님 

집에서 통학 하고 있고 대학원까지 쭉 공부할 생각이 있어서 학부 인턴 

중이다. 연구실 생활을 하기 전에는 과외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로 

부모님한테서 받는 용돈으로 생활을 한다. 의식주를 제외하고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인턴 월급이나 모아둔 돈에서 꺼내 쓴다.   

준혁 어머니는 대학 재학 중에 남편을 만나 졸업 후 바로 전업주부

가 되었다. 주부로 쭉 생활해오다가 개인 사업을 준비하여 첫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인 5년쯤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지금이 가장 ‘안테나

가 서있을’때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막내인 준혁이 있다. 누나는 3

살 위로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해외근무나 

지방근무가 많았으며 현재도 지방근무로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지만 자녀들과 매일 전화하는 친밀한 사이이다. 아버지의 근무 특성 

때문에 준혁씨 가족은 두 번의 독일 거주 경험이 있고 국내에서는 관사

에서 오래 살면서 준혁씨는 어린 시절 도시적인 상업시설에 노출될 기회

가 적었다. 그만큼 가족 간에 더 친밀한 사이가 된 것인지 대화가 무척 

많은 편이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두 자녀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사이로 인터뷰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격의 없는 대화의 모습을 보였

다. 그만큼 준혁은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누나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점이 많다고 말하며 어머니도 아들이 게임밖에 관심없는 보통 남자애들

과는 취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족 6) 아영 모녀 

아영은 대학교 3학년이며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대학에 입학하

면서 홀로 서울에 올라와 3년째 자취 중이다. 고등학교도 기숙형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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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긴 했지만 집이 가까워 주말마다 집에 갔던 지라 제대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은 대학생이 되고 나서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어느 정도 받긴 하지만 모자란 생활비와 개인 지출은 모두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쓰고 있다.  

아영 어머니는 49세로 인터뷰에 참여한 어머니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 중 한 명이다.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오

래 하였으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청소년 교육 강사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었다. 아영 모녀

는 아영이 기숙형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생활의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매우 친한 편으로 현재 떨어져 살면서도 옷이나 미용 등 소비생활

과 관련한 대화도 자주 하는 편이다. 

아영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3살 위의 오빠, 그리고 아영이 있으

며 아영을 제외한 가족은 대구에서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

는데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는 어렵기도 하였으나 서서히 상황이 좋

아지고 있다. 오빠와는 친하지 않지만 아버지와도 놀러도 다니고 친한 

편이다. 외식이나 국내 여행도 종종 하지만 작년에 전원주택 지구에 한 

채를 마련한 이후 그 곳에 놀러가는 경우가 많다.  

 

가족 7) 은지 모녀 

은지는 대학교 2학년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비대업 수업으로 

전환된 후 대학에 입학한 20학번이다. 2학년이 되어 올해는 대면 수업을 

하리라 생각하고 몇 달 전부터 본가에서 나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

던 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본가에 있

는 시간이 많았다. 매달 용돈을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사고 싶은 게 생

기거나 돈이 필요해질 땐 단건 알바나 단기 알바를 종종 한다.  

은지 어머니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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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맏며느리 역할과 아이들 학업 뒷바라지로 바쁘게 살았으나 세 

자녀 중 둘째인 은지까지 대학에 가면서 최근에는 ‘자유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이다. 은지와 어머니는 친한 편이지만 성격이 안맞는 부분

이 있어 가장 ‘타다닥[투닥] 거리는 게’ 많은 점도 있다. 은지는 스스로 

고집이 센 성격이라 말하지만 동시에 가족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성격

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다.  

은지 가족은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형제가 3명이다. 가족

은 아버지, 어머니, 첫째 딸인 언니, 둘째 딸인 은지, 그리고 고등학교 2

학년인 남동생이다.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은지가 어릴 때부터 경

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다. 아버지가 가족이 함께 외식, 쇼핑, 여행 등 

놀러 나가는 것을 좋아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많은 편인데, 

일주일에 세네 번은 외식을 하고 자녀들이 해외에 다닐 수 있을만한 나

이부터는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다. 옷을 사는 것도 항상 가족 다같이 백

화점이나 아울렛에 가서 산다. 이제는 첫째 딸이 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본가에 자주 오지 못하고 둘째 딸도 대학을 가면서 서서히 ‘각자 놀기화 

되려고 준비중’이다.  

 

가족 8) 현우 모녀 

현우씨는 20학번이지만 가을입학으로 대학을 다닌지는 2학기 차이

다(첫 인터뷰 기준). 더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학교 근

처 하숙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생활에 적응 중

이기도 하다. 현우는 6살 때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한국에 돌아온 만큼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는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바빠서 용돈만으로 빠듯

하게 생활했지만 두 번째 맞이한 방학부터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시

작해서 사고 싶은 신발도 스스로 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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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어머니는 51세로 나이가 젊은 편이기도 하지만 ‘기계와 신문

물’ 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 쇼핑의 초창기부터 자주 활용해 온 분이다. 

어머니는 쭉 전업주부 생활을 해왔으며 현우와 ‘어릴 때부터 워낙 대화

를 많이 하는’ ‘제일 친한 친구’ 사이로 비밀이 없을 정도로 서로의 생활

을 잘 알고 있다. 성격은 정반대지만 서로 보완하고 배우는 존재로 생각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낼 때 방과후 클럽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는 무엇이든 집에서 했기 때문에 현우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현재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도 한자어를 물어본다거나, 한국문화에 대한 

것을 어머니에게 물어보면서 도움을 얻고 있다. 

현우는 외동 자녀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현우 세 식구이다. 가족

이 함께 미국에 갔던 것은 아버지가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기 때

문인데 2020년도 한국에 대학교수로 부임하면서 다함께 귀국한 것이다. 

아버지는 소비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매우 바쁜 편이라 가족의 소비생활에

서 아버지의 관여는 매우 적은 편이다.  

 

가족 9) 수진 모녀 

수진은 이번 해 대학교에 입학한 21학번 새내기이다. 삼수를 하여 

1학년이지만 나이는 22살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부모님 집에서 통학

중이다. 운동을 매우 좋아하여 전공도 체육 계열이고 아르바이트도 전공

을 살려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있지만 부모님이 번 돈은 모아두라고 해

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로 해결하고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라든가 친구들과 놀 때 등 나름의 선을 지켜 자기 카드를 쓴다.  

수진 어머니는 49세로 어머니 참여자 중에서는 가장 젊은 축에 속

한다. 어머니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결혼 후 수진을 낳으면서 퇴사를 하

였고 자녀들이 어릴 때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출퇴근 시간이 특별히 정

해져 있지 않은 일을 현재 15년 정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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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은 아버지와 어머니, 첫째인 수진,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다(당시 기준). ‘서로 많이 소통하는’ 편인 가족

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아버지는 항상 퇴근 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으며 온가족이 함께 스포츠 중계를 시

청하는 취미를 공유하고 있어 시즌마다 스포츠 경기 등과 관련한 이야기

를 많이 한다. 어머니와 딸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함께 자주 놀러가기도 

하는 반면, 아버지와 아들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함께 쇼핑이나 여행, 외

식을 자주 따라가지는 않는 편이다.  

 

가족 10) 민주 모녀  

민주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작년에는 유쾌하지 않았던 재수

학원 생활을 하였다. 민주는 학창시절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처럼 밤늦게 

까지 잡혀있는 학원을 다니고 형광펜을 모으고 아이돌 팬클럽 활동도 하

면서 보냈지만,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 다르게 선생님들과 유난히 친한 

편이었다. 재수생활이 끝나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학원 선생님의 인생 

조언에 따라 대학에 입학 하면서는 스스로 용돈을 벌어 생활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딸이 용돈을 ‘10원 한 장 안 받는다고’ 선언했을 때 매우 놀랐

다고 한다.  

민주 어머니는 결혼 후 오랫동안 일을 했으나 35세 무렵 그만두었

고 38세가 되서야 결혼 13년 만에 바라던 민주를 낳았다. 여느 부모님

처럼 자녀교육에 관심이 컸고 귀한 자녀다 보니 민주가 재수생활을 할 

때는 근심이 깊었다. 이제까지는 본인을 꾸미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딸

이 대학생이 된 만큼 잘 입고 다녔으면 해서 최근 옷 쇼핑은 같이 다니

면서 사주고 있다.  

민주 아버지는 민주가 오래 기다려 얻은 딸인 만큼 ‘끔찍해 갖고 어

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이다. 민주는 어려서부터 항상 집에 오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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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친밀하지

만 어머니와 취향이나 소비성향 측면에서 전혀 달라 함께 쇼핑할 때마다 

사소한 갈등이 있다. 아버지의 경우도 여러모로 취향이 맞지 않아 가끔 

뒷산에 오르는 정도 외에 세 식구가 함께 하는 활동이 특별히 있지는 않

다. 

 

가족 11) 건호 모자 

건호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로 참

여자 중에서 가장 어린 2002년생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연

애도 시작하여 소비생활에도 변화를 많이 겪고 있다. 누가 그러라 하지 

않았지만 누나가 그러했듯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한다고 생

각해서 용돈은 전혀 받지 않고 과외로 돈을 벌고 있다. 

건호 어머니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줄곧 일한 것은 아니고 

대학 졸업 후 지금과는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과 함께 퇴사 후, 아

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야 재취업을 하였다. 그 이후로는 코로나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직기간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직장생

활을 지속해 오고 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고자 보육교사 자격증도 땄으며 재취업 시에도 집과 매우 

가까우면서 아이들 하교 시간과 맞추어 퇴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다니

게 되었다. 

건호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2살 많은 누나와 건호가 있는데 건호

는 집에 오면 어머니보다 누나부터 찾을 만큼 누나와 정말 친하다. 부모

님은 아이들이 크면서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녁식사 

후 고스톱을 치며 노는 등 가족 시간을 많이 보내려 하고 있다. 어머니

는 자녀들이 ‘엄마랑 아빠를 끼워서 잘 놀아주는’ 가족이라고 표현한다. 

아버지가 집밥을 중시하여 따로 외식을 하진 않지만 전라남도에 살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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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조부모를 두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할 만큼 가족중심적인 분위기이다.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집안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 적도 있었으나 자

녀들은 아무 내색없이 잘 지내주었고 대학생이 되면서는 알아서 용돈을 

벌어서 쓰는 점을 부모님은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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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연구 참여자 및 가족 특성 

가족 

연구 참여자 정보 

그 외 가족 

(직업 및 나이 등) 

현재 동거 여부 및  

과거 분리거주 경험 

자녀 

(성별/학년/출생연도:나이 

/현재 용돈 부담) 

어머니 

(직업/출생연도:나이)) 

01 현아 
여/4학년/95년생:27세 

가능한 본인 부담 

부동산 운영 

64년생:58세 

아버지 (공무원, 퇴직 후 부동산 공동운영) 

오빠   (직장인/30/분가) 

동거 

/기숙사 거주 경험 

02 혜리 
여/ 4학년/98년생:24세 

매달 용돈+부모님 도움 

공무원 

70년생:52세 

아버지 (직장인) 

남동생 (직장인/21/군복무) 

동거 

/ 교환학생 경험 

03 미래 
여/4학년/98년생: 24세 

자기 부담 

고교 강사 

63년생:59세 

아버지 (사업) 

여동생 (대학생/21) 

동거 

/ 자취 경험 

04 동현 
남/3학년/98년생:24세 

자기 부담 

공부방 운영 

67년생:55세 

아버지 (직장인) 

형     (직장인/27) 

동거 

/ 군복무 시 

05 준혁 
남/3학년/98년생:24세 

매달 용돈+부모님 도움 

개인 사업 

71년생:51세 

아버지 (공무원) 

누나   (대학원생/27) 

동거 

/ 군복무 시 

06 아영 
여/3학년/00년생:22세 

매달 용돈+자기 소득 

청소년 강사 

73년생:49세 

아버지 (사업) 

오빠   (대학생/25) 
자취 3년차 

07 은지 
여/2학년/01년생:21세 

매달 용돈+부모님 도움 

전업주부 

68년생:54세 

아버지 (사업) 

언니 (대학원생/25), 남동생 (고등학생/18) 
자취 3개월차 

08 현우 
여, 2학년/01년생:21세 

매달 하숙비+본인 소득 

전업주부 

71년생:51세 
아버지 (교수) 하숙 6개월차 

09 수진 
여/1학년/00년생:22세 

부모님 카드+본인소득 

개인 사업 

73년생:49세 

아버지 (약사) 

남동생 (고등학생/18)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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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주 
여/1학년/01년생:21세 

본인 소득 

전업주부 

64년생:58세 
아버지 (직장인) 동거 

11 건호 
남/1학년/02년생:20세 

본인 소득 

은행원 

70년생:52세 

아버지 (직장인) 

누나   (대학생/22) 
동거 

 

 

 



 

 - 78 - 

 

 

제 3 장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양상  

 

본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로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소

비성향이 닮는가? 닮는다면 무엇이 어떻게 닮는가에 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대 간 비교의 관점에서 소비성향을 재구성하

고 도출된 소비성향의 여러 측면에서 전이와 비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핀다. 최종적으로는 가족에 따라 전이 양상을 비교하여 전형적인 

전이 형태와 해당 사례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1절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가족 내 세대 간 전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Z세대 자녀 참여자뿐

만 아니라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소비성향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어떠한 

지점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인식되는지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소비성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가장 주요한 테마

는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 테마는 ‘소비의 절제’에 대한 것으로 

씀씀이가 헤픈지, 혹은 얼마나 아끼는지 등과 관련한 특성이었다. 이것

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양적 측면의 소비성향과 관련이 깊다. 소득 

대비 지출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 자체를 많이 하는지, 혹

은 적게 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테마는 ‘구매에서 가

치 판단의 기준’으로 소비(구매)를 하기로 결정할 때 무엇을 중시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가치 지향적 측면과 유

사하다. 

각 소비성향의 테마에서 참여자들의 소비성향은 각각 세 가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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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형화 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같은 유형의 소비

성향을 보이는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유형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전이의 

결과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해도 가족마

다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전이를 인식하는 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 간 전이 양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나아가 참여자들의 전이 양상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

데 이것은 가족별 전이 형태의 차이를 보기에 앞서 고려할 부분일 것이

다.  

한편, 부모 자녀 간 소비성향의 전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앞서 두 가지 테마로 언급한 전반적인 소비성향의 전이뿐만 아

니라 특정 품목에서만 나타나는 소비성향이 전이되는 경우가 다수 관찰

되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식생활∙의생활∙여가생활을 중심으로 각 

영역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

하고자 한다.  

 

1. 소비성향의 양적 측면에서 세대 간 전이 

 

첫 번째로 참여자들이 논의한 소비성향 중 가장 핵심이 된 소비성향

은 ‘소비의 절제’와 관련한 것이다. 이것은 소비성향은 양적 측면과 관련

된다. 소비의 가장 원초적 의미로 볼 수 있는 돈을 쓰는 것, 즉 지출의 

측면에서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혹은 얼마나 쉽게 쓰는지에서 드러

나는 성향이다. ‘씀씀이’라는 단어와도 대체가 되며 참여자들의 소비성향

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많이 아끼는’ 사람, ‘안 아끼는’ 

사람, 그리고 ‘아끼다가 크게 쓰는’ 사람이다(표4-1). 

 

<표3-1> 소비성향의 양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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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묶음 1차 묶음 내용 

“많이 아끼는” 

최소한으로 소비 

최대한 아낀다 

필요한 것만 산다 

쓸 데 없는 데 안쓴다 

알맞은 만큼만 소비 

낭비하지 않는다 

활용도를 생각해서 산다 

예산에 맞추어 절제한다 

쓸 만큼만 구매한다 

“안 아끼는” 
절제가 약한 소비 

다소 초과하더라도 그냥 산다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냥 산다 

사고 싶은 건 지른다 

충동적인 소비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아끼다가 크게 쓰는” 
특정 부분에 아끼지 않는다 

모아서 크게 쓴다 

 

‘많이 아끼는’ 유형의 경우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여 지출 자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과, 무조건 아낀다기보다 얼마가 적정량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활용할 지를 고려하여 분별있게 소비한다는 내용

이 포함된다. 아낀다는 말은 지출을 줄여 돈을 아낀다는 것만이 아니라 

물자를 아끼는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가방이 낡아 떨어지도

록 바꾸지 않고 쓰고 있다거나(현아의 오빠), 휴지가 아직 쓸 만하면 그

냥 버리지 않고 바닥이라도 한번 훔쳐 닦는다고 한 것과 같이 물건의 쓰

임새를 다 하는 것이다(미래 어머니). 많이 아끼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

으로 언급된 사람은 어머니들이 많다.  

쓸 데 없는 데는 안 쓰고. 그렇다고 막 못 먹고 못 쓰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과하게 쓰지 않는 스타일. 아기 아빠도 그렇고 꼭꼭 필요

하지 않으면 안 사는 스타일? 꼭 필요하면 사. 그래서 그게 애들한

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키우면서 그

런 옷은 다 얻어 입혔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얻어 입혔고. (동현 

어머니, 2021.07.11) 

저는 스마트폰은 대학교 가고 나서 썼어요. 수능끝나고. 고등학교 



 

 - 81 - 

때도 스마트폰 쓰는 애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빠질 거 같아

서, ‘나는 공부해야 하니까 안 쓸래~’ 이랬는데. 저는 전자기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저는 필요가 없었어요. 카톡도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해보는데, 엄마 껄로 친구들이랑 하는데, ‘이렇

게 하면 돼지~’ 했는데 친구들이, ‘야, 제발 핸드폰 좀 사라고. 카톡 

좀 하자’고 하는 거에요. ‘엄마껄로 해~’ 했는데 엄마껄로 하지 못

하는 얘기가 있지 않냐고. (현아, 2021.05.19) 

동현 어머니는 자녀가 어릴 때는 옷을 얻어 입힌 것처럼 구매를 하지 않

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꼭 필요한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녀

참여자 중에서는 드물게 ‘많이 아끼는’ 성향을 보인 현아도 자신은 스마

트폰이 필요가 없어서 안사고 버티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마지못

해 장만했다는 일화를 이야기했는데 이처럼 ‘많이 아끼는’ 유형의 특징

적인 점은 소비 과정의 첫 단계인 문제 인식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다

시 말해 소비의 필요를 인지하는 문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많이 아끼는 유형의 반대라 할 수 있는 것이 ‘안 아끼는’ 유형이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씀씀이가 헤프다’는 성향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엇인가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예산이나 활용도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출하는 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 ‘절제가 약한’ 

성향이라 할 수 있다. <표3-1>에서 살펴보듯 절제가 약한 소비에는 ‘필

요하다 싶으면 그냥 산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필요에 

충실하여 구매를 결정한다고 했던 ‘많이 아끼는’ 유형과 같은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필요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사용되며 이 표현에서 

핵심은 ‘그냥’에 있다.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건호는 저하고 또 다르게 막 쓰는 거는 아

니어서. 본인이 필요한 거, 노트북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거니까 

(...) 저는, 그냥 이제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좀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조금, 아… 이래도~ 약간의 저기 힘겹더라도~ 그냥 

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사는 스타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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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함께 쓰거나 같은 부분은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구입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걸로, 제가 필요하다 하는 거

는 저는 그냥 구입을 해요. (건호 어머니, 2021.07.11) 

아끼는 유형이든 안 아끼는 유형이든 대부분 소비할 때 ‘필요’를 언급하

지만 ‘안 아끼는’ 유형의 경우 어떤 필요를 느껴서 구매욕구가 들면 아

끼기보다는 ‘그냥’ 산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준혁은 자신이 ‘뭐, 그냥 

하자~’ 라고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사고 싶은 거에 합리화

를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마침’ 할인하

길래 사거나 구매가 편리해져서 작은 물건은 ‘막’ 산다는 등 평소에 구

매를 쉽게 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속한다. 앞서 살핀 ‘많이 아끼는’ 유형

과 다르게 필요로 인지하는 역치가 낮다고 하겠다.  

마지막 유형으로 ‘아끼다가 크게 쓰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많이 

아끼는 모습을 보이지만 써야겠다 싶을 때 크게 쓰는 유형이다. 이것은 

자원이 유한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기도 하

다. 예를 들어, 혜리 어머니는 ‘짜잘한 거 거의 안쓰다가 한 방에 큰 거’

에 소비를 한다고 자신의 소비성향을 묘사하며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돈을 쓴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로 어머니들은 화폐

자원의 제약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언급하였다. 50

대에 들어선 지 얼마 안된 준혁 어머니는 물건이 넘치는 상황에서 살림

살이를 늘리는 것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를 사는 게 조심스럽다. 

최근에는 가격대가 상당한 가전제품을 들여놓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이제 죽을 때까지 쓰는데’라는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샀다고 한다. 사실 

2020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른 5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37.7년으로 이

를 고려한다면 준혁 어머니는 앞으로도 가전제품을 한두 번 더 바꾸어야 

할 테지만 준혁 어머니의 생각은 50-60대에 마지막으로 집안살림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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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었던 이전 세대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아끼는지, 아끼지 않는지, 혹은 평소에는 아끼지만 쓸 때 크게 쓰는

지 하는 소비성향의 차이에는 소비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인지, 혹은 부

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하는 소비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소비지향적 태도의 개념과 유사하다. 소비지향적 태도란 기본적으

로 ‘화폐 및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되며(김인숙 & 정용선, 1995),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쇼핑 선호, 물질주의 가치, 소비집착적 경향, 소비욕구 충족의 

시간지향 등의 개념까지 포함한다(오지현 & 계선자, 2006; 편세린, 

1997). 이러한 소비지향적 태도의 근간에는 화폐 및 자원을 아껴야 한

다는 절약적 규범이 작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많이 아끼는’ 유형은 

절약적 규범이 강하고 소비지향적 태도가 낮은 것, ‘안 아끼는’ 유형은 

절약적 규범이 약하고 소비지향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끼

다가 크게 쓰는’ 유형은 아껴야 한다는 규범을 내재화하고 있으나 소비

를 적당히 즐기는 것 또한 좋은 것이라는 태도가 발현된 것이라 하겠다.  

소비성향의 유형화는 참여자들이 가족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

에 따르는 것이지만 위의 유형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을 분류해보았을 때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소비성향이 대부분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

이거나 더 잘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가족에 따라 어머니

의 소비성향이 자녀에게 유사하게 전이된 경우도 있고 자녀가 어머니보

다 더 아끼는 성향이 되는 경우도 확인된다(민주, 건호). 하지만 경향성

에 있어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비성향 간 집단적 차이는 코호트

적 세대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는 이어지는 맥락의 분석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2. 소비성향의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세대 간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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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성향의 두 번째 측면은 가치지

향적 측면이다. 일반적인 구매상황에서 어떠한 가치 지향을 갖는가에 관

한 것으로 세대 간 비교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난 유형은 세 가지이다. ‘가

격 우선’, ‘가성비 우선’, ‘만족 우선’이며(표3-2), 구매에 있어서 소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핵심 기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세 가지 

기준은 한 번의 구매 내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만 평소 소비의 

결정에서 우선시하며 강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격 우선형’은 무엇을 사려할 때 일단 가격부터 고려한 

후 ‘너무 비싸면 굳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며 비용에 효용을 타협하

는 유형이다(아영 어머니). 옷을 쇼핑할 때에도 균일가로 할인된 제품들 

중에서만 고르거나 세일 기간에만 쇼핑하러 가는 편이다(현아).   

두 번째 유형인 ‘가성비 우선형’은 가격을 중시하는 것에 더하여 성

능을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한다. 어머니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가성비를 

중시한다고 표현하였는데, 가성비라는 단어가 사회전반에 유행처럼 번지

면서 단어의 용처가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미로 가

성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로 

가격을 기준으로 성능(효용)이 실한 것, 혹은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을 모두 지칭할 수 있다. 절대적 가격이 낮은 것, 저가 지향보다 

상대적 가치를 보는 가성비를 크게 고려하는 참여자들이 많은 것은 한국 

사회 전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한편, 혜리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소비성향에서 ‘가성비’를 무척 강

조하였는데, 그 의미에는 명품을 사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산다는 것, 구매 시 가능한 혜택을 철저히 챙긴다는 것이 포함

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들은 저렴하다고 해서 질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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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는 것보단 원래 가격이 비싸고 좋은 물건이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

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가성비 있게 사는 것’도 ‘가성비 우선형’

에 포함되었다(현우 어머니, 미래 어머니).  

마지막으로 ‘만족 우선형’은 가격을 비교적 뒷전으로 둔다. 더 높은 

가격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것을 사려하는 성향이다. 이 

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선호하는 브랜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진 어머니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딸 

수진이 ‘밥은 대강 먹어도’ ‘스벅(스타벅스) 신제품 나오면 먹어봐야’ 하

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수진은 신제품이 주는 새로움으

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지향적 차원의 소비성향은 소비 가치가 행동상의 경향

으로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 가치는 ‘다양한 개별 소비상황 

및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신념들’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구성 차원은 저가지향, 쾌락지

향, 타인지향, 자기표현지향 등 매우 다양하다(구명진 등, 2015). 이중에

서 어떠한 소비가치에 대한 지향을 갖는가에 따라 윤리적 소비성향, 과

시적 소비성향, 쾌락적 소비성향 등 다양한 소비성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소비할 때 중시하는 것으로 가격, 가

성비, 디자인, 만족, 친환경, 타인의 이목 등 여러 차원의 개념을 언급하

였으며 개인마다 한 가지의 소비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마다 

경중을 달리하여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은 소비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소비성향 중에서도 세대 

간 비교에서 핵심적인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격 중시, 가성비 중시, 만족 중시의 가치 판단은 그 속성을 고려

할 때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가격 중시와 가성비 중시는 외

재적 혹은 객관적 조건에 의한 판단이며 만족 중시는 개인의 내재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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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자녀 참여자 중에는 절반 이상이 주관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유형으

로 분류되었는데 이것 또한 양적 측면의 소비성향과 같이 코호트적 소비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론적 고찰에서 Z세대의 소

비특성으로 적극적으로 욕구충족에 나선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소비에 앞

서 가격과 예산제약을 먼저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든 자신

의 마음에 차는 것인지를 우선 고려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용돈을 모으

거나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소비를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이

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물질적 충족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충족을 얻

고자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격 중시형과 가성비 중시형의 판단 기준이 

물질적 충족을 위한 소비에서 효과적인 기준이라면, 만족 중시형은 심리

적 만족을 위한 소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3-2> 소비성향 중 가치 지향적 측면의 유형 

3차 묶음 2차 묶음 1차 묶음 내용 

외재적 

객관적 

“가격 우선”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 

세일하는 것을 산다 

가격을 먼저 본다 

자신만의 적정 가격이 있다 

“가성비 우선” 
가성비 있는 것을 고르기 

어느 정도 품질 이상이면 비

싼 것이 필요 없다 

가성비 있게 사기 
가능한 혜택을 많이 받고 산

다 

내부적 

주관적 
“만족 우선” 

주관적 만족이 우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

다 

가격보다 ‘00’이 먼저 

가격보다 브랜드를 먼저 고

려한다 

가격보다 신제품이 중요하다 

가치/효율을 함께 고려 
무조건 싼 것보다 가치를 고

려한다 

 

 

3. 품목에 따른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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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양적∙가치지향적 차원의 소비성향이 전반적인 소비에서 나타

나는 성향에 대한 것이라면 품목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성향과는 다른 소

비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는 매우 아끼는 성향

이지만 여행에서만큼은 아끼지 않는 소비성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

정 품목에서만 나타나는 소비성향이 부모 자녀 간에 전이되는 경우에 대

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학생인 Z세대 참여자들이 소비하

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성향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

분, 즉 식생활과 의생활, 그리고 여가 및 개인 소비생활에 대하여 어머

니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족 단위로 소비생활을 많이 경

험하는 식생활과 일부 가족 단위 여가생활에서 부모 자녀 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생활의 경우에도 함께 옷을 사러 가는 등 상호작

용이 있는 가족에 한 해 전이가 일어났다. 이를 통해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에서 일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부모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는 공동의 소비경험이 전제되어야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족은 식구(食口)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식생활은 가장 기본적이면

서 가족과 가장 많이 경험되는 소비의 영역으로서 세대 간 전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먼저 식생활에서의 전이를 살펴보자면, 

많은 가정에서 의식주 중에서 식생활을 가장 중시하였다. 특히 어머니들

은 잘 먹는 것이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식생활 소비에 관여도

가 높았는데, 그럼에도 내식(內食)과 외식(外食), 혹은 식재료, 영양제 

등 식생활이라는 큰 영역 하에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가족에 따른 고유한 소비성향의 차이는 부모 자녀 간 전이

를 통해 다양한 소비패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외식에 대한 소비성향이 큰 부모를 둔 자녀는 외식에 대

해 아끼지 않는 소비성향의 전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은 

은지네와 준혁이네 두 가족이며 이외에 참여자 부모님들은 내식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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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제보되었다. 은지 가족은 일주일에 세네 번 외식을 할 만큼 

외식을 자주 하는데 아버지가 ‘잘 먹는 것’을 무척 강조한다. 물건에 50

만원을 쓰는 것은 딴지를 걸지만 일인당 14만원 하는 참치집에 다섯 식

구가 가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다. 먹으러 가는 것이 곧 나들이

이기도 해서 ‘오늘은 장어를 먹으러 갈까’해서 갑자기 파주를 가기도 한

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자란 은지는 생애격자틀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

억에 남는 일에 ‘밥값 비싸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 적기도 하였다. 학창

시절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 ‘‘너랑 밥을 같이 먹으면 비싼 음식

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먹는 것에 생각 없이 돈

을 쓴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준혁 모자에게 외식이란 은지 가족과는 조금 다른 결에서 중요하다. 

준혁 어머니는 물건은 사더라도 둘 곳이 없는데 다이닝 코스를 먹는 것

은 가족의 추억이 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대신 경

험을 중시하는 것인 만큼 같은 곳을 재방문하지는 않는다. 준혁 역시 가

족과 외식을 자주 하다보니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것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누나에게 분위기 좋은 식당이나 예쁜 카페를 추천 받아 동성

친구들도 데려갈 만큼 경험으로서의 외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준혁 어머

니는 평소에 외식만이 아니라 잘 챙겨먹는 것을 중시하다보니 준혁 역시 

모든 끼니를 좋은 곳에서 먹지는 않아도 매일 생과일 주스를 사먹을 만

큼 식생활 전반적으로 씀씀이가 후한 편이다. 

반면 내식을 강조하는 집에서 나타나는 소비성향의 전이는 매우 구

체적인 부분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집밥’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태도 전

반이 전이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건강이라는 가치를 강조할 경우 자녀도 

이를 고려하여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아 어머니와 현우 어머니는 

모두 식생활 외에 다른 소비에서 지극히 아끼지만 자녀 건강을 최우선으

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에는 아끼지 않으며 식재료는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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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집한다. 이에 자녀들은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소비성향

에 반영하고 있었다.   

연구자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께서] 먹이는 건, 되게 좋은 

거 먹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아씨도 먹는 거에서는 되게 

좋은 거, 유기농 이런 것들 자꾸 찾는다거나 이런 눈높이가 있나

요? 

현아 그건 또 맞아요. 저도 제 혼자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이

제 엄마가 ‘뭐, 뭐 사와~ 양배추 사와’ 그러면 사는 김에 계란도 

사고 우유도 사고 이럴 때가 있는데. 마트에 유기농 코너가 있고, 

그냥 유기농 아닌 채소들 파는 데가 있잖아요? 가격이 딱 봐도 너

무 달라요… 비싸요 훨씬. 그래서 다 합치면 되게 큰 돈이지만 그래

도 유기농을 사야지. 그래서 다 제가 혼자 사더라도 그렇게 사는 편

이에요. (…) 엄마는 거의 생협이라는, 두레생협이라는, 친환경만 파

는, 그런 가게에서 사왔는데. 저는 거기 많이 따라가서 엄마 고르는 

거 보고… 여기 다 유기농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거만 

보고 살아서 그런지. 요즘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뭘 이제 살 때, 계란 같은 거 살 때 뭐, 유기농이 아닌 걸 산다, 그

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현아, 

2021.05.19.) 

현아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있어서는 작은 가격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

응하며 아끼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개의

치 않는 자신의 행동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자각하였다. 현우도 마찬가지

로 우유는 유기농을 사먹는다거나 좋은 식재료를 먹어야 하는 것은 어머

니가 어릴 적부터 강조한 부분이라 이야기 하였다.  

한편, 내식이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이 공유될 수 있는 영역인 것에 

비해서는 세대 간 전이가 관찰된 바가 적었는데, 이는 다수의 자녀 참여

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내식에서 주체적인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성향도 명확화 되지 않은 점 때문이다. 외식에 대해서는 은지와 준

혁 어머니를 제외한 어머니 참여자들이 대체로 외식에 관여도가 낮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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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녀는 나름대로 외식에 대한 소비성향과 취향을 갖고 있는 모습이

었다. 예를 들어 미래는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도 좋아한다. 특히 SNS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사용하는 소비자인만큼 인

스타그램에서 공유되는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사

진찍는 것도 무척 중시한다. 건호도 외식으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경험이 된다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

한 외식에서의 소비성향을 발달시키는 것은 경험과 이미지 중심의 음식

소비문화를 향유하는 20대의 하위문화로 볼 수 있다(고명지 등, 2017). 

 

의류에 대한 소비성향에서도 몇몇 참여자에게서 부모의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준혁은 대학교 1-2학년까지는 저가 옷이라도 마음에 들면 

아무거나 사서 입었으나 군대를 전역하고 어머니의 조언에 의해 소비성

향에 변화가 생겼다. 어머니는 새로 옷을 장만하려는 준혁에게 ‘너 나이

도 좀 있고 한 번 좋은 옷을 사야 오래 쓴다’고 하였고 준혁은 이를 수

용하여 그 뒤로는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게 되었다. 어머

니에게 의존하는 만큼 구매 빈도를 줄이고 한 번 살 때 크게 쓰는 방식

으로 옷에 대한 씀씀이가 바뀌었다. 

어머니가 옷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경우 자녀 또한 옷에 대한 관심

이 많고 구매의 기준도 닮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수진의 경우 구체화된 

명제로서 전이된 가치나 신념이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의류 소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도가 높다는 점과 어머니와 옷을 공유해서 입는다는 사실

에서 소비성향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진 모녀는 모두 ‘명품’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비로서 옷을 사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민주 모녀의 경우에도 옷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돈을 아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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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민주 어머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을 꾸미는 것에는 돈을 많

이 쓰곤 했으며 딸인 민주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딸이 예쁘게 입고 다

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사주려 하고 있다. 민주는 중고등학생 

때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저가의 옷도 잘 입었지만 대학생이 된 후 의류 

소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옷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 되었다. 특히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인 만큼 좀 좋은 거 입고 싶다’고 하였는데 옷에 

대한 씀씀이뿐만 아니라 소비 가치 또한 어머니로부터 전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민주 어머니가 딸에 대한 투사로 옷을 사주려 하는 모습은 

현우 어머니에게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현우 어머니의 경우 본인의 옷에 

대해서는 무척 아까워하는 소비성향이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성향의 유

사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옷을 각자 알아서 구매하는 모-자녀의 경우 의생활 소비성향

의 비전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동현∙아영∙건호는 의류비를 부모에게 의존

하지 않으며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성향에 있어서

는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좋은 옷을 사놓는 게 만족도 크고 오래 입는다

는 생각에서 ‘아끼다가 크게 쓰는’ 전략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들의 소비

성향은 어머니들의 의류 소비성향과는 매우 상이하다. 동현 어머니는 옷

을 자주 사지 않고 어쩌다 살 때는 백화점에서 꼭 입어보며 실용성과 가

성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금액이 크면 선뜻 사지 못한다. 아영∙건호 어머

니는 사회활동을 하는 만큼 옷을 자주 사는 편이지만 좋은 옷을 사기보

단 가성비를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여가 생활의 경우 혜리 모녀와 준혁 모자를 제외하고는 

전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혜리 모녀는 식∙의생활의 취향이 정

반대지만 여가소비만큼은 많이 공유하고 있다. 혜리 어머니는 전시∙공연 

관람과 해외 여행, 자기계발에는 아끼지 않는 소비성향으로 혜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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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준혁 모자 역시 외식에 더하여 여행 또

한 경험 소비로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전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가족 외에 여가 영역에서 소비성향의 전이가 확인되지 않

은 것은 어머니들의 경우 의식주를 제외하고 특별한 여가 소비를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 참여자들의 경우 여가 및 개인 소비영역에서

는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미래는 피부관리에, 은지와 

동현은 게임에, 민주는 연예인 팬클럽 활동에, 건호는 문화생활에서 지

출을 크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품목 차원의 소비성향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전이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이가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분명한

소비 가치를 기반으로 할 때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다. 여가 생활뿐만 아

니라 식생활과 의생활 소비에 있어서도 소비 경험이 제각각이거나 일관

성이 없을 때 자녀는 부모와 같지 않은. 나름의 소비성향을 발달 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맥락-특정적(context-specific) 사회화’의 관점을 일부 

지지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

하는 입장으로서 맥락-특정적 사회화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 기반하는 것이며 그 맥락에서 학습된 생각이나 행동이 다

른 모든 맥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Harris, 1995). 인간

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사회적 지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보여주는 자녀의 행태가 가정 바깥에서도 똑같이 드

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할 모델로서 부모가 부재한 가

정에서도 자녀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현상으로 

뒷받침되는데(Harris, 2009/2017),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소비

와 같이 부모와 경험하지 못한 소비 영역은 또래와 함께, 혹은 미디어를 

통해 경험됨으로써 부모와는 달리 소비성향이 형성된 것이라 해석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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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형태 

 

앞서 무엇이 전이되는가에 관하여 분석하며 다양한 소비성향이 존재

함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성향의 전이 양상은 모든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도,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자녀 참

여자들이 동일한 Z세대에 속하지만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듯이 개별 가

족 또한 전이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 참여자와 자녀 참여자의 소

비성향을 기준으로 전이 양상을 비교했을 때 열 한 쌍의 사례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가족의 세대 간 전이 형태라 부

르고자 한다. 이는 ‘무엇이 어떻게 전이되었는가’ 라는 물음에서 ‘어떻게’

에 해당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족부터 비

슷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가족까지 전이 형태를 나누고 각 형태에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가족이 

본인들의 소비성향에 대하여 어떻게 닮았다고 느끼는지, 혹은 다른 점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정리할 것이며 이러한 전이 형태의 분류는 어떤 가족

의 맥락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인지 혹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대 역할을 할 것이다.   

세대 간 전이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으

로 어머니와 자녀가 매우 비슷한 성향의 소비자라고 느낄 수 있는 ‘전반

적 전이형’이다. 현아 모녀와 동현 모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가족은 

스스로 ‘우리는 비슷하다’고 평가 내리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소비성향

의 일부 측면이 닮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닮았다’ 혹은 ‘닮지 않았다’고 답하지 못하는 가족으

로 ‘일부 전이형’이라 명명하였다. 혜리 모녀, 준혁 모자, 현우 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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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서로 다른 점에 대

해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지만 곧이어 비슷한 점을 떠올리고 ‘그런 부분

은 닮았다’ 고 이야기하는 패턴을 보인다. 마지막 유형은 소비성향의 여

러 측면에서 다른 점을 느끼는 ‘비전이형’ 가족이다. 현재 소비성향을 전

이의 결과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달랐다고 느낀 건호 모자와 이전에는 비슷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

하는 아영 모녀를 모두 포함한다. 수진 모녀는 서로 정반대로 느낄 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전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전

이형으로 분류한다.  

세 가지 전이 형태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도 있다. 은

지 모녀와 민주 모녀는 ‘일부 전이형’에 근접하며 미래 모녀는 ‘비전이형’

에 가깝지만 전형적 패턴으로 설명하기에는 가족만의 고유한 서사가 얽

힌 특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 사례로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세대 

간 전이 형태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하여 가계도 분석을 재무 영역에 응

용한 재무 가계도(money genogram)를 참고하여 참여자들이 제보한 가

족원들의 소비성향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Gallo, 2001). 각 

전이 형태의 패턴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전

형적 사례에 해당하는 가족을 설명하면서 소비성향 가계도 또한 병기한

다. 

 

1. 전반적 전이형: ‘우리는 비슷해요’ 

 

현아 모녀와 동현 모자는 ‘우리는 닮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몇 안 

되는 가족으로 전반적 전이형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전반적 전이형

은 ‘많이 아끼는’ 소비성향과 ‘가격 우선’ 및 ‘가성비 우선’의 객관적 조

건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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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루는 소비성향의 두 가지 주요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상

황에서도 비슷한 가치관이나 태도,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제보하였기에 

명칭과 같이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족의 부모님 모두 ‘많이 아끼는’ 참여자들 중에서도 매우 절약

을 강조하는 소비성향을 지녔는데 현아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식구들의 절약 습관이 잘 드러난다.  

볼펜을 산다고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이 다 닳았다, 그럼 또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럼 갈아끼우고.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 특히 

아빠. 그리고 휴지를 하나를 탁 빼서 잘 안써요. 꼭 잘라가지고 닦

고 끼워놔요 (…) 구두 굽이 닳으면 구두 굽만 가서 또 서비스를 

받아요. 굉장히 정갈하게 신고, 닦고 닦고. 굽 갈면 또 굽도 서비스 

받아서 쓰고. (…)도어록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사는데 10만 원

이 들어요, 고치는데 한 3만 원 들어요. 그럼 우리는 고쳐쓰는 스

타일이에요.  (현아 어머니, 2021.05.19) 

현아 부모님의 소비성향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볼펜이나 

휴지와 같이 사소한 물건도 사용 단계에서부터 함부로 쓰지 않는다. 물

건이 고장이 나도 새로 사기 보다는 고쳐쓰려 한다는 점에서 처분 단계

까지 절약의 과정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동현 가족도 비슷하다. 동현 어머니는 ‘아무리 푼돈이라도 쓸 데 없

으면 안쓴다 주의’라고 가족의 소비성향을 묘사하였는데 특히 동현이 부

모보다도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아낀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그저 

아끼자는 생각이 강한 편이라면 동현은 계획적으로 필요한 소비만 하면

서도 할인 혜택 등 정보탐색도 철저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동현 모자

는 소비성향에 대해 ‘우리는 그런 점에서 비슷해요’라고 평가하는데, 예

시 중 하나로 머리할 때 가성비 따지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동현은 아무

리 머리를 잘 자른다고 해도 커트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것은 가

성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또한 파마 가격이 얼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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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는 건 낭비라고 생각한다.  

전반적 전이형 가족의 또다른 특징은 전술한 묘사에서 드러나듯 어

머니와 아버지의 소비성향이 매우 유사하고 이에 따라 가족 전체적으로

도 소비성향이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현아 가족의 경우, 현아

의 오빠는 대학생 때 사서 낡아 떨어진 가방을 십 년이 되도록 계속 사

용하고 있다. 대학생 시절에는 현재 부인이 된 당시 여자친구와 데이트

하면서도 ‘커피를 하나 시켜가지고 나눠먹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현아는 자신이 단돈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 

최저가 검색을 열심히 하듯이 오빠도 패딩 하나를 사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던 것을 보면 남매가 모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현아는 이렇듯 아끼는 소비성향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두루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아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를 관리하였고 또 자녀들의 용돈도 어머니는 신경쓰지 않

았고 아버지가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옷을 사거나 먹거리를 장 

볼 때는 현아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물건 고르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닮은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늘상 ‘할인을 많이 해서 품질이 좋은데 값이 싼 거’를 사야한

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현아 어머니는 절대적인 가격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고 그만한 쓸모와 가성비가 있다면 금액이 크더라도 지불하는 편인 반

면에, 현아는 어머니가 일부러 비싸고 좋은 옷을 골라주지 않는 이상 금

액대 측면에서 자기만의 제한을 갖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

하기 위해 가계도에는 현아의 소비성향을 가격 중시형으로 표기하였는데 

가성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현아와 어머니는 소비성향에 

전이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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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가족의 경우 현아 가족과 달리 형제 간에 다른 소비성향으로 

평가되었다. 동현의 형은 타고난 성격도 매우 외향적이라 식구 중에는 

가족과 있는 시간이 가장 적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타고난 기질의 영향인

지 소비성향에 있어서도 부모를 닮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는 취직하면서 

자기 수입이 생기자 사보고 싶었던 것을 마구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도 하다. 동현은 형이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끼지 않는 소비성향이

라 평가하지만, 자신이 볼 때 다른 것뿐이지 ‘남들이 봤을 때는 플렉스

도 아니에요’ 라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과의 상대적 비교

일 뿐 평균적인 씀씀이로 본다면 형을 포함한 동현 가족의 소비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3-1> 현아∙동현 가족 내 세대 간 전이양상 

 

현아와 동현은 분명 어머니와 소비성향의 결이 비슷하지만 그렇다 

해서 판박이처럼 동일한 소비성향이 전이되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

 

         
[양적 소비성향]        ○: 많이 아끼는          ●: 안 아끼는 

[가치적 소비성향]      ₩: 가격 우선            ♣: 가성비 우선 

*: 불안정/가변적 : 분거 가족원이 있을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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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아의 소비성향은 사실 대학시절 동안 변화를 겪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현아는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이 억눌려있던’ 시기를 경험

했고 시험공부를 그만두면서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한 욕구가 솟아 옷을 

다양하게 사서 입어보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한 소비 경험을 통해 자신

에게 맞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다시 그러한 소비 욕구가 ‘내려왔고’ 원래의 소비성향으로 돌아

왔다. 이제는 많은 옷이 집에 쌓여있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 중고거

래로 처분하기도 했다. 

동현의 소비성향은 의식주가 아닌 개인 소비영역에 있어서는 어머니

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동현의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원피스를 

사려다가도 활용도가 낮을 것 같으면 그 돈을 식구를 위해 쓰겠다며 구

매를 포기하는 소비성향이지만 동현은 자신을 위한 소비를 쓸 데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방탈출 게임과 같은 여가 소비는 그만한 재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대가 높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대

학에 입학한 직후가 동현이 그러한 자신의 소비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으며 현재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인 만큼 돈을 쓰고 싶은 곳도 없

고 군대에 있는 동안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돈을 모으고자 매우 

아끼는 소비성향을 유지 중이다. 이러한 동현의 소비성향은 자신만의 소

비영역을 발견해가며 아직 안정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기에 가계

도에는 별표(*)로 표현하였다. 

현아와 동현의 사례처럼 대학생 시기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개

인적 소비생활을 경험해보는 시기이며 자신만의 세부적인 소비성향을 형

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전이형 자녀들의 경우 

소비성향의 변천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소비생활에 있어서는 

어머니로부터 전이된 소비성향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점에서 전이 형

태를 전반적 전이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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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전이형: ‘그건 닮은 것 같아요’ 

 

일부 전이형의 전이 형태는 두 가지 측면의 소비성향 중 한 가지에

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전이형의 전형적 사

례에 해당하는 혜리와 준혁은 소비를 쉽게 한다는 점에서 부모님과 다르

지만 구매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부모님과 비슷하여 전반적인 소비성향

으로 놓고 보면 비슷한 소비자인 듯 보이기도 한다. 즉 양적 측면의 소

비성향은 다른 유형에 속하지만  가치지향적 측면의 소비성향은 유사한 

것이다. 일부 전이형의 또다른 사례에 해당하는 현우 모녀는 앞의 사례

와는 반대로 양적 측면이 같은 유형이고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

인다.  

혜리 어머니는 명품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샀는지, 

백화점에 적립은 되는지 꼭 따져보고’ 사며, 평소에는 ‘캐시워크’ 앱으로 

포인트를 모아 샌드위치를 사먹는 등 온갖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알뜰형 

소비자이다. 혜리 역시 어디 음식점을 간다 하면 미리 할인 방법은 없는

지 찾아보고 물건을 살 때는 적립이 되는지 필수로 확인한다. 혜리는 친

구들과 놀러 나갔을 때 본인이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

게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러한 혜택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였다. 혜리는 어려서부터 가성비 있게 사는 것, 혜택을 가능

한 챙기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어머니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닮은 것

이라 생각하였다. 

반면 혜리의 소비성향은 어머니는 물론, 다른 가족들(아버지와 동생)

과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지출영역으로만 보자면 다른 가족들은 

옷에 신경을 많이 쏟는 편인데 혜리는 옷이나 쇼핑 나가는 것에 전혀 관

심이 없고, 대신 식료품에는 관심이 많아서 혼자 와플기계도 사보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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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도 이것저것 구매해본다. 또 양적 측면의 소비성향의 경우, 혜리 아

버지나 남동생은 돈을 ‘잘 쓰는’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아낄 때는 철저히 

아끼고 빈도를 적게 사되, 한 번 살 때 명품 등 크게 쓰는 소비성향이다. 

이에 반해 혜리는 지출 규모 자체가 매우 작아서 돈이 모이는 편이지만 

소비욕구가 많지 않을 뿐이지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아끼려 하지도 

않고 계획적으로 지출하지도 않는다. 소비지향적인 태도를 놓고 생각하

자면 ‘아끼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버지∙남동생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실제 소비 모습에서는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이다. 

비슷하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한 소비성향 때문에 혜리는 어머니와 닮

았느냐는 질문에 단정지어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가성비를 따지는 것) 

닮은 것 같아요’라고 평가했다.    

준혁 모자 역시 소비성향이 다른 부분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도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닮은 점이 드러났던 사례이다. 준혁은 자

신이 충동구매도 좀 있고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준혁 

어머니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대로 알뜰살뜰 아끼면서’ 소비를 조절

하는 성향이다. 서로의 소비성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준혁은 어머니도 크게 지출하고 나서 자기합리화를 하는 

면이 있다며 어머니의 소비성향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어

머니는 용돈을 받는 아들과 달리 본인의 소득을 쓰는 것이고 주로 지출

의 목적이 가족이 함께 쓰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기 것만

을 사면서 돈을 턱턱 쓰는 아들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 유사한 점도 있는 것이 각자의 소비에 대한 발화에서 나타났다. 준

혁이 최근 무척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어 큰 맘 먹고 겉옷을 새로 장

만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준혁 어머니 역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

어야지, 아무리 샤넬 백을 갖다 줘도 나는 똑같은 샤넬 백을 싫어하거든

요’ 라며 자기만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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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혜리∙준혁 가족 내 세대 간 전이 양상 

 

혜리∙준혁 가족과 같은 ‘일부 전이형’ 가족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품

목에 따른 소비성향에서 전이가 확연하다는 것이다. 혜리 어머니와 준혁 

어머니 모두 ‘이것만큼은 아끼지 않는다’는 품목을 가지고 있다. 혜리 어

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가는 것, 교육을 받

는 것 등 자신의 경험과 자산이 되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았고 자녀를 키

우면서 옷에 신경쓰지 못할 때에도 그러한 소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아 해외단기 연수를 다녀왔던 경험 등 

여러 경험으로 빼곡히 찬 혜리 어머니의 생애격자틀에서도 드러났다.  

혜리 역시 어머니의 그러한 소비패턴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특

히 대학에 온 이후로 품목적 측면의 소비성향에서 전이된 바가 자연스럽

게 드러났다. 어머니와 함께 전시나 공연에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틈틈이 항공권 특가를 노려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오

기도 했다. 가성비를 살뜰히 챙기는 성향이 여가생활에서 드러나는 모습 

        
[양적 소비성향] ○: 많이 아끼는 ◐: 아끼다가 크게 쓰는 ●: 안 아끼는 

[가치적 소비성향] ♣: 가성비 우선 ♥: 만족 우선   

: 분거 가족원이 있을 경우 구분 [도형 내 품목]: 아끼지 않는 품목 



 

 - 102 - 

역시 모녀가 닮았다. 여행의 숙소를 정하더라도 현지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 가격 대비 서비스가 좋은, 가성비 중심으로 고르는 편이다. 일

정을 빡빡하게 채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려는 여행 스타일까지 ‘쉴 거

면 집에서 쉬지’하고 말하는 어머니로부터 혜리에게 전이되었다. 

준혁 어머니는 물건에 돈을 쓰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경험에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는 앞서 품목적 소비성향의 전

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식에 지출하는 것이다. 여행도 준혁 가족이 

공통적으로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는 영역이다. 가족이 모두 아버지를 따

라 해외 생활을 했을 당시, 준혁 부모님은 자녀들이 ‘제발 그만 다니자’

고 할 만큼 틈만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다. 경험을 중시하는 

속에서 자란 탓인지 준혁도 대학에 와서 여행을 자주 다니고 군입대 전

에 홀로 유럽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준혁 누나 또한 다른 물적 소비

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여행에는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전이되는 가족

에서 관찰되는 또다른 특징은 형제 간에는 물론, 부모 간에도 소비성향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현아 가족과 동현 가족에서 아버

지의 옷은 어머니가 대신 구매하는 것에 반해, 혜리 아버지는 본인의 옷

을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개인 소비생활은 어머니와 분리되어있다. 

준혁 아버지 또한 ‘콩나물 값도 하나하나 아껴야 된다’ 하지만 자신의 

여가생활에 지출할 때는 가족들이 공감하지 못할 만큼 후하게 쓰는 편이

다. 자녀들은 부모 중 한 명을 오롯이 닮는다기보다 부분적으로 전이를 

보이거나 전혀 다른 개인만의 소비성향을 형성하면서 가족 전체로 보면 

소비성향이 제각각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일부 전이형’ 가족으로는 현우∙민주 모녀가 있다. 현우 모

녀의 경우 앞의 사례와 달리 모녀 간에 소비성향의 양적 측면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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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가치적 측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우는 소비 욕구

를 채우다가 생활비가 부족한 주변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으며 자기 

예산에 맞게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우 어머니는 소비는 최소한으

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저축이 먼

저이고 지출도 분수에 맞게 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현우는 어머니가 예

산을 고려해서 돈 관리를 해왔던 모습으로부터 배울 게 많았다고 하며 

소비성향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 어머니로부터 전이되었음을 의식적 수

준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현우 아버지는 소비욕구가 많다거나 비

싼 것을 사지는 않지만 즉흥적으로 작게 지출하는 것이 많아 은근히 돈

을 모으지 못하는 성향으로 묘사되었는데 현우는 아버지의 소비성향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현우는 어머니의 소비성향은 ‘수용’, 

아버지의 소비성향은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다른 참여자들

이 세대 간 전이를 의식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러

한 자녀 본인의 의식이 작용한 전이 과정은 독특하다고 판단하여 가계도

에 이를 반영하였다(그림 3-3). 

한편, 구매할 때 보이는 소비성향은 닮지 않은 부분이 크다. 현우 

어머니는 구매할 때 가성비가 더 좋은 게 있는지 ‘천 개 있으면 눈이 빠

지게 천 개를 다 보고’ 구매를 하는 성향인 반면, 현우는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을 잘 못하고 발품 파는 것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현우는 자신의 소비성향을 ‘적게 사는 대신에 진짜 

마음에 들면 딱히 금액이 사실 그닥 상관은 없다’고 표현했다. 현우 어

머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전업주부이고 현우는 학업이 바

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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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현우∙민주 가족 내 세대 간 전이 양상 

 

민주의 경우도 부모님의 소비성향을 부분적으로 닮았다. 특히 소비

성향의 가치적 측면은 어머니로부터 부지불식 간에 전이된 게 있으면서

도 아끼지 않는 성향에 대해서는 자녀 스스로 어머니와 닮지 않으려 하

는 점이 독특하다. 민주 어머니는 다 먹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식재료

를 과하게 구매해둔다거나 휴지를 써도 ‘팍팍 뽑아 쓰는’ 등 아끼지 못

하는 면이 있다. 때문에 민주는 어려서부터 오히려 어머니에게 잔소리하

는 딸이었다. 다만 민주 역시 ‘남한테 잘 사주는 것’은 어머니와 닮은 면

이 있고 최근의 소비생활을 돌아봤을 때 자꾸 예산을 초과하게 되고 남

들 따라 쓸 데 없는 것을 자꾸 사게 된다고 말한 점을 미루어보아 어머

니의 소비성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민주의 소비성향 전이 과

정은 ‘거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도 혼자서 용돈 기입장

을 써보려 했다거나(결과적으로 지속하지는 못했으나) 대학에 온 이후에

         
  

[양적 소비성향] ○: 많이 아끼는   ◐:  아끼다가 크게 쓰는  ●: 안 아끼는 

[가치적 소비성향] ₩:가격 우선   ♣:가성비 우선   ♥:만족 우선   ★:타인의식 

 분거 가족원 있는 경우 구분                 수용            거부 

도형 안의 품목: 아끼지 않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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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의식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어리다 할지라도 부모의 소비성향을 항상 그대로 반영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가족 외부의 사회적 규범에 

의거하여 부모를 반면교사 삼는다는 것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다(Harris, 2009/2017 ; Moore 등, 2001).  

 

3. 비전이형: ‘요즘 애들은 다르더라구요’ 

 

어머니와 자녀의 소비성향이 닮지 않은 ‘비전이형’에는 건호∙수진∙

아영 가족이 속한다. 건호와 수진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소비성향이 

달랐던 반면, 아영은 어머니로부터 소비성향이 전이되었으나 대학생이 

된 이후 소비성향에 변화를 겪으면서 달라진 경우이다(그림 4-4). 따라

서 건호와 수진을 중심으로 비전이형의 전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호 가족은 비전이형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건호 어

머니와 건호는 여러 면에서 소비성향에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양적 측

면의 소비성향에서 어머니는 스스로 지출이 ‘타이트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반면, 건호는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

부로 지출하지 않고 계획 하에 지출한다. 건호 어머니는 돈을 크게 쓰는 

곳은 없지만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나갔을 때나 홈쇼핑을 보다가 즉흥적

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는 게 많다면 건호는 구매하고 싶은 것이 생기

면 먼저 온라인으로 철저하게 알아본 후 구매하며 일단 구매의 판단이 

서면 가격대가 높더라도 과감히 구매한다.  

이러한 차이는 가치지향적 소비성향으로도 이어진다. 건호 부모님은 

가성비를 위주로 가격대가 높지 않은 물건을 고르는 반면, 건호는 오래 

쓰지 못할 물건보다는 고품질을 선호하고 자신의 마음에 든다면(‘가심비’

가 있다면)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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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측면에서 보면 건호 어머니와 아버지는 좋은 식재료로 집에서 

잘 먹는 것(내식을 선호하며 외식은 비선호)에 돈을 많이 쓰고 개인적으

로 소비를 즐기는 영역이 따로 없는 편이다. 이에 반해 건호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새로운 경험으로서 외식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부모님의 소비성향과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  

건호 모자의 소비성향 비전이 현상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은 다른 전이형의 참여자들이 대학생 이후에 전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던 것과 달리 중학생 시절부터 비전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건호는 중학생 때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품질이 좋지만 십만원이 넘는 

라켓을 구매하여 어머니를 놀라게 한 일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기타, 아

이패드, 창문형 에어컨 등 건호의 소비성향은 일관되게 아끼다가 크게 

쓰는 성향이었다. 건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미리 알아보거나 

오래 고민하지 않고 적당히 구매하는 소비성향이 다소 못 미덥게 느껴질 

때도 있다. 

수진 모녀는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점이 잘 맞아서 같이 놀러다니기

도 하지만 소비성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경험한다. 수진 어머니가 보기에 

수진은 참 ‘잘 산다(buy)’. 어느날 보면 손목에 처음보는 애플워치가 있

고, 어느날 보면 귀에 에어팟이 꽂혀있는 식이다. 앞서 수진 어머니가 

스타벅스의 신제품 음료를 챙겨 먹는 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온갖 전자제품이나 개인용품들을 보면 ‘과연 저게 다 필

요한가’ 싶지만 수진 어머니 역시 ‘요즘 사람들’의 욕구가 그렇다고 생각

할 뿐이다. 수진은 어머니가 ‘꼭 필요한 지 생각해보고 사라’고 항상 이

야기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라 답했지만 사실은 그 필요를 판단한다는 게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수진 어머니는 합리적인 소비란 ‘가성비 있는 소비’라고 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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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성향이다. 이 때 가성비는 저렴한 가격이나 

할인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왕 돈을 쓸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를 회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수진 어머니는 무조건 싼 것이 아니라 가능

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등 가치 소비 또한 필요하

다고 말하였다. 반면, 수진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아 가성비와 같은 경제적 가치나 친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판단 

기준의 우선순위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대신 여러 가지 구매경험을 이야

기하면서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함을 드러냈다. 특히 품목에 따라 편차

가 큰데 맘에 드는 향수에는 10만원도 아깝지 않았지만 밥에 돈을 들이

는 것은 아깝다고 하였다. 이는 품목에 따른 소비성향 측면에서도 먹을 

것을 무척 중시하는 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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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건호∙수진∙아영 가족 내 세대 간 비교 

 

아영은 전반적 전이형에서 비전이형으로 전이 형태가 변화한 사례이

다. 원래 아영은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닮아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

었다’. 하지만 대학에 오고 스스로 돈을 벌고 소비 경험이 쌓여나가면서 

소비성향이 차츰 바뀌었다.  

예전에는 되게 많이 비슷했는 거 같아요. 밥 먹을 때 아끼는 것도 

그렇고. 옷 살 때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 거 같애요. 되게 엄마가 애초에 많이 아껴가지고. 

근데 제가 알바를 하고 뭘 하면서 돈을 막 벌면서 좀 덜 아끼는 거 

같아요, 요새는. (...) 요새는 그냥 맘에 드는 옷이 있다, 근데 그 옷

이 사실 누가 봐도 생각했을 때 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할 만한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이제는 선뜻 사는. 그냥 사고. 입다가 여기가 

좀 별로네,라고 생각이 되면 안입고 마음에 들면 가격보다는 그냥 

마음에 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가격은 이 정도는 부담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옷을 살 때 막 이렇게 

가면은, 가격을 먼저 보고, 옷을 입어봤다면. 요새는 그냥 입어보고, 

 
[양적 소비성향]   ○: 많이 아끼는   ◐:  아끼다가 크게 쓰는  ●: 아끼지 않는 

[가치적 소비성향] ♣: 가성비 우선    ♥: 만족 우선 

분거가족원이 있는 경우 구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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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본 뒤에, 조금 고민하다가 ‘며칠 뭐 좀 아끼지’ 하고 사는 일

이 훨씬 더 잦아진 거 같아요. (아영, 2021.05.29) 

아영의 소비성향은 가격부터 고려하던 아끼는 성향에서 마음에 드는지가 

더 중요한 소비성향으로 변화하였다. 예산이 여유로워진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으나 그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다양한 것을 소비해보면서 적절한 

소비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앞서 소비성향의 형성과정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교 입학 후 다양한 소비경험과 주변 사람의 

영향은 아영에게 중요한 소비성향의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아영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판이하게 다른 아버지의 소비성향은 맞

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영 아버지는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

지 않고 지출하는 성향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후하게 하였는데 

어머니는 그러한 지출이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영은 본인의 소비

성향이 과거에는 어머니 가까운 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가운데 정도에서 

아버지에 더 가까운 쪽으로 옮겨간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의 소비성향을 이해한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아영의 오빠는 어릴 적 가

격을 생각하지 않는 소비성향으로 아버지의 소비성향에 가까웠지만 나이

를 먹으면서 천원 단위도 아끼는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아영 어머니는 

‘서로 반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자녀들의 변화를 

통해 소비성향의 전이 양상을 어린 시절에 국한지어 조사하거나 단일 시

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유형에 따라 가족을 비교해 보면 그 양상

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소비성향 내용에도 경향적인 차이

가 있다. ‘전반적 전이형’에 속하는 현아와 동현의 부모는 자녀에게로 전

이될 만큼 강력한 소비 절제와 절약의 규범을 갖고 있던 반면, 다른 가

족에서는 부모가 ‘많이 아끼는’ 성향에 분류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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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절약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세대 간 전이의 결

과로 나타난 자녀 참여자의 소비성향의 경우도 비교하면 ‘비전이형’에 

속하는 건호와 수진, 아영이 Z세대의 전형성을 가장 많이 반영한 소비성

향을 보인다. 다음장에서는 어떤 맥락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이

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과정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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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와 가족 맥락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양상은 개별 가족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전이 양상의 차이가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전이 과정의 미시적 기제는 

이론적 고찰에서 밝혔듯이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소비자사회화의 과정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녀가 어머니를 롤모델 삼아 모방학

습을 하는 것,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반응을 통해 학습하는 것, 직접

적으로 소비를 함께 하며 학습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기제는 전이가 일

어나는 장면을 거의 모두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 전이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지 혹은 일어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에 관

심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소비생활 및 일반 생활에서 상호작용

이 활발한 모-자∙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마다 전이 형태가 다

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가족 맥락 간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부모 자녀 간의 전이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

진적으로 또한 작은 경험의 누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이의 맥락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실이나 느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

다. 뒤이어 서술하는 가족 맥락은 생애과정에 따른 자녀와 어머니 모두

의 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자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녀 본인

과 어머니의 시각이 교차하며 어머니의 어린 시절 또한 확장된 가족 맥

락의 일부로 전이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있다.  

전이 형태별 비교를 통해 드러난 가족 맥락의 차이는 크게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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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자녀의 관점에서 지각된 어린 시절의 

경험이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시각에서 바라본, 혹은 의도한 자녀의 어

린 시절 소비경험으로 다시 말해 어머니의 소비 관련 양육에 대한 것이

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소비성향과 양육을 설명하는 맥락으로서 어머니

의 생애 소비경험이며 마지막으로 자녀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전체 수

준의 소비생활이다. 본 장에서는 전반적 전이형과 비전이형 가족의 맥락

을 이러한 네 가지 지점에서 어떻게 비교되는지 서술하고자 하며 그러한 

특성이 뒤섞인 형태로서 일부 전이형 가족의 맥락도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자녀의 어린 시절 소비경험과 어머니의 소비 관련 양육은 깊

이 결부되어있으므로 분리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소비성향이 세대 간에 전이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

야 할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생득적인 전이, 즉 유전적 요인에 의한 전

이는 고려하지 않고 후천적 환경의 영향에 관한 것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때 환경 

중에서도 어린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법한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은 중요한 논제이다. 흔히 ‘본성 대 양육(Nature or Nurture)’으로 

불리는 논쟁의 핵심은 개인의 특성이 타고나는 것인지, 후천적으로 습득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합의된 바가 있다. 

‘nurtured nature’라는 것으로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타고난 기질이 잠

재되어 있으며, 동시에 양육을 배제한 채 온전히 기질적 영향만으로 발

현되는 행동도 없다는 것이다. 행동생물학(behavioral biology) 혹은 행

동유전학(behavioral genetic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전 요인으로 설

명되는 변동성은 대체로 25~40% 이내에 한정된다(Simonson & Sela, 

2011; Guillemot, 2018). 

연구 참여자들 역시 자신과 가족의 소비성향에 대해 ‘타고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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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을 지적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특히 형제 간의 소비성향 차이

가 클수록 생득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어머니들은 자녀

들이 아동기 시절부터 성향 차이를 보였다고 언급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끼지 않는’ 소비성향을 가진 자녀 중 준혁∙은지∙수진은 어

린 시절부터 그들의 형제와 달리 소유욕구가 남달랐다고 한다. 수진 어

머니는 수진과 남동생을 마트에 데려가면 ‘똑같이 둘을 데리고 가도, 딸

[수진]은 한 개 사준다 하면 두 개, 세 개 골라오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그냥, 사거나 안사도 된다, 그런 스타일’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나아가 부모의 영향에 대한 수용성도 기질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부모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로 가르침을 잘 수용

하는 반면, 어떤 아이는 자기 주장이 강한 기질로 환경이 어떠하든 자기

만의 스타일로 행동하게 된다. 이렇듯 복합적인 유전자의 영향을 고려하

면 가족 간의 소비성향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이 양상

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소비자 행동 분야의 세대 간 전이 연구에서도 유전적 요인은 확인된 

바가 있으며(Simonson & Sela, 2011), Guilletmot(2018)은 이러한 부

분을 세대 간 자본의 하나인 ‘유전적 자본’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소비성

향의 형성에 있어서도 타고난 기질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밝히려는 것은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의 비중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영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타고난 

기질을 넘어 환경으로서 가족이 소비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험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제 1절 전반적 전이형 가족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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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전이형인 현아와 동현은 ‘많이 아끼는’ 소비성향과 ‘가격 우

선’’가성비 우선’ 소비성향을 갖고 있다. 아영은 어린 시절에 ‘많이 아끼

는’, ‘가성비 우선’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어머니는 공통적으

로 소비의 절제와 절약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소비성향이 전이된 형태를 띠고 있다. 세 가족의 상황

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생애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

적 전이형 가족의 전형적인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가족 맥락은 장의 서

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지점에서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 자녀 참여자들의 성장경험을 돌아볼 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제약’에 대한 경험이다.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지출 행동에 대해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규범적 반응을 내면화 한 것이다. 2절에서 살펴볼 ‘안 아끼는’ 

성향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녀들이 딱히 제

약을 느끼지 못하고 강한 자기통제를 내면화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해

석된다.  

둘째,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자녀에게 내면화시키는 기제로서 어머니

의 양육은 ‘제한적 소비 관련 양육’으로 정리된다. 소비와 관련한 어머니

의 양육이라 함은 자녀의 소비 요구에 대해 얼마나 응할 것인가(물건 사

주기), 용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관한 방침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소비에 관해 취하는 태도와 신념, 방침이 반

영된다. 한 마디로 ‘소비 관련 양육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데 자녀로 하

여금 소비의 제약을 느끼게 하는 양육은 ‘제한적 소비 양육 스타일’이라 

명명할 수 있다.  

경제적 제약에서 비롯된 아끼는 성향과 함께 가격과 가성비를 중시

하는 가치지향은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소비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습득

하게 된다. 전반적 전이형 가족에서 공동의 소비생활은 다른 유형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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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비하여 자녀에게 훨씬 밀접하게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동일한 소비성향을 지녀 가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족 소비경험을 ‘공동체적 

소비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녀의 ‘눈치봤던’ 경험과 어머니의 제한적 소비 관련 양육 

 

자녀들이 경험한 경제적 제약은 어린 시절 ‘눈치를 봤던’, 그래서 소

비를 하지 않기로 했던 기억으로 드러난다. 동현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일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초등학생 시절 유행하던 장난감 카드

를 갖고 싶었던 이야기이다. 저금해둔 용돈이 있었지만 구매해도 되는지 

어머니에게 물으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일주일 동안 고민만 하다

가 결국 포기했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어머니와 문구점에 함께 

들렀다가 그 카드는 아니었지만 동현이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을 흔쾌히 

사주시는 것을 보고 말을 꺼내볼 걸 하고 후회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녀

의 ‘눈치’ 사건으로 볼 때 어린 시절 평소 소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심리적 제약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아 또한 어머니의 평소 모습과 행동을 통해 경제적 제약을 경험했

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많이 아끼는’ 소비성향을 체화했다. 한 번은 어

머니와 쇼핑 중에 맘에 드는 청바지가 있어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비싸

다고 생각하면서도 구매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이 없어져 심

리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했다는 일화를 이야기 했다. 또한 현아 어머니 

본인부터 옷을 거의 사입지 않았기에 현아는 옷을 욕심 낼 수 없다고 생

각했다.  

특히나 옷 같은 거? 비싸다는 말은… [어머니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동이나 표정에서 그 머뭇거리고 꺼림칙한 표정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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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 살래’ 그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면 안 

되는건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죠. 엄마도 항상 옷을 정말 

오래 입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제 스스로는 몰랐었던 거 같은

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멋도 안내고. 10년 동안 같은 스웨터를 입

었던 거 같아요. 엄마도 저렇게 입는데 내가 뭐를 사달라고 하기 

미안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현아, 2021.05.19) 

실제 현아 가족의 자산수준은 부족함이 없는 편임에도 현아는 집의 경제

사정을 실제보다 안좋은 것으로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었으며 스스로 

‘아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현아는 어머니보다도 더 가격에 

민감하고 돈을 쓰는 데 무척 조심스러운 소비성향을 형성하였다.  

‘많이 아끼는’ 성향의 자녀들이 경험한 경제적 제약은 가계의 소득∙

자산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자 가족은 대부분 중산

층 이상의 소득∙자산 수준을 갖추고 있었지만 어린 자녀들이 경험한 생

활은 모두 달랐다. 어린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라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몇 분위에 속하는 지와 같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가깝다. 더욱이 아이들에게는 돈

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전통 문화의 영향

으로 어머니 참여자 중에는 자녀가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모르도록 의도

적으로 숨겼던 경우도 있다(동현 어머니). 따라서 자녀들이 경험한 경제

적 환경에는 주 양육자였던 어머니가 소비 측면에서 어떤 양육을 했는지

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전반적 전이형의 어머니들의 양육 스타일은 ‘제한적 소비 양육 스타

일’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용돈

을 따로 주지 않거나 용돈 금액을 무척 적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 자

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동현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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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용돈을 따로 주지 않고 필요할 때 받아가도록 했다. 동현 어

머니가 파악하기로 당시 주변 어머니들의 절반 정도는 용돈을 주는 쪽이

었지만 동현 어머니는 주지 않는 절반에 속했다. 괜히 돈이 있으면 방과

후에 쓸 데 없이 여기저기 ‘기웃대거나’ 놀러다니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과 어울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아의 부모님은 본인의 원래 소비성향대로 자녀들의 구매 요구를 

들어줌에 있어서도 인색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아의 기억 속에 각인된 사

건들이 있다. MP3가 한창 유행하던 중학교 시절에 현아가 오빠와 함께 

작심하여 부모님께 사달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유도 물어보

지 않고 대뜸 ‘안돼!’라고 해서 토라졌던 일화가 그렇다. 결국 단칼에 거

절해서 미안했던 부모님이 다시 사줄까 하고 물었지만 현아는 나중에 핸

드폰이 그 역할을 할 때까지 MP3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 현아가 적어

낸 소비 기억 속에는 교복에 맞춰 신는 양말이나 검정 스타킹 외에는 유

행하던 물건에 대한 것이 없었기에 연구자가 또래 유행에 관심이 없었는

지 묻자 ‘관심을 가지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답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되묻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내가 살 수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그래야 사고. 만족감을 얻고 하

잖아요. 일단 나는 저걸 살 수 없으니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

게 되는? (현아, 2021.05.19) 

현아가 애초부터 소비와 유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타고났다기보다는, 

소비가 제한된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방편으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다. 현아처럼 제한적인 소비 양육 하에서 성장한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소비욕구가 억제되었던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자녀의 주관적 경험은 부모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기도 한

다. 현아 어머니는 본인이 어린 시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녀만큼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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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먼저 사달라고 하는 법이 없었고 어머니는 본인

의 일이 바빴기에 미처 아이들 옷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앞서 현아의 경험으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아는 그러한 어머니의 내면의 

생각을 알지는 못했고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 소비성향을 형성하였다. 

 

2. 어머니의 ‘소비랄 게 없었던’ 성장 경험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소비환경은 어머니들의 소비성향으로

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 아껴야 한다는 절약적 규범이 강하게 내재된 어

머니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자신의 신념이 반영된 소비행태로 

본보기가 되었으며 또한 소비 관련 양육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소비성향과 소비 양육 스타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생애 경험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1963년생부터 1973년생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경험

한 시대 환경에 차이가 있었고 출생지역 또한 서울 도심부터 지방 시골

까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원가족의 경제적 배경에 차

이가 있다보니 생애초기 경험한 경제적 제약의 정도가 달랐다. 세대∙지

역∙가계경제환경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머니들마다 

다른 생애경험을 자아냈다. 이중 코호트적 세대 경험의 경우 시대변화와

관련지어 추후에 별도의 장으로 다루기로 한다.   

‘많이 아끼는’ 성향으로 분류된 어머니 중에서도 자녀에게 소비성향

을 전이한 현아∙동현∙아영 어머니는 특히 절약과 최소한의 지출을 강조

하는 성향을 지녔음을 강조한 바 있다. 현아 어머니는 1964년생으로 베

이비붐 세대에 가까운 연령대이면서 사탕이나 라면도 귀하던 시골 지역

에서 태어나 자랐다. 동현 어머니는 67년생이고 인천에서 나고 자랐으

나 가족이 생활보호대상자였기에 말 그대로 ‘허기’졌던 어린 시절을 보



 

 - 119 - 

냈다. 아영 어머니는 73년생으로 현아∙동현 어머니와는 달리 X세대의 

배경을 지녔지만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드물게 8남매 가족으로 넉넉하

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이 성장기 기억으로 

자신이 선물 받았던 것이나 맛있었던 음식, 유행했던 음반 등 자신만의 

소비를 적었던 것에 비하여 세 어머니는 모두 어린 시절 ‘소비랄 게 딱

히 없었던’ 기억이었다(현아 어머니 발화).  

세 어머니의 이후 생애과정을 살펴보면, 어머니들은 모두 고등학교

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 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는 거의 없었다. 현아 어머니는 20대 초반에는 번 돈을 부모

님께 드렸고 20대 중반에 분양업으로 직종을 바꾸면서부터는 일이 적성

에 잘 맞아 돈을 벌고 불리는 일에 몰두했다. 현아 어머니는 그 때나 지

금이나 소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누가 만약에 집을 샀다고 그럼 

좀 부러웠을 망정’ ‘친구네 집에 가도 무슨 가구를 샀다, 그런 건 눈에 

잘 안 들어왔’다는 것이다. 동현 어머니도 취직한 후에 번 돈을 부모님

께 드려야 했고 공장에서 일하랴 야간 대학에서 공부하랴 놀러 나갈 시

간도 없었다.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져 집에서 독립하게 되면서 처음 자

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소비에 쓴 것이 아

니라 모아서 결혼자금으로 썼다. 아영 어머니는 고교졸업 후 바로 직장

을 다니면서 복장 규정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염색 머리를 해 볼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결혼 전 지금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야 처음 화장을 하

고 옷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곧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신을 위한 소비는 다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현아 어머니와 동현 어머니에게 돈이란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불려야 하는 것이었다. 현아 어머니는 오백만원, 천

만원 하는 명품 가방을 보면서 ‘그거 사면 거기서 돈 새끼가 치냐’며 주

변 친구들이 아무리 ‘기저귀 가방 같은 거 갖고 다니지 말고, 메이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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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다녀라’해도 필요 없다고 말해왔다. 동현 어머니 역시 ‘쓸 데 없는 

지출을 줄이자’는 일념으로 본인에게 쓰는 것도 없이 살아왔다. 그러한 

소비성향을 보여준 일화가 ‘원피스 사건’과 ‘에어컨 사건’이다. 원피스 

사건은 3,4년 전쯤 백화점에 아들과 옷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마음에 꼭 

드는 원피스가 있어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사지 않고 집에 왔던 일이 있

었는데 그걸 두고 가족들이 통이 작다고 놀렸던 일이다. 

내가 공부방을 하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없잖아. 무슨 나갈 일이 

있어서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가죠. 옷 중에서 원피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음....저거를 저 돈 주고. 그때 가격이 이제, 한 20만 원 돈

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원피스에 비하면 비싸지도 않지. 근데 

저거를 살까말까 망설였어요. (…) '아이, 아니야. 집에 가서 생각해 

볼래' 그러고 이제 집에를 왔어요. (…) 어떻게 하다가 원피스 얘기

가 나왔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게 있어. 그니까, 내가 

평상시의 마음 가짐이, 내가 좀 덜 써도, 내가 안 써도,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누구나 부모님들은 좀 다 그렇잖아. 내가 안 사고 

그거를 사주고 싶은. (…) 하지만 그 돈 막상 나한테 쓰라면 난 안 

써. 내 자신은. 이해하시죠? 그런 데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해 

못하는 거야, 그거를. 엄마가 바보 같은 거야. 그렇잖아. 정작 내 돈

을 받고 있는 우리 오빠도 나를, 남자다 보니까 나를 바보로 알아. 

그래서 내가 서글펐어요. 마음이 서글펐던 거야.  

(동현 어머니, 2021.07.10) 

원피스 사건이 있은 뒤 1년 후에는 에어컨 사건이 있었다. 더운 여름날 

오래된 에어컨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틀지 않고 있다가 놀러 온 

남동생에게 비난을 듣고 속이 상했던 일이었다. 두 사건이 있은 뒤로 동

현 어머니는 ‘적당히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절약과 절제가 몸에 밴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현

아∙동현∙아영은 자연스럽게 소비의 즐거움을 알기보다는 아끼는 것이 당

연했다. 현아는 어린 시절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새 책상을 버리고 간 

것을 집에 가져와서 사용하면서도 자기 책상이 생겼다고 매우 좋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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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동현 어머니는 자녀가 어릴 때 옷을 사지않고 다른 사람들이 안 입

게 된 옷을 얻어 입혔다. 아영 어머니도 중고물품을 이용하는 것에 거리

낌이 없었으며 아영은 어머니와 중고 책방을 자주 이용했던 기억을 떠올

리며 ‘중고라서 안좋게 생각하는게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현아∙

동현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우 유사한 소비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소비성향의 전이가 더욱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한편, 어머니가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어머니의 ‘많이 아끼는’ 성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 어

머니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소비가 제한되었던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소

비성향의 형성에 있어 위의 세 어머니들과 그 영향이 다소 다르게 작용

했다. 미래 어머니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셨던 

지라 미래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들과 함께 상경하여 외삼촌

과 할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학교 1학

년 때 지방에 계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기

는 더욱 어려웠다. 미래 어머니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외삼촌댁에서 어

린 동생들을 챙기면서 마치 소녀가장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회상한다. 

미래 어머니는 대학 시절까지도 자신이 ‘찌그러져 있었던’ 것 같다고 표

현했는데 사실 패션이나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들

을 하기 보다는 장녀로서 하루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미래 어머니의 어린 시절 경험은 절약과 절제의 경험이기는 

했으나, 자연스럽게 소비의 경험이 부재하여 소비욕구가 자라지 못했다

기보다는, 사정에 의해 소비가 박탈당해 오히려 소비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억눌렸던 소비욕구는 취업한 이후 돈을 벌게 

되면서 좋은 옷과 가방 등 과감히 돈을 쓰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결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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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미래 어머니는 명품 가방 등 좋은 것을 고집하는 소비를 했고 현

재까지도 만들어 쓰는 게 낫지, ‘싸구려’는 쓰지 않는다는 가치지향의 특

성을 갖고 있다.  

 

3. 공동체적 소비경험:  ‘항상 같이 해요’ 

 

가족 단위의 소비생활은 가족 수준에서 소비성향에 영향을 주고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족마다 중시 하는 

소비영역이라든가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한 가족 소비 문

화가 가지각색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가족 소비문화가 형성되는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진 소비생활(장보기, 가족 식사, 가족 쇼핑, 가족 

여행)에서 참여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단

위의 상호작용이 세대 간 전이 과정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자 가족의 소비생활에서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가족 간 상호

작용의 영향은 빈도라는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자녀가 얼마나 깊이 관여 

혹은 참여 하였는가 하는 질적 측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전반적 

전이형에 속하거나 속했던 현아∙동현∙아영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장보기

에 따라가거나 쇼핑에도 거의 항상 동행했으며 가족의 소비생활에 대한 

관여도 많은 편이다.  

장보기는 가족의 소비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비활

동이다. 모녀 간 소비생활에서의 전이를 탐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장보기에 따라 가는 것은 많은 소비 행동을 관찰하고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소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다(Moore 등, 

2001; Ladwein 등 2009). 전통적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사회화의 모습은 

어머니가 가족의 소비생활을 주로 책임지며 장보기를 전담하고 어린 자

녀가 동행하여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사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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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전형적인 소비생활의 표본으로서 자녀

가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와 친밀도가 높을수록 부모 자녀 간의 전이도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항상 따라 다닌 아영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아영 가족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가족의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 전

반을 전담해왔고 아영은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소비성향이 당연하고 맞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랐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두부나 채소류는 국내산을 고른다거나 신선한 것을 어떤 것인지 고르는 

방법 등 소비 지식을 익혔고 나아가 소비성향 측면에서는 항상 아끼는 

씀씀이가 전이되었다.  

현아 가족은 어머니가 일을 하면서도 먹거리를 장보는 일은 전담하

였고 현아는 자주 같이 다녔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앞서 이야기한 것처

럼 식품은 꼭 생협에서 유기농을 사는 것 같은 성향도 닮았다. 현아 가

족은 먹거리는 어머니가 사지만 공산품은 아버지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며 

생활비 관리도 담당하고 있어서 가계 운영에 어머니만큼 아버지의 관여

도가 높다. 현아 또한 가족의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모바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 대신 온라인으로 필요한 것을 주문

해드리거나 마트에 들러 장을 봐가기도 한다.  

현아 어머니  역에 내리면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

다,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딸이 늦게 오면 한 9시- 9시 

반, 10시. 늦게 올 때 또 세일도 하잖아요 (웃음)  

현아 마트에 딸기 같은 거, 50프로 세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기도 하고. ‘엄마 이거 친환경인데 50%할인인데 엄청 싸’  

(현아 모녀, 2021.05.19) 

현아는 어려서부터 장 볼 때 함께 따라가다보니 어머니가 하듯 대형마트

의 마감 할인 시간을 노려 식품을 싸게 사오는 주부의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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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가족도 현아 가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먹거리를, 아버지가 

온라인으로 공산품 주문을 전담하고 있다. 동현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남편이랑 같이’, ‘이인일조’로 움직이며 컵을 하나 사더라도 같이 가서 

구매하는 생활을 해왔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다

같이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곤 했던 만큼, 동현 역시 가족의 소비생

활에 동참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일화로, 동현 어머니가 한 번은 마트

에서 속옷을 사려고 하는데 당시 어린 아이였던 동현이 사람들 많은 곳

에서 ‘엄마 이건 어때, 이거 어때’ 하고 여성속옷을 골라오는 것을 보고 

웃었던 일이 있다. 그만큼 동현 가족은 가족 간 소비생활에 깊이 관여해 

온 편이다.  

 

<표4-1> ‘공동체적’ 가족의 장보기 행태 

 가족 장보기와 가족원의 관여 

현아 가족 

 어머니가 먹을 것을 담당: 집 근처 생협과 대형마트를 

이용 

 아버지가 생필품(휴지 등)을 온라인으로 주문  

 현아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장보기 동행을 많이 

해왔으며 귀갓길에 들러 마감 할인 상품을 사오는 등 

장보기에 익숙함. 이외에 온라인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어머니 대신 온라인 주문을 대행  

동현 가족 

 어머니가 주로 먹거리를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데 

대형마트를 갈 경우 아버지가 거의 항상 동행함 

 아버지는 공산품을 온라인 주문으로 주문(쿠팡을 자주 

이용)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다함께 대형마트에 장보러 

다님. 동현은 어머니 장보기에 동행하거나 심부름을 다님  

아영 가족 

 어머니가 전담하며 아버지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아영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항상 어머니와 같이 다니고 

중학생 시절까지도 어머니와 자주 동행함 

 

의류의 경우 개인단위의 소비품목이며 자기표현과도 관련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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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으로 보고된다(Mittal & 

Royne,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품목이 많지 않은 어린 시절부

터 옷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옷 쇼핑은 소비성향

이 형성에서 중요한 소비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류 구매과정

을 부모와 함께 하는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따라 소비성향의 세

대 간 전이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브랜드의 선택이나 취향은 반드

시 전이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옷에 대한 씀씀이나 구매 기준에 있어서는 

쇼핑을 함께하는 가족이 닮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아와 아영은 어머니와 친밀한 만큼 옷 쇼핑도 어린 시절 항상 함

께였다. 현아는 백화점 세일 기간이 곧 쇼핑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고 어

머니와 함께 쇼핑하며 좋은 옷이되 할인이 많이 된 것을 사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 특히 현아는 하나를 사려해도 고민이 많고 자신이 없는 반

면, 어머니는 좋은 옷을 고르는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편이라 현아는 어머니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현아 아버지의 

옷도 어머니가 대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현아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의 소비성향이 주는 영향이 컸다.  

동현의 경우, 어릴 적에는 같이 가서 사는 경우가 있었지만 크면서

부터는 알아서 구매하기 시작했다. 중고등학생 때는 옷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스스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

며 옷을 구매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사는 옷을 보

면 형과 의논하지 않아도 같은 브랜드일 때가 많아 취향이나 소비성향이 

가족 간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더욱이 동현은 최근까지

도 어머니가 옷을 살 때 함께 가서 ‘핏을 봐주며’ 조언을 하는 등 어머

니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소비생활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소비생활은 ‘전반적 전이형’에 속하는 가족들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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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는 어린 시절 ‘이러

이러 해야 한다’는 규범의 형태로 소비성향을 배우는데, 이 때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인간이 규범을 습득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Tomasello, 2016/2018). 공동체는 단순히 동일한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책임을 갖기로 하는 

‘공동 헌신’의 감각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것을 말하며 그 반대의 경우 

한 집단이 함께 모여 같은 목적에서 행동을 하더라도 ‘집합체’에 불과하

다.  

전술한 현아∙동현∙아영은 일심동체로 소비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어린 시절 관계 상에서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를 보였다. 예를 들어, 

아영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비성향이 상반된 가운데, 감정적 유대

가 강한 어머니에게 동일시 되어 아버지의 소비성향을 옳지 않은 것으로,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옳은 것으로 느끼고 소비성향의 전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몰입과 소비성향에 대한 동일시는 공동체

적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전반적 전이형의 자녀들이 가족의 소비생활에서 ‘공동체적 정체성’

을 가졌다면, 뒤이어 서술할 비전이형의 자녀들은 ‘집합체적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대비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부모님이 구매한 결

과물을 공유하여 사용하지만 구매과정에 관여하거나 역할과 책임을 갖지 

않고 각자의 소비생활을 영위한 것이다. 

 

 

제 2절 비전이형 가족의 맥락 

 

비전이형 가족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건호 모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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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녀이다. 전반적 전이형의 자녀 참여자들이 모두 ‘많이 아끼는’ 성향

이었던 것과 달리, 건호는 어머니보다 계획적이고 아끼는 소비성향을 가

졌고 수진은 어머니보다 안 아끼는 소비성향을 지녀서 다소 차이를 보인

다. 소비성향의 가치지향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반적 전이형 자녀들이 어

머니처럼 가격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가치지향 측면을 보였다면 비전이형

의 어머니 참여자들은 가성비를 가장 우선하지만 건호와 수진은 자기 만

족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자녀 참여자 간에는 같은 유형에 속하였다.  

비전이형은 전반적 전이형과 자녀의 성장 경험, 어머니의 소비 관련 

양육 스타일, 어머니의 생애 소비경험, 가족의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 

지점에서 대비된다. 소비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맥락을 획

일화 하여 논하기는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참여자는 성장과정

에서 소비를 자유롭게 경험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소비 욕구를 수용하고 제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허용적 소비 양육 스

타일’을 지녔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어린 시절 충분한 소비 경험을 하고 

자라 소비 욕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었으며 나아가 가족들

은 친밀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소비생활에 있어서는 각

자 행동함으로써 높은 자유도를 보였다.   

 

1. 자녀의 자유로운 소비경험과 허용적 소비 관련 양육 

 

비전이형에 속한 자녀 참여자들은 성장기 시절에 무언가 사지 못했

거나 부족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전반적 전이형 자녀들이 어머니의 눈

치를 보며 사지 못했던 경험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자녀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소비의 허용을 인지할 수 있었던 특정한 사

건이나 부모님의 교육을 제보하지 않았다.  

대신 비전이형에 속하는 건호와 수진은 전반적 전이형 자녀들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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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중고등학생 시절 용돈으로 자유롭게 옷이나 개인 물건을 구매한 경험

이 많다. 건호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는데 중

학교 무렵에는 ‘무신사’라는 의류 쇼핑 앱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구

매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취미 관련 용품을 거

래하기도 했다. 수진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놀러 나갈 때면 현금을 받

아 종종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쇼핑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는 인터넷 

쇼핑이 더 쉬워져서 사고 싶은 것들을 주문할 수 있었으며 화장품 소비

도 성인에 가깝게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자녀의 어린 시절 소비경험과 관련하여 일부 전이형인 준혁과 은지

의 사례도 참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소비성향의 양적 측면에서 자녀가 

어머니보다 지출을 더 쉽게 하는 성향으로 모-자녀 간에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어린 시절 소비에서 허용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준혁의 어린 시절 기억을 돌아보면 물건이 꽤 많다. 유행하던 팽이며 

카드도 몇 십 개씩 모았고 ‘레고도 집에 2천만원어치는 쌓여 있을 것’이

라 한다. 참여자들이 초등학생이었던 당시에 유행이 크게 불었던 ‘닌텐

도 게임기’도 대부분의 자녀참여자들은 ‘나만 없었다’며 부모님이 사주지 

않은 기억을 토로했지만 준혁은 주변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가 사주셨던 기억이다. 준혁 어머니의 설명처럼 준혁의 타고난 소

유욕이 다르기도 했겠지만 자녀의 요구가 수용되었던 것을 보면 결과적

으로 준혁은 제약의 경험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의 자유로운 소비경험 역시 어머니의 소비 관련 양육

과 관련이 깊다. 비전이형 어머니들의 양육 스타일은 전반적 전이형의 

제한적 양육 스타일과 대비하여 ‘허용적 소비 관련 양육 스타일’ 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허용적인 어머니들의 양육은 두 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소비 욕구를 인정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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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소비 의사결정과 과정을 통제하지 않는 것

이다.  

먼저, 비교적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허락하는 무분별

한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

다는 뜻이다. 어머니 참여자 중에는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자녀의 소비에 

관대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수진 어머니는‘제가 

풀어주는 편이에요’라고 표현했다. 수진이 학창시절에 용돈을 따로 받

지 않고 아버지 카드를 들고 다니며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버지 

모르게 사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을 감안하여 어머니가 몰래 현금으로 용

돈을 주기도 했다. 

은지 모녀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했음을 

상호 인지하고 있다. 은지 어머니는 학생은‘공부하는 놈이 최고’라며 

공부 외의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지원

해주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애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들

은 많이 받은 거 같아요. (…) 뭐 옷을 사거나 교육을 하거나 여행

을 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뭐 할 만큼은 애들 다 사

립초등학교 나와나서. 그거 하고, 큰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

년 때까지만 해도 교복 입고 학원을 안갔어요. 그래서 픽업하러 갈 

때, 걔는 공주였다 그랬잖아요. 항상 치마입고. 다 교복 입고 학원 

안다니니까 차에서 갈아입혀서 갔는데, 한 3학년 4학년되니까 애들

도 학원 다니고 힘들다 보니까 그 때부터 그냥도 입고 가고. 바지

도 4학년이나 돼서 처음 입은 거 같애. 큰애는 공주공주해서. 조카

가 나중에 ‘난 진짜 이름이 공주인줄 알았네’ 이럴 정도 (웃음) (은

지 어머니 2021.05.24) 

또한 어머니는 공부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험 결과에 따라 갖고 싶은 

것을 상으로 사주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은지가 중2 때 

같은 반 친구의 ‘아이폰6+’를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중간고사 점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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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했던 일이 있었다. 은지 가족의 사례는 참여자 가족 중에서 가장 

‘물질적 양육(material parenting)’에 부합하는 양육 스타일을 제시한다. 

Richins 와 Chaplin (2015)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물질적 양육의 

결과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물질적 풍요로움(소비)을 성공과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은지는 어머니가 ‘갖고 싶은 거든 하고 싶은 

거든 다 지원해주셨다’며 이것이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이었고 앞으로도 

돈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같은 환경에

서 자란 은지 언니 역시 고소득 직업을 갖기 위해 전문대학원에 진학하

였다. 

허용적 소비 양육 스타일의 어머니는 자녀의 소비 욕구를 무조건 통

제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에 제시된 수진 어머니의 발화는 

소비 욕구를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존중하는 허용적 스타일인 어머니

의 생각을 드러낸다.  

첫째[수진]는 계속 학원을 다니고, 본인이 필요한 거는 알아서 인

터넷으로 주문하면, ‘오늘은 수진이 택배왔네’ 그러면 갖다 주고. 사

생활 그거니까 안 뜯어보고. 그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

니까. 그런 건 이해는 했어요. 스트레스로, 우리도 쇼핑할 때 뭐 풀

린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뭐 좀 사고 싶나 보다’, 그냥 뭐 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묵인 하에, 뭐 쇼핑했나보다. 하는 거죠. (수진 

어머니 2021.05.21) 

수험생 시절만이 아니라 수진 어머니는 자녀 세대 나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 현우 어머니는 자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

녀와 소통이 단절된다는 생각으로 현우의 노래 취향을 공감하려 부단히 

애쓴 기억이 있다. 집에서 자녀가 좋아하는 팝을 틀어 놓도록 했는데 처

음에는‘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거 같은’정도였지만 이제는 서로 노래 

추천을 할 만큼 취향을 이해하게 되었다. 



 

 - 131 - 

소비 관련 양육 스타일의 차이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지향

했던 바, 혹은 아끼지 않고 쓴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에서

도 드러난다. 먼저 공통적으로는 먹는 것과 건강 관련한 것에 아끼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에도 아끼지 않았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실제로 

자녀 참여자들은 본인의 아끼는 성향과 관계없이 건강이나 공부와 같이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돈이 아깝다고 느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에 따라 먹는 것과 교육 외에 허용하는 

소비 영역과 소비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표4-2). 제한적 소비 관련 양

육 스타일의 어머니들이 가진 공통적인 신념은 ‘아이들에게 필수 소비

(먹는 것, 교통비, 교육비) 외에 소비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허

용적 스타일의 어머니들은 옷이며 여행 등 다양한 경험에 있어서도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들이 소비 전반에 대해 가진 호의

적∙비호의적 태도의 차이와 양적 측면의 소비성향 차이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다 다양한 욕구에 대한 인정은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전이받기보다는 자녀들이 더 씀씀이가 큰 소비성향을 갖도록 하는 환경

을 조성했다고 하겠다. 다만 같은 허용적 양육에 있어서도 소비 수준에 

차이가 있다. 수진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소비욕구를 존중해주되 과한 

지출을 지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진의 소비 금액대도 크지 않게 형

성되었다.  

 

<표4-2> 어머니들의 소비 관련 양육 방침 비교  

구분 
母 

(전이형) 
자녀를 키우면서 아끼지 않은 것 용돈 및 경제적 지원 

제한적 

소비관련 

양육 

현아 

(전반적) 

먹는 것(유기농), 건강, 교육(학

원, 과외 등) 
부모 카드 지급 

동현 

(전반적) 
먹는 것, 책(문제집 포함) 

중고생 때는 필요 시 지급, 

대학부터는 자립강조 

(용돈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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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 

(일부) 

아끼지 않은 것은 따로 없으나, 

진로와 관련하여 하고 싶다는 것

은 지원 (ex. 대학 때 어학연수). 

교육의 경우, 인터넷방송, 무료 

캠프 등 적극 활용 

중고생 때는 식비와 교통비만 티

머니에 충전 

대학생 된 후에도 소액 지급+큰 

금액 필요시 지급 

허용적 

소비 관

련 양육 

준혁 

(일부) 
먹는 것, 건강, 교육, 옷 

월별 용돈 지급+필요시 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 자립할 

때까지 지원 

은지 

(일부) 

먹는 것, 옷, 교육, 여행 등 노는 

것 

중고생 때는 부모 카드 지급 

대학생 된 후 월별 용돈지급+필

요시 추가 

수진 

(비전이) 

먹는 것, 건강, 잘 노는 것 

자녀 양육에 ‘과한’ 지출을 지

양(ex. 아기 100일 사진) 

생활비는 아버지 카드,  

비정기적 용돈 지급 

 

 

허용적 소비 관련 양육의 두 번째 특징은 자녀가 직접 하는 소비활

동과 관련이 있다. 다른 참여자들이 구매 전에 항상 어머니에게 확인을 

받거나 구매 예정임을 통보했던 것과 달리, 건호와 수진은 매우 큰 금액

을 지불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머니에게 사전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한 자유로운 소비경험이 가능했다는 것은 자녀들이 어머니

의 소비성향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건호의 경우 중학생 시절부터 주체적으로 소비를 시작했으며 어머니

는 아들의 소비를 믿고 지지했다.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배드민턴 

라켓 구입 사건으로, 중학교 때 건호가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라켓을 

구입하겠다며 십 만원이 넘는 것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 어

머니는 집에도 라켓이 있는데 ‘미쳤다’고 반응하였지만 구매해서 실제로 

써보니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어머니 것으로도 구입해달라고 

건호에게 부탁했던 사건이다. 그 이후로는 기타든 아이패드든 창문형 에

어컨이든 금액이 높더라도 건호가 구매하는 것을 ‘믿고 놔두게’ 되었다. 

어머니는 건호뿐만 아니라 건호 누나에 대해서도 ‘요즘 젊은 애들은’ 머

리도 좋고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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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도 건호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자율적∙주체적으로 소비생활

을 영위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여자들의 중고등학생 시절을 비교해

보면 다른 자녀들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개인 물

건을 살 경우에는 저축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카

드’를 빌리거나 결제를 부탁했던 반면, 건호와 수진은 모아두었던 용돈

으로 별도로 부모에게 허락받는 과정 없이 사고 싶은 것을 구매했다고 

하였다.  

특히 수진은 부모님의 허락이나 도움없이도 혼자서 온라인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체크카드를 언급하였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용이 매우 간편한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은

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건호의 

경우 인터넷 은행을 먼저 찾아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학생 때 어머니

가 체크카드를 만들어준 것이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도

움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 동시대에 성장했으므로 

거시적인 기술환경에서 차이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도적으로 이러

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어진 소비생활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기술적 요인은 그 자체로 세대 간 전이 여부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가족 간에 상이한 전이∙비전이 과정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수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 간 전이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체계요인의 하나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한 것 없는’ 성장 경험 

 

허용적 소비 관련 양육 스타일을 가진 어머니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

유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비를 경험하며 자랐다.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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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경우 초등학생 시절까지는 다른 어머니 참여자들에 비해서도 

더욱 풍족하게 자란 편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었던 덕에 해외 명

품 브랜드가 흔치 않았던 시절임에도 명품 옷을 입고 다닐 정도였다. 중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사정이 안좋아지긴 했으나 교복자율화 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옷에 대한 관심은 많았고 고등학생 때는 제일평화

시장에 옷을 사러 갈 정도로 본인만의 소비생활이 있었다. 다만 가계 경

제가 어려워졌던 시기는 일찍이 경제관념을 철저히 세우게 된 계기로 작

용하여 수진 어머니의 현재 소비성향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취직하여 번 돈을 부모님께 드려야 했던 어머니들과는 달리, 

수진 어머니는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서 

썼다. 건호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였지만 번 돈의 절반

쯤은 저축하고 나머지 절반은 쇼핑을 가거나 연극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지출하며 20대를 보낼 수 있었다. 자녀를 낳은 후에도 수진∙건호 어

머니는 직업 활동을 지속하며 옷∙화장품 등 가족을 위한 소비가 아닌 개

인 소비를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다. 현아∙동현 어머니는 동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자기 수입이 있음에도 개인적인 소비가 거의 없는 것과 대

조적이다.  

민주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보다 연령이 높은 편이지만 가정환경이 

매우 달랐기에 충족과 소비의 경험을 하고 성장하였다. 한국사회가 한창 

경제발전을 하면서 건설업이 돈을 많이 벌던 시절, 민주 어머니의 아버

지는 잘 나가는 건설사를 운영했고 민주 어머니의 가족은 지금도 재벌가

가 산다는 서울 성북동에서 살았다. 민주 어머니는 유복했던 어린 시절

을 묘사할 때면 ‘나는 참외는 안먹었다. 맨날 멜론 먹었지’라고 표현한다. 

이때 민주 어머니의 어머니는 1년에 몇 차례 고사를 지내면 동네 사람

들이 와서 가져 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줄 만큼 베푸는 것을 

잘 했는데 민주 어머니는 이를 닮아 아직도 동창생들이 기억할 만큼 주



 

 - 135 - 

변에 베풀곤 했다. 민주 어머니는 소비와 관련한 기억이 많다.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지만 깎아쓰던 색연필이며 보온 밥통을 들고 다녔고 중고

등학교 때는 주말마다 예쁜 문구를 사러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에 놀러

가곤 했다. 스무살이 될 무렵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이전

만큼 부유하게 지낼 수는 없었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

럼 결혼할 때까지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결혼 후

에 직접 운영하던 도자기 공방이 실패하고 정말로 가계 운영에 여유가 

없어지면서 쓸래야 쓸 수 없게 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손이 크고 낭비스

러운 데가 있다.   

더불어 결혼을 통해 소비가 확대된 경우도 있다. 은지 어머니는 부

유하지는 않아도 평범한 직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컸다. 

부모님이 가능한 자녀(은지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 했기에 어린 

시절 고무신이 흔하던 환경이었음에도 고무신 한 번 신은 적 없이 빨간 

구두만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로 사정이 어려워졌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학교를 다녔으며 취직하여 모은 돈으로 과감하게 첫 자

동차를 뽑기도 했다. 은지 어머니는 다른 소비를 즐기지는 않았지만 유

독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말하며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 하

는 성향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체 소비성향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기본이었고 씀씀이가 크지는 않았다. 

은지 어머니의 소비성향이 변화한 것은 경제력이 있어 씀씀이가 큰 

남편과 결혼한 이후이다. 은지 어머니는 어느 날 남편이 본인의 지갑에 

수표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가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화를 이야기 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얼마

나 있었고 얼마나 썼는지, 가용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기 마

련인데 남편은 예산 제약을 신경쓰지 않는 것이었다. 그만큼 높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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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몇 번이나 남편의 씀씀이에 놀라는 

과정을 겪으며 은지 어머니의 소비성향도 씀씀이를 조이지 않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들의 소비성향은 어린 시절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도 하였지만 개인마다 다른 생애과정 속에서 변화에 적응해 온 결과이기

도 하다. 수진∙건호∙민주∙은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허용적 소비 양육 스

타일을 보인 어머니 참여자들은 소비생활에 있어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

으로 아끼면서도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에게 전이된 것도 아껴야 한다는 강력한 규범보다는 자

신만의 기준으로 가치를 두고 소비를 즐길 줄 아는 소비지향적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머니들의 충족 및 소비의 생애경험이 곧바로 허용적인 소비 

양육스타일로 이어지고, 자녀들의 소비성향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비지향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어머니 개인에 따라 소비와 관

련된 양육은 달리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대 간 전이 형태가 일부 전

이형이 되는 이유로 이어지므로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3. 집합체적 소비경험:  ‘알아서 잘 사요’ 

 

전반적 전이형 가족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체적 소비경험’에 대비되는 특성으로 비전이형 가족과 일부 전이형 

가족에서는 ‘집합체적 소비경험’이 나타난다. 가족 구성원들이 소비생활

에서 공동으로 움직이거나 자녀가 소비생활을 책임지는 어머니에게 동일

시하여 어머니의 소비생활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구성원 각자

의 소비욕구에 맞게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현아∙동현 아버지의 

경우 의류 구매를 어머니들에게 일임했던 것과 달리, 수진∙혜리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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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아버지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 본인의 옷을 ‘알아서 잘 사는’ 

식이다. 집합체적 소비경험은 비전이형과 일부 전이형 모두에 해당하는 

특성인데 본 절에서는 특히 비전이형 가족의 개별화된 소비생활에 초점

을 맞추어 논하기로 한다.  

먼저 장보기 행태를 전반적 전이형과 비교해보면 외형적으로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표4-3). 비전이형인 수진∙건호 가족은 

앞서 살펴본 현아와 동현 가족처럼 부모님이 맞벌이이고 어머니가 살림

을 전담하긴 하지만, 아버지도 장보기를 분담하거나 일부 관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다른 점은 자녀들의 장보기에 대한 심리적인 관여 정도나 물

리적인 참여 빈도가 낮다는 것이다.  

수진 가족은 구성원 간에 장보기가 역할 상으로, 온∙오프 채널 상으

로 분산되어있다. 아버지는 꼼꼼한 성격이라 어머니가 챙기지 못하는 생

필품을 가격비교 검색을 통해 알아서 주문하는 편이고, 어머니는 요리에 

관여도가 높아 식재료를 단순히 집앞 마트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서 구매해 온다. 예를 들어 육류는 자주 가는 동네의 정육점에서 맞춤형

으로 주문한다거나 수입 식재료 전문 온라인몰이나 SNS 공동구매를 활

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수진은 종종 어머니를 따라 대형마트를 가지

만 어머니가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까지 알지는 못한다. 그래도 

수진이 장보기에서 역할 할 때는 어머니가 ‘카카오 톡딜’처럼 새로운 주

문방식을 어려워할 때 대신 주문해드리는 것이 있다.    

건호는 더욱 가족 소비에 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건호 가족은 언젠

가부터 아버지가 공산품을 온라인에서, 어머니가 신선식품을 오프라인에

서 구매하는 식으로 소비에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 몇 년 사이에는 

아버지가 빠른 배송으로 유명해진 ‘쿠팡’을 한 번 경험해 본 뒤 해당 서

비스의 애용자가 되어서 가족의 생필품을 ‘쿠팡’으로 주문하고 있다. 가

족 ‘단톡’(단체 대화방)이 있다보니 아버지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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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입했는지 공유하는데 누나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주문해달라

고 ‘톡방’에 올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간간히 구매내역에 대한 공유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족끼리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건호는 

자신이 필요한 것은 따로 검색해서 사기 때문에 가족의 소비는 전반적으

로 개별화 되어있다. 

 혜리 모녀는 일부 전이형에 속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개별화된 가족 

소비생활을 보여준다. 혜리 가족 역시 맞벌이 가구인데 어머니가 구매 

의사결정을 전담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주말에 어머니와 시장을 함께 가

는 정도로만 집안일에 참여하고 있다. 자녀들은 집안일이나 장보기에 거

의 참여하지 않지만 혜리는 먹을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알아서 온라인으로 배송시키고 있다. 어머니는 오프라인 채널

을 더 선호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더라도 혜리와 사용하는 앱이 다르다

보니 혜리는 식재료를 살 때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할 지 어머니를 통

해 습득한 바가 없다.  

 

<표4-3> ‘집합체적’ 가족의 장보기 행태 

 가족 장보기와 가족 구성원의 관여 

수진 가족 

 어머니가 거의 담당: 식료품은 집근처 대형마트, 

단골 정육점, 재래시장 등 두루 이용, 온라인의 경우 

SNS 기반 공동구매도 활용  

 아버지는 청소 관련 일체를 담당하며 소모품 위주로 

온라인 주문하고 어머니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음 

 수진은 집안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장보기에 동행했으며 대학생이 된 후로 

종종 대형마트에 동행.  

온라인 주문은 수진이 종종 대행. 

건호 가족 

 어머니는 식료품 담당으로 집근처 마트에서 구매함 

 아버지는 공산품 담당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쿠팡을 

애용)하며 가족 단톡방(메신저)에 구매목록을 

공유함 

 누나는 아버지와 쿠팡 아이디를 공유하며 장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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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함 

 건호는 초등학교 시절까지 장보기 동행한 적 있으나 

이후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  

혜리 가족 

 어머니가 전담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장 방문: 

신선식품(ex.채소)은 경동시장, 공산품은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 (주말에 몰아서 장보기) 

 혜리는 본인이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별도로 

온라인(B마트, GS프레쉬 등)에서 주문함 

 

장보기는 소비생활의 일부일 뿐으로 가족 소비생활 분위기를 입체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도 살필 필요가 있다. ‘전반적 전이형’ 

가족들의 경우 장보기는 물론 의류 쇼핑에서도 상호작용이 활발했다면, 

‘비전이형’ 가족들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수진 가족에서는 가족원

이 옷을 각자 구매하는 편이다. 수진 아버지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브랜

드도 정해져 있고 해외직구도 곧잘 이용하는 편이라 ‘본인이 원하는 걸 

알아서 잘 산다’고 제보되었다. 신발은 신어보고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례 행사처럼 가족이 다함께 아울렛에 가서 사는 일이 있지만 대체로 

같이 쇼핑하는 경우는 없다. 수진 어머니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 경우가 많고 수진이 종종 어머니와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함께 가는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진은 아버지로부터 나이키와 같은 해외 브

랜드를 구매할 땐 ‘공홈(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듣

는 것과 같이 소비 기술적 측면에서 도움을 얻지만 전반적인 소비로 놓

고 보면 소비생활의 자유도가 높다.  

건호 가족의 경우, 누나와 어머니는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어 쇼핑

을 자주 같이 가지만 건호는 초등학생 시절을 지난 이후로는 장보거나 

옷 사러 갈 때 따라가지 않다보니 공유된 소비생활이 적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생 때부터 ‘무신사’와 같은 쇼핑 앱으로 옷을 구매해왔고 

덕분에 누나와는 아이디도 공유하고 서로 스타일을 봐주기도 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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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관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홈쇼핑이며 온라인, 오프라

인을 골고루 활용하여 옷을 사는 편이고 아버지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

어 오프라인으로 구매해오는 편이다. 장보기나 의류 소비를 두루 고려해 

볼 때 건호 가족의 소비생활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은 많지 않다.  

이상의 가족 간 상호작용을 보면 가족 내 소비의 개별화는 온라인 

채널의 발달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가족원들이 이용하는 

채널이 각자 세분화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동성이 높아서 가족원 간의 상호 관찰이나 경험의 공유가 어려워지고 있

다. 소비와 관련된 정보나 기술적 측면은 가족 간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나 식품을 구매하거나 의류를 구매하는 것에 있어 소비성향의 근간

을 이루는 소비지향적 태도나 소비 가치 수준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기술 변화가 곧 상호작용의 변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

이 각 가족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앞서 전반

적 전이형의 가족에서도 온라인 구매로 장보기를 분담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으므로 온라인 장보기가 곧 가족 소비의 개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반적 전이형 가족의 장보기에서 온라인 채널 활

용이 기존의 오프라인 소비를 보완하는 정도로 사용되었다면 비전이형에

서는 소비를 확실히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자녀가 얼마나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 공

동의 구매 의사결정에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통해 규범으로써 소비성향을 전이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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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일부 전이형 가족의 맥락 

 

일부 전이형은 전이 형태 상으로도 전반적 전이형과 비전이형의 중

간에 위치하지만 전이의 맥락적 특징도 상반된 두 유형의 특성들이 뒤섞

여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바탕은 비전이형의 맥락에 더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이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일부 전이형의 전형적인 가족 맥락적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전반적 

전이형과 비전이형처럼 한두 가족만을 전형적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이

상적이겠으나 일부 전이형은 포함되는 참여자가 많고 그만큼 개별 가족

의 맥락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의 소비성향이라도 부

모의 영향이 미치게 된 이유를 꼽아보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어머니가 소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양육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양

육한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 소비생활이 집합체적 성격을 기본으

로 하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소비하러 다니며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1. 어머니의 소비 관련 양육이 미친 영향  

 

기본적으로 일부 전이형에 속한 참여자 어머니들은 생애 소비경험 

상으로 비전이형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소비

를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소비지향적 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의 소비생활

을 영위함으로써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대신 비전이형 어머니와의 차이는 자녀의 소비욕구를 관대하

게 인정한다기보다는 어머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만 허용한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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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소비 양육을 한다는 것이다.  

혜리 어머니는 충족 및 소비의 어린 시절 경험을 하고 자라, ‘아끼다

가 크게 쓰는’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소비 관련 양육에 있어서는 제한

적인 면이 있었다. 혜리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용돈을 매우 

작게 책정하여 식비와 교통비 외에는 달리 소비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특히 혜리는 어머니가 ‘모범생 스타일’을 좋아했고 ‘혼나기 싫어서’ 학창

시절 내내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한 습관이 이어진 탓

인지 혜리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어

린 시절부터 먹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은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혜리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학원 건물 1층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었

던 기억이나 하교길에 떡볶이는 사먹었던 기억 등 먹을 것이 자주 언급

되었다. 혜리는 어린 시절에 관해 ‘먹는 거에 있어서는 풍족함을 느꼈지

만 어머니가 장난감이나 옷, 구두와 같은 ‘물건’은 잘 사주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흔히 사달라고 조르는 ‘예쁘고 귀여운 옷’, 

‘드레스를 너무 입고 싶었지만’ 입지 못했던 기억에서 혜리는 마음껏 돈

을 쓸 수 있었던 식생활과는 다르게 의생활에서는 심리적 제약을 느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전이형에 속하는 현우 모녀의 경우, 현우 어머니는

충족과 소비경험이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자녀 양육에 있어 너무 

허용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현우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면서 남편을 

통해 얻는 가계 예산도 한정적이었으므로 다른 어머니들에 비하여 훨씬 

개인 소비가 적었고 실제 살림에서는 가성비를 매우 중시하며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왔다. 특히 앞서 살펴본 가족들과 달

리 현우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지출에 대한 가치관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현우 어머니가 예산과 소비의 절제를 가르친 이유는 딸이 아버지의 소비

성향에서 좋지 않은 부분을 닮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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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현우 아버지는 계획에 없던 큰 금액의 취미용품을 덜

컥 사오거나, 할인이 많이 되었다는 이유로 잘 입지 못할 옷을 잔뜩 사

는 등 씀씀이가 은근히 헤픈 편이다. 어머니는 현우에게 어릴 적부터 자

기 예산에 알맞게 소비할 것, 필요한 만큼만 살 것, 옷은 좋은 것을 싸

게 살 것을 강조해왔다. 덕분에 현우는 소비지향적 태도가 강하지는 않

지만 하나를 사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 품질이 좋은 것을 중시하는 소

비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들의 소비 관련 양육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징은 평소 어머

니 본인을 위한 소비성향과 자녀에게 쓰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자신의 소비생활에서는 매우 절약하는 어

머니가 본래 소비성향과 달리 자녀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녀의 소비를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녀가 체

감하는 것은 ‘허용’의 감각일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어머니의 소비성

향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현우 

어머니는 소비 교육 차원에서 엄하게 예산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해왔지만 

동시에 현우가 여자아이인 만큼 비누도 향기좋은 것, 소품도 아기자기한 

것으로 사용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그러한 용품을 아낌없

이 사다주곤 했다. 어머니는 ‘나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은 다 아깝고 현우

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했는데 현우는 결과적으로 소비를 적절

히 절제하는 성향이면서도 아기자기한 옷이나 액세서리, 소품을 굉장히 

좋아한다. 

미래 어머니 또한 자신에게는 지출하지 못하더라도 딸들에는 전폭적

으로 지지해주고 싶어한다. 미래 어머니의 양육관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

가셨던 탓에 미래 어머니는 예쁜 옷도 마음껏 입어보지 못했고 낡은 속

옷을 바꿔달라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할 수도 없었으며 하고 싶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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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살도록 지지해주는 존재가 없었던 것을 한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딸들은 그러한 경험을 겪지 않도록 힘 닿는 한 무조건적으로 딸

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일을 했지만 출산하면서 전업

주부가 되었다. 이후 미래 어머니의 소비성향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면

서 남편의 경제활동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남편이 회사 중역에서 

퇴직을 당한 후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설상가

상으로 코로나19로 더욱 사업이 어려워졌다.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줘서

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위기감으로 인해 현재는 개인적 소비를 차단하는 

식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는 이러한 어머니의 소비성

향 아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아끼는 소비성향을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피

부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을 써야 한다고 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화장품은 비싼 것을 고집하는 소비성향이 되었다.  

    

2. 공유된 소비경험: 따로 또 같이  

 

비전이형에서 부모의 소비성향이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는 가족의 

공유된 소비생활이 적었던 바와 같이 일부 전이형 역시 가족 장보기에 

대한 자녀의 관여가 매우 낮다. 비전이형인 수진∙건호와 달리 일부 전이

형 가족인 준혁∙현우는 어머니가 전업주부이며 가족의 구매의사결정을 

전담하고 있다. 준혁과 현우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한 사이이고 함께 보

내는 시간이 많지만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갈 때 거의 따라 간 적이 없다.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들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

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알뜰 살뜰함을 보고 배울 기회도 줄어

든다.  

준혁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



 

 - 145 - 

했다. 친환경 매장을 자주 이용하고 때마다 산지 직거래로 제철 식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살림을 꾸리는 전문성을 쌓아왔다. 동시에 자녀들은 

학업과 자기 앞가림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는데 그만큼 자녀

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챙길 뿐 어머니의 소비생활에 대해

서는 전혀 배운 바가 없다.  

현우 어머니의 경우, 딸이 채소의 이름도 모른다는 점을 다소 걱정

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자신을 따라다녔으면 자녀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소비 지식의 비전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편이

다. 반면, 준혁 어머니는 자녀들이 장보기와 같은 가족 단위 소비에 관

여하지 않는 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녀들이 ‘본인을 위한 것은 너무너무 열심히 찾는’다며 자기 중심적인 

소비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각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소비영

역에서는 지식이 많아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가족 소비생활로 

봤을 때는 소비가 개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성향의 일부 전이가 일어나며, 특히 품목에 

따른 소비성향에서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비공동체로서 가족이 함

께 소비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자녀 참여자가 일부 영역에서만큼은 항상 

어머니와 소비를 함께 함으로써 영역에 국한된 소비성향을 습득하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 소비생활을 ‘따로 또 같이’라

고 표현하였다. 

준혁과 현우는 어머니의 장보기에는 거의 동행하지 않았지만 옷 쇼

핑은 함께 하는 편이다. 특히 현우는 중고등학생 시절 항상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도 어머니의 ‘컨펌’을 받고 구매했기 때문에 옷을 고르는 취

향이나 구매 기준에 있어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르게 되었다.  

본인이 사고싶은 건 사고 싶다고 하면 제가 보고 가격하고, 뭐 스

타일은. 워낙 지가 잘 고르니까. (…)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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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펌이 딱 떨어지죠. 이거이거는 사도 괜찮다. 이거는 가격이 좀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자. 알아서 그냥 본인이 가격 확 떨어진 거 중

에서 골라요. 그래서 몇 개가 없어요, 어차피. 원하는 것도 몇 개 

없지만. 사고 싶은 것도 몇 개 없었어요. (현우 어머니, 

2021.06.02.) 

현우는 청소년기 옷을 구매했던 일에 대해 어머니가 항상 좋은 것을 할

인 받아서 사는 게 잘 구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 또한 자기 돈

이 아닌 부모님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 조심스

러웠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감독 하의 구매 과정을 거쳤기에 현우는 

예산을 고려해서 지출하는 어머니의 소비성향이 전이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의류 쇼핑만큼은 어머니와 함께하여 소비성향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들이 많다. 준혁∙현우∙은지∙민주 모두 옷은 용돈 내

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다닌다. 

그만큼 의류 소비 수준이 어머니에게 맞추어져 있고 가성비를 따지기 보

다 자기 만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준혁은 품목에 따른 소비

성향 전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야 어머니와 누나의 영향

으로 옷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고 소비성향이 바뀌었다. 의류 구매에 있

어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대학생이 된 후부터는 경

제적 의존은 물론 쇼핑의 동행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만의 소비

경험을 쌓아가는 대학생 시기에 어머니와 소비생활을 함께 하는지 여부

도 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황과 영역을 특정하여 부모 자녀 간 소비 경험의 공유가 일어나는 

것은 여가 소비생활에도 적용된다. 품목에 따른 전이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혜리 모녀는 문화예술 및 여행 소비를 항상 함께한다. 더욱이 혜리

는 가족 외 다른 사람들과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면 소비성향의 전이가 

약화될 수 있겠으나 편리성의 측면에서 문화예술 소비는 어머니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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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준혁과 은지 가족이 여행과 외식을 똘똘 뭉쳐 다

니는 것 또한 자녀들의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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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와 시대 맥락 

 

 

Z세대 자녀와 어머니라는 각각의 개인은 물론, 이들이 이루는 가족 

체계는 모두 시대라는 맥락 속에 위치한다. 4장을 통해 소비성향이 어떠

한 가족 맥락에서 전이되며 전이되지 않는지에 대해 밝힌 것은 가족의 

내재적 관점으로만 세대 간 전이에 접근한 것이다. 본 연구는 마지막 연

구문제로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라는 현상을 

외재적 환경, 즉 시대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급격한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변화가 세대 간 전이에는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세대 간 전이와 비전이의 가족 맥락을 어머니와 자녀 각 개인

의 생애경험, 어머니와 자녀의 양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작용으로서 소비 

관련 양육, 그리고 소비와 관련한 가족의 상호작용의 네 가지 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때 어머니와 자녀의 생애경험을 들여다보며 코호트적 세

대 경험이 반영되어있음을, 어머니의 소비 관련 양육을 들여다 보면 어

머니와 자녀 간 관계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그리고 가족의 소비

생활이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본 장은 세 가지의 시대 맥락에 대해 차례로 다루고자 한다.  

 

제 1절 코호트적 세대의 소비 경험 차이 

 

시대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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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대 경험이다. 모든 시대는 각 시대만의 색을 입은 세대를 낳는다. 

그 색이란 특정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역사

적 사건이나 사회분위기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청소년기의 경험이 결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Mannheim, 1928/2013). 모든 

코호트적 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차별화되는 세대 위치를 갖는데, 이것은 

어떠한 세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 물론 각 구성원이 객

관적 실재를 경험한 바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대 위치만으로 세대 현

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으로 보이는 경향성에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가족맥락에 대한 분석에서 전이 형태에 따라 참여자 가족 간의 

비교가 이루어졌으나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비교로만 밝히기 어려운 전

반적 경향성 또한 존재하였다. 첫 번째로 어머니로부터 전이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자녀의 소비성향 발달이 있다. Z세대인 자녀들은 대부분 

어머니보다 소비지향적으로 덜 아끼는 소비성향을 보이며 객관적인 구매

조건보다 주관적인 만족을 중시한다. 비전이형 자녀는 물론, 전반적 전

이형의 자녀 역시 개별적인 소비 영역에서 자신만의 소비성향을 찾아가

는 것은 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자녀 세대의 코호트적 특성과 그들이 처

한 소비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반적 전이형의 어머니들은 절약적인 소비규범을 내재하

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 전이형∙비전이형 어머니들은 소비지향적 태도를 

근간으로 소비에 더 친화적인 성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어머니들의 가

정환경을 비롯한 어린 시절 소비 경험으로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하지만 

그 배경에 한국경제의 발전이라는 시대상이 자리하고 있다.  

본 절에서 다루는 코호트적 세대의 소비경험은 생애사적 면담을 통

해 어머니 참여자와 자녀 참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소비경험으

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 대해 문헌자료를 참고하되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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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시각에서 해석된 코호트적 경험을 이해하여 각 개인의 소비

성향의 형성과 세대 간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를 분석하였다.   

 

1. 어머니와 자녀 간 코호트적 세대 소비 경험의 차이 

 

세대 간 전이 양상에서 살펴 본 어머니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비성

향 간 집단적 차이, 즉 양적 측면에서 자녀 세대가 더 안 아끼는 성향을 

지녔다는 것과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자녀 세대가 주관적 만족을 더욱 중

시한다는 경향성은 일정정도 코호트적 세대 경험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소비수준이 높아지기 전 시대환경에서 소비성향

이 형성된 어머니 세대의 경우 아끼는 성향이 더욱 강한 반면, 자녀들은 

Z세대의 소비 특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구매

력 내에서 소비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반

영하는 소비성향을 지녔다고 추론 가능하다.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과정에 대한 참여자 개인 수준의 경험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것은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 그리고 어머니의 소비 관

련 양육이다. 참여자들의 진술은 그들의 미시적 경험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거시적 환경 변화가 기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며 때로는 참여

자들의 의식수준에서 지각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Z세대 자녀 참여자

들이 부모보다 소비지향적 태도를 더 강하게 지니면서 소비성향의 양적 

측면에서 덜 아끼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이들이 성장한 시기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일부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Z세대가 태어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은 1인당 국민

소득(GNI)이 1만달러대에서 2만달러대로 향해가면서 대한민국이 개발

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과정이라 평가되었던 시기였다 

(추경호, 1996)(표5-1). 또한 이 세대가 성장기를 겪은 2010년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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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빠르게 3만 달러 향해 가면서 국민들

의 생활수준 전반의 질적인 향상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최홍철(2019)은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였는데 1988년~2003년 시

기는 ‘문화향유소비시기’로, 의식주 비목의 비중이 50%이하가 되고 외

식∙오락문화∙교육∙통신의 소비비중이 증가한 시기라 분석하였다. 이후 

2003년~2012년은 ‘소비성숙기’로 소비 구조에 급격한 변화없이 가정 

내 식사가 감소하고 외식∙교육∙통신 비목이 증가한 시기였다. 다시 말해 

Z세대가 출생할 무렵에는 이미 가계지출의 구조적 조정은 완료되고 각 

소비품목의 양적∙질적 향상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 세

대에게 선택재이자 사치재에 해당했던 많은 소비품목을 Z세대는 생활의 

당연한 영역으로 소비하며 자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자녀 참여자

들 간에 관찰되었던 소비의 ‘필요’에 대한 견해 차이를 설명해준다. 

 

<표5-1>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추이(1990년~2020년) 

 

Z세대가 어려서부터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것은 물론, 질적 측면에서

도 고급화된 소비경험을 하며 자랐다는 것은 어머니들의 양육 변화에도 

반영되어있다. 2000년대 후반, 언론에는 자신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

는 X세대 미혼여성을 일컬었던 ‘골드미스’에 빗댄 ‘골드맘’이라는 용어

가 등장하며 자녀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젊은 어머니 소비자들

의 견인하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이 보도되기도 했다(한국경제, 

2008.10.15). 어머니들과의 개인 면담에서 자녀의 어린 시절 그러한 문

화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아영 어머니는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인당 

국민소득 

(명목, 달러) 

6,602 12,522 12,179 19,262 23,118 28,814 3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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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산후조리원에 가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과 자녀가 어릴 때 동네 어머니들 사이에서 명품 유모차 경

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가계 사정이 좋지 못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

주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혜리 어머니 역시 1998년 

혜리를 출산할 적에 산후조리원이 인기였던 것, 아기 ‘보낭’(일종의 주머

니형 이불)에도 ‘메이커’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어머니들 사이에 양육방식이 달랐던 만큼 모든 Z세대 

연구 참여자가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은 아니

다. 참여자 어머니 중 다수가 고급 유아용품 소비문화에서 주류 소비자

는 아니었고 특히 수진∙건호 어머니는 ‘자녀에게 과한 돈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양육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

도 위의 현상은 Z세대 참여자들이 함께 자란 동년배 집단의 일이며 코

호트적 소비경험으로서 참여자들이 이러한 경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Z세대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고급소비문화는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  

‘등골 브레이커’로 악명 높았던 청소년들의 아웃도어 브랜드 애용 현상

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후반 무렵부터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의 고가 패딩이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고 제품 가격에 따른 계급론까지 

등장했으며 이 때 자녀가 또래 사이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

모들이 ‘등골이 빠질만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녀에게 고가 제

품을 사주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억하는 유행은 

각양각색이나, 다수에게서 발견되어 그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었던 현상

은 ‘닌텐도’ 유행과 ‘노스페이스 패딩’ 그리고 ‘아베크롬비’, ‘홀리스타’ 

등 해외 브랜드의 유행이 있다. Z세대 참여자들 중에서 정확히 ‘노스페

이스’ 브랜드를 구매한 경험은 드물었지만 형제가 구매했거나(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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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브랜드를 구매한 경험들이 있어(준혁, 미래) 그렇나 또래 문화가 

중요한 문화적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노스페이스를 구

매한 학생들을 면담한 서민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아웃도

어 브랜드의 기능성 패딩은 그만한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

비를 하고 있다’, ‘어른들이 명품 좋아하는 것에 비하면 노페는 안비싸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세대는 일반 성인 소비자와 동

일선상의 소비자로서 소비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참여자

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 어머니 참여자들이 고

가의 물건을 겁없이 구매한다고 생각했던 인식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미래∙준혁∙수진∙건호). 

 

2. 어머니 간 코호트적 세대의 소비 경험 차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어머니는 1963년생이

고 가장 나이가 적은 어머니는 1973년생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

큼 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경제의 1960-70년대 상황에서 10년은 생활 

모습에도 상당한 차이를 낳았다 할 수 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내총

생산 지표는 1960년대의 경우 분기별 자료만 제공되고 있으므로 4분기

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자면 1963년 4분기 GDP는 1,617억원, 1973년 4

분기 GDP는 16,247억원이다. 10년 사이에 경제규모가 약 10배 성장한 

것이다. 당시 출생자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비교해보자면 

1975년 연간 GDP는 105,440억원, 1985년 연간 GDP는 881,300억원

으로 이 또한 8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4분기 기준으로는 각각 31,037

억원, 241,127억원).  

거시경제 수준만이 아니라, 사회변화 상으로도 어머니들은 하나의 

코호트적 세대로 묶이기에 다소 다른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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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호트적 세대 구분은 대체로 1955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사람

들은 베이비붐 세대로, 197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을 X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X세대의 범주는 연구에 따라 베이비붐 이후 출생인 1960년대 중

반부터 포괄하기도 하지만 ‘문화 세대’로 불리는 X세대의 핵심 코호트는 

70년대 중반 출생자로 보는 연구가 많다. 어머니 참여자들의 출생 연도

는 1963년부터 1973년 사이에 분산되어있으므로 일부 어머니들의 생애

경험은 베이비붐 세대에, 다른 어머니들은 X세대에 근접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 중 60년대 생에 속하는 어머니(현아∙미래∙동현∙은지∙

민주 어머니)들의 생애 소비 경험을 돌아보면 먹을 것과 물자가 귀하던 

시대 상황이 드러난다(표5-1). 처음 먹어보는 것에 대한 기억이 생애격

자틀에 등장하고, 브랜드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유행하는 소비

문화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많이 아끼는’ 소비성향이면서 전반적 

전이형에 속하는 현아∙동현 어머니는 소비와 관련한 기억을 전혀 인출하

지 못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아무것도 입고 쓰지 않았다기보다는, 소비보

다 절약과 저축을 강조하던 사회적 규범과 분위기가 기억에 반영된 것이

라 하겠다.  

가족 맥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생애 소비경험은 시대와 

지역, 가정환경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거시경제 및 소비문화의 발전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가정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속도로 일상에 파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소비문화의 발달은 시골보다는 

대도시에 빠르게 전파되며, 경제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할수록 빠르게 경

험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민주 어머니는 다른 어머

니들과 달리 10대 시절 소비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 비교적 소

비지향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것으로 분석되며 양적 소비성향 또한 ‘안 

아끼는’ 소비성향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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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1960년대생 어머니들의 10-20대 시절 소비경험과 유행에 대한 기억 

 

앞서 살펴 본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위한 소비가 자연스러웠

던 환경에서 자란 어머니들도 있다. 70년대에 태어난 어머니들은 초기 X

세대에 속하는데 첫 소비세대로 불리는 X세대에 걸맞는 소비경험을 갖

고 성장했다. 당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가 시작된 시기로서 이전 세

대에 비해 두 명에서 네 명 정도로 형제수가 적어졌고 그만큼 지금만큼

은 아니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가 친밀해진 편이었고 자녀 한 명이 받는 

물질적인 지원도 많아졌다. 어머니 참여자들 역시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

족함을 느끼는 것이 없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다(혜리, 현우, 수진, 

건호 어머니). 공통적으로 동 연령대 어머니들의 중고등학교 기억에는 

‘나이키’, ‘프로스펙스’와 같은 브랜드의 유행이 등장한다(표5-2). 처음 

 현아 母 

(1964年生) 

동현 母 

(1968年生) 

미래 母 

(1963年生) 

민주 母 

(1964年生) 

10대  진달래 무늬 잠바: 

청바지나 후드점퍼

가 드물던 시절, 언

니 점퍼의 무늬가 

더 마음에 들어서 

떼를 쓰고 결국 얻

어낸 기억 

 새참으로 설탕물∙막

걸리 심부름하다가 

훔쳐먹기, 동생 분

유 몰래 먹기 

 생활 보호 대상자

로 동사무소에서 

쌀 얻어다 먹음 

 

 교과서와 참고서를 

짝에게 빌려 봤음 

 초등학교에 입학하

면서 부모님과 떨

어져 서울 외삼촌 

집으로 상경함 

 

 처음 먹어본 초코

바라는 것이 매우 

맛있었던 기억 

 아이스께끼 장수 

 문방구에서 편지지

와 샤프 구매 

 부유층만 소비할 

수 있었던 수입 과

일(멜론), 보온 밥

통, 깎아쓰던 색연

필  

 고등학생 때 통행

금지가 있었음  

 처음 ‘양념치킨’이 

출시됨 

20대  취업 후 월급을 부

모님께 드림 

 취업 후 월급을 부

모님께 드리고 용

돈을 받아 생활 

 소비할 돈도 시간

도 없었던 가정환

경 (통금 9시) 

 대학 시절 학교 앞 

빵집, 뻥튀기, 끓여

먹는 커피(원두커

피) 

 취업 후 처음으로 

브랜드 옷을 사입

음 

 집안 사정 악화로 

이외에 특별한 소

비 기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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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라는 말이 유행하며 해외 브랜드들이 이름을 알렸는데, 요즘 아

이들처럼 모두가 메이커를 입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는 교복 자율화의 시

기여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브랜드를 입으면 눈에 띄었다고 한다(수진 

어머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각자 음반∙패션∙문화생활 등 자신만의 관심사가 

있었으며 자신의 용돈으로 그런 소비를 즐기는 것도 가능했다. 앞서, 취

직하여 번 돈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했던 어머니들과는 달리 혜리∙현우∙

수진 어머니는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서 

썼다. 

물론 당시 정서상 소비가 장려되었던 것은 아니며 어머니들의 부모

님은 아끼는 것이 몸에 밴 ‘전쟁 세대’ (현70-80대)이다.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을 매우 ‘검소한’ 성향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부모의 소

비성향 아래 어머니들도 자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교육받

고 자라 에너지 절약이나 낭비하지 않기와 같은 생활태도가 습관화 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크게 소비를 즐긴 것은 아니어도 위와 같이 어린 시

절부터 ‘자기것’이라는 소유와 소비의 경험을 가졌다는 점에서 코호트적 

세대 경험에서 이전 세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5-3> 1970년대생 어머니들의 10-20대 시절 소비경험과 유행에 대한 기억 

 혜리 母 

(1970年生) 

건호 母 

(1970 年生) 

현우 母 

(1971年生) 

수진 母 

(1973年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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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 

 

4장에서 허용적 소비 관련 양육스타일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가진 

소비 욕구를 존중함을 이야기한 바 있다. 자녀의 소비 욕구를 인정하는 

모습은 허용적 양육 스타일로 분류된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아영∙현우∙민

주∙건호 어머니 등 어머니 참여자들에게서 자주 관찰된다. 소비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하는지는 어머니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 세대의 욕구를 수

용하려는 어머니들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어머니 참여자들은 이전 세대의 부모 양육이 권위주의적이며 자녀가

부모의 의사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했던 것에 반해 요즘 시대 부모

는 자녀와 친밀하며 민주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양육관을 갖고 

10대  교복 자율화 

 나이키가방, 저스

트, 그린에이지  

 퀸, 신디루퍼, 웰. 

마돈나, 스티브원더 

등등 정판 LP가 아

닌 백판도 많이 삼 

 음악(클래식) 카페, 

오락실(겔러그, 테

트리스) 

 보자기 대신 가방, 

고무신 대신 운동

화  

 나이키, 프로스펙스 

유행 

 생일 때 매년 초

코케잌 

 크리스마스 선물 

(책, 머플러) 

 ‘보물섬’ 월간 만

화잡지, 휴대용 오

락기 

 고등학생 할인표

로 연극, 뮤지컬 

관람 

 교복 자율화 

 나이키, 프로스펙

스, 죠다쉬, 리바이

스  

 오리털파카 

 ‘제평(제일평화시

장)’에서 옷쇼핑 

 

20대  당시 유행:  

 바지단 뜯어진 청

바지, 맨발에 단화, 

한여름 반바지에 

긴팔 

 중국영화 多 

 삐삐 사용 

 명동, 백화점, 조이

너스  

 연극 관람 (월1회 

영화, 뮤지컬 등), 

볼링∙탁구 등 취미 

 대학졸업 후 수능

이 처음 시작됨 

 대학생활 중 아르

바이트 

 삐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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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준혁 어머니는 어린 시절 원가족의 분위

기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던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들과는 대화가 

많은 가정을 만들고자 하였음을 이야기 하였고, 미래 어머니는 본인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위적이었고 물질적인 지원의 측면에서도 박했던 것

을 상기하며 자신은 그러한 양육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머니

들은 요즘 자녀들이 선호나 의견이 뚜렷하여 일방적인 소통이 불가능하

다며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시대의 변화에서 양육관의 근거를 찾기도 했

다.  

옛날에는, 그냥 우리 때만 해도 엄마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냥 하는데. 요즘은 지가 하기 싫으면 딱 

딱. 뭐가 왜 이래서는 난 하기 싫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딱딱 얘

기하니까. 그거를 묵살하고 무조건 해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

니까 대화를 서로 해갖고 잘 되는 쪽으로 (민주 어머니, 

2021.05.30) 

자녀 개개인의 성격 차이가 존재하겠으나 민주 어머니도 건호 어머니도 

‘요즘 아이들’은 자기 생각과 의견이 분명해서 가치관을 강요할 수 없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보니 가능한 대

화로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건호 어머니는 특히 ‘꼰대’가 되어 

소통이 단절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러 어머니

및 자녀 참여자들은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관계로 묘사하고 있

다(현아∙민주∙미래 어머니∙준혁 어머니∙현우 어머니).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는 가족의 구매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갈

수록 자녀가 가진 구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Flurry & Veeck, 2009; 

Vel 등, 2016). 최근에는 청년시절부터 소비문화에 익숙한 X세대가 부

모가 되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자녀의 소비에 공감하고 함께 소비를 즐

기는 현상에 대한 산업계의 주목도 나타나고 있다. 17~26세 Z세대 30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과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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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묻는 질문에 만점 10점에 평균 8.3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의 구매에 본인의 의견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평균 6.84점으로 상당히 영향력에 동의하는 응답이 나타났다(Carreet, 

2021.04.07).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X세대 부모의 추억을 Z세대 자

녀와 공유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4인 가족용 레트로 패키지’와 같은 

상품이 등장하기도 한다(머니투데이, 2021.08.09).   

어머니 참여자들은 양육관의 변화에서 나아가 Z세대인 자녀 세대가 

살아갈 경제환경이 ‘우리시대랑 너무 틀리다’며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행태의 다름을 수용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미래 어머니, 준혁 어머

니, 동현 어머니, 아영 어머니, 수진 어머니).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

머니와 자녀의 코호트적 세대 차이로 인해 자녀들의 소비욕구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라보는 태도도 이전 

세대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동현 어머니는 본인 세대는 부모님을 부

양해야 했고, 악착같이 모아서 저축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

지만 지금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직장만 다녀서는 

못산다’며 경제력이 닿는 한 자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녀

에 대한 지원은 가족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다르며 부모 간에도 의견 

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는 부모 

세대가 살아온 방식을 자녀 세대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부모 자녀 간의 소비성향 또한 미묘한 격차가 벌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또다른 형태로 이어지기도 한

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새로운 제품 정보나 소비생활에 대해 열심

히 배우려 하는데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적 필요성도 

작용하지만 자녀와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이유가 크다. 현우 어머니는 현

우가 중고등학생일 때 소통이 끊기지 않기 위해 자신과 전혀 다른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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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취향을 이해하고자 대단히 노력했다. 처음에는 듣는 것만으로 ‘숨

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지 못

하면 ‘끝이다 싶은’ ‘절박함’으로 노력한 끝에 현재는 딸이 많이 듣는 팝

송이며 아이돌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 음악을 추천할 수도 있게 

되었다. 

현우 어머니는 부모 자녀 간 세대 차이를 줄이는 긍정적 측면만을 

보고 하였으나 Ekström (2007)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소비를 배우려 

애쓰는 현상을 ‘자녀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children)’라 부르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keeping up with the Joneses’

를 응용한 표현으로, 어떻게든 자신이 부러워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따라

하려는 사람들처럼 자녀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가족 규범과 

어린 자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 탓이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사회적 압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소통의 실패로 자녀와의 관계가 끊길까 우려하며 양육

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부모 자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신념이 다소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현우 

어머니, 건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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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시장환경은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 인지되기보다는 매우 당연한 듯 

삶의 후경으로써 존재한다.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회고 속에서 소비성

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부각되지는 않으나 소비성향의 근간

에 자리한 소비가치나 소비규범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나아가 소비성향이 세대 간에 전이되는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연구자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들을 낯설게 봐야 되는 게 참 어려운

데요,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그게 많이 변한 

거다, 이런 얘기가요.  

어머니 옛날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마트가 들어온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마트란 개념이 없었는데. 그

러니까 당연히 뭐...우리 때는 정말 우리가 무슨 유통 같은 걸 설명

할 때도 지금은 당연히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편하게 설명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총판 이런 데가 많았어요. 자전거 총판, 무슨 총판, 

이런 식으로. 그러던 시절에 우리는 다 컸으니까. 그냥 슈퍼에 갔

지, 마트에 간 게...마트는, 우리가 대학 들어갔을 때 마트가 들어왔

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마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소비가 혁신이 

된 거죠.  

연구자 그러면 어머님의 부모님 세대와 어머님 세대와, 이제 수진

씨 세대는 완전 다 다른 소비환경인 거네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시장 아니면, 슈퍼. 이 정도의 수준이었죠. 인터넷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랑 저는 그래도 많이 통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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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완전히 다르니까.  

(수진 어머니, 2021.11.04) 

수진 어머니는 유통 환경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했지만 수진 어머니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참여할 정도

로 변화하는 쇼핑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어디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지 질문하면 오프라인 채널만 떠올릴 정도로 오프라인

에 준거점이 설정되어있다. 수진 어머니는 스스로를 ‘오프라인 세대’라고 

설명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용하는 비중이 ‘7:3’ 정도라고 말했다. 

전통 재래시장, 창고형 대형마트, 동네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

리’ 등을 모두 이용하지만 인용된 대화에도 나타나 있듯이 오프라인 채

널 간 차이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간극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

서 함께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본인의 어머니 세대보다 자신이 어려워하

는 온라인 주문을 부탁해야 하는 자녀 세대와의 차이가 더 크다고 답하

였다.  

수진 어머니와의 대화는 주로 이용하는 소비채널에 기반하여 나타나

는 세대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전하는 메시지는 시장환

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 나머지 Z세대와 그 부모세대, 그리고 그 부모

세대는 모두 다른 시대의 소비자라는 것이다.  

 

1. 문화적 권위의 역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4장에서 온라인 쇼핑의 발달과 함께 참여자 가족의 소비가 개별화

된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소비의 개별화는 단순히 부모 자

녀 간의 접점을 줄여 세대 간 전이를 약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대 간 영향은 자녀가 어른이 되는 순간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애주기와 함께 그 구조와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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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서 그러한 역동을 겪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이미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전통적인 하향 전이에

서 벗어난 상호작용이 시작되기도 했다. 

어머니 참여자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새로운 쇼핑 

채널이나 구매형태에 대한 각기 다양한 수준의 활용도를 보였는데, 그 

수준에 관계 없이 대부분 심리적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에 자신감

이 낮은 상태였다. 거의 모든 참여자의 어머니들은(일부 아버지들까지) 

자녀 세대가 온라인 소비환경에서는 훨씬 ‘낫다’, ‘따라갈 수 없다’고 생

각하였으며 온라인 상의 가격비교나 새로운 형태의 결제(구매)를 자녀에

게 부탁하였다.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나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 유형은 어머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어머니들이 어려

움을 겪는 이유도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로 원하는 제품을 온라인

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격 비교를 부탁하는 것이나

(민주∙미래), 둘째, 전혀 해보지 않은 낯선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

고자 할 때(‘카카오톡 톡딜’, ‘당근마켓’을 활용한 중고거래)가 있다(수진

∙동현). 현아 어머니의 경우 온라인 구매 일체를 현아에게 일임한다. 셋

째, 익숙한 온라인 소비 환경이더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

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가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기차표를 구매하는 건 자주 하는 구매행동이라 어려움이 없지만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것, 평소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이더라도 결제수단으로 새

로운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 같은 것이다(아영∙건호).  

어머니들의 자녀의 도움을 얻는 두 번째 유형은 어머니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경우이다. 중요한 이

유 중에 하나는 눈이 아파서 모바일의 작은 화면을 보기 피곤하다는 50

대 어머니들의 신체적 제약이다. 이러한 신체적 제약은 향후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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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록 더 악화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구매 및 정보탐색 등은 자녀

들이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다(수진∙현우). 어머니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활동은 높은 주의력과 시간을 더욱 많이 요구하며 

그러한 시간적∙심적 여유가 부족할 때 자녀에게 대행을 부탁하게 된다.  

아영 어머니가 딸에게 대행시키는 이유는 한 마디로 ‘편리하니까’인데, 

자신이 직접 하기 위해서는 ‘애써서’ 해야 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와 달

리, 현재는 자녀가 훨씬 ‘잘 하기’때문이다.  

건호 어머니도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어떻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 

소비의 기술적 측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수행 능력에 확신

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건호에게 자신이 고른 제품 및 거래조건이 ‘괜찮

은지 봐달라’며 의견을 구한다. 그러면 건호는 해당 구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찾아보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한다. 인터넷이 등장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청소년 자녀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소비 

정보의 선도자로 역할 하는 것을 ‘internet maven’이라는 표현으로 명명

된 바 있으며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일부 학생들에 국한

한 논의였다면 이제 자녀의 활약은 성격적 특성을 제외하고도 세대 간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Belch 등, 2005).  

건호 모자를 비롯하여 ‘자녀가 나보다 낫다’는 어머니들의 생각은 

소비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전문성(expertise)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소비와 관련하여 

묻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호는 어머니가 자신에

게 신발을 하나 사려고 물어봤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보기에

는 정품이 아닌 것이 분명해보였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아 

‘정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정보 활용력에 분명한 차이를 느

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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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동현이 쿠폰 및 할인정보를 이

용하는 것] 소비를 하고, 쿠폰 같은 거 쓰고, 하는 게 있나요? 

동현   약간 그런 거를 신경 쓰실 만큼의,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

아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연구자 아, 정보에 있어서. 그렇구나 

동현   근데 아버지도.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은 그

냥 네이버에서 안 사고 삼성 임직원몰 같은 데. 그런 데 지인 통해

서 들어가서 사고 그래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데. 그 정보의 양

이 좀 다르다는 거죠. (동현 2021.07.10) 

동현 역시 부모님께 자주 정보를 알려드리는 편인데, 아끼려는 성향이나 

노력은 부모님과 차이가 없지만 활용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서 어떤 정보

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스키마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비 영역에서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가 자녀보다 많은 소비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전문성(expertise)이 

높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Schindler 등, 

2014). 그런데 건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정보환경은 어린 나이

부터 스스로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 할 수 있으며 도리

어 부모보다 자녀가 빠르게 적응하여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

다. Mead (1970)가 이야기한 전형성적 사회는 급격한 문화변동으로 문

화적 권위가 사라지는 사회이다. 이전 세대가 가진 전통이라는 문화적 

권위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를 배우고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만

들며 이러한 원리로 윗세대에서 아래세대로 문화가 전달되고 계승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소비생활에 있어서 세대 간 영향의 역전 현상은 기술

환경 변화가 소비문화에 있어 전형성적 사회의 성격을 갖게 하고 따라서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또한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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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간 영향 관계의 다변화 

 

자녀들의 온라인 소비환경에 대한 능숙함으로 인해 벌어진 문화적 

권위의 역전은 가족의 소비생활에서 세대 간 영향 관계를 다변화하고 있

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세대 간 전이는 전생애에 걸친 과

정으로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양상이 변화한다. 전통적으로 상정된 세

대 간 전이의 모형에 따르면 자녀가 소비성향을 형성해가는 어린 시절에

는 부모로부터의 하향 전이가 일어나고 자녀가 소비자로서 성숙하고 소

비경험이 축적된 이후인 중년기, 혹은 결혼 및 출산을 경험한 후에야 부

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향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Ladwein 등, 

2009; Guilletmot, 2018).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가 소비성향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생애주기에 따

른 일괄적인 전이관계가 사라지고 소비 영역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특

성에 따라, 가족 내 권력 구도에 따라 다양한 전이 관계가 펼쳐질 것임

을 의미한다. 

후술하는 세대 간 영향의 양상은 대부분 자녀 참여자들이 대학생이 

된 이후 경험하게 된 변화로, 어린 시절의 소비성향 형성 및 전이에서 

벌어진 경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또한 현재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미

치는 영향의 범위가 지식 및 기술을 넘어 소비 관련 태도와 가치관까지 

이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인 소비성향의 양적 측면과 가치지향적 

측면의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족 맥락의 분석 결과에 포

함되지는 않았으나, 시대변화가 어떻게 가족 내 전이 관계에 미치는 영

향이 확대될 것임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현재 관찰되는 양상을 조명할 필

요성이 있다.  

Z세대 자녀 참여자들이 대학생이 된 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양상이 <표5-4>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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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요한 축으로서 영향의 방향이 있다. 하향 영향만 있거나, 상향 

영향만 있어나, 양방향이 모두 있는 경우이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

로부터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소비의 숙련도가 필요한 영역이거나(살림 

등), 부모의 경제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영향

을 받는 것은 주로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신기술 관련 소비 영역이거나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경우인데 부모가 얼마나 새로운 소비환경에 잘 적

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녀의 도움을 얻는 정도가 다르다. 이것은 영향

의 성격을 결정하여 영향 관계의 유형을 한 번 더 세분화한다.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하향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모 권위형’의

경우 소비생활에서 자녀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자녀 소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준

혁∙은지 가족). 자녀들이 주요 소비(의식주)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비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유형은 향후에도 자녀로부터 부모에게로 소비성향이 전이될 가능성을 보

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유형은 ‘상호교류형’과 

‘상호보완형’ 두 가지가 있으며 어머니의 온라인 소비환경 적응도에 따

라 나뉜다. ‘상호교류형’으로 분류되는 혜리 모녀와 현우 모녀의 경우, 어

머니들이 IT 기술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하여 자녀에게 의존하는 정

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정보에서는 자녀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혜리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내 삶에 

접목하는 거’, ‘습득’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혜리가 대학생

이 되어 아이패드를 쓰는 것이 좋아보여 따라 구매하게 되었고 현재는 

적극적으로 아이패드의 기능인 ‘굿노트’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구매에 매

우 만족하고 있다. 자녀들 역시 어머니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소비영역에 대해 어머니의 지식을 구하기도 하므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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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간의 영향은 ‘교류’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상호보완형’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분야가 명확하게 갈려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와 현아는 일

상생활을 위한 소비에서는 주부로서 어머니가 보유한 능숙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움을 많이 얻는다. 반면 어머니들은 스스로를 ‘기계

치’라고 생각하며 기술 활용 측면에서 자녀가 없으면 곤란할 만큼 대부

분을 의존하고 있다. 미래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남동생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등 도움을 많이 얻었지만 미래가 대학생이 되면서는 도

움을 얻는 대상이 남동생에서 자녀에게로 옮겨갔다고 말하였다. 자녀들

의 소비역량은 이미 중고등학생 시절에 부모만큼 갖추어지지만 실제 자

녀들이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 이후로 강해지는 것은 생물학적 발달의 이

유 때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녀가 공부에 집중하고 다른 

일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대학에 온 후로 더 이상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

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구해 기존의 소비성

향을 발달 및 수정해나가고 있다. 상향 영향의 유형 역시 어머니의 디지

털 활용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보조형’인데 아

영∙수진∙건호∙민주 어머니는 온라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며 

자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받는 영향은 보조적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녀영향형’은 자녀보조형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소비

생활에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이다. 동현 어머니의 경우, 최근 동현으로 

인해 소비 관련 태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를 

이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방어적 태도로 거들떠보지 않던 프

로모션 이벤트 등을 활용하며 재미를 보기도 하고 음식점이나 병원에 가

기 전에 온라인 리뷰를 참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영향이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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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자녀 영향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유형은 성인이 되기 전 소비성향의 형성에서 전반적 전이형

에 속하였는지 일부 전이형에 속하였는지 여부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았

으며 비전이형만 모두 ‘자녀 보조형’에 속하여 부모 자녀 간의 영향이 

일관되게 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내는 바는, 자

녀의 소비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

하였는가 하는 것과 성인이 된 후 영향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5-6> 성인이 된 자녀와 어머니 간 영향 관계의 다변화 

구분 하향 영향만 발생 양방향으로 발생 상향 영향만 발생 

- ←(O) 자녀의 소비에서 부모 의존 (X)→ 

↑(O) 

부모의 

온라인 

소비환경 

적응 
 

↓(X) 

 “부모 권위형” 
준혁, 은지 

 “정보 교류형” 
혜리, 현우 

“자녀 보조형” 
아영, 수진, 민주, 건호 

- 
 “상호 보완형” 

미래, 현아 
 “자녀 영향형” 

동현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위와 같이 오프라인에 대비되는 온

라인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 품목을 기준으로 화장품, 

전자기기, 그리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서는 자녀가 더 지식도 

많고 기능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수진 어머니

는 수진이 기존에 쓰던 아이폰을 물려받아 사용하게 된 뒤로, 사용법에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폰,이라는 느낌이 뭔지 알겠다’며 브랜드에 

대한 태도변화를 나타냈다. 자녀를 통한 신문물의 경험은 단순히 제품을 

추천받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소비의 상징적 가치와 의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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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 뒤쳐지지 않고 대중에 연결되고 싶

어하는 중장년층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Jiao & Wei, 2020).  

종합하자면, 가족 구성원의 특성∙역할∙권위, 소비 영역 등에 따라 

가족 내 역동은 매우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참여자들이 처

한 생애주기 상의 위치와 시대적 변화 속의 위치가 모두 이행적 단계에 

있다는 점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적 맥락의 영향

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 양상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간 전이가 전 생애적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함

을 다시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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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절 요약 

 

본 연구는 ‘소비성향이 부모와 자녀 간에 닮는가’라는 본질적 질문

으로부터 출발하여 시대변화가 이러한 원초적 영향 관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답하고자 Z세대 자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현상을 고찰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소비성향을 세대 간 유사성의 관점에서 분석

하였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전이와 비전이를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소

비성향의 양적 차원에 해당하는 특성에서 나타나는 전이 양상이다. 양적 

소비성향은 ‘많이 아끼는’, ‘안 아끼는’, ‘아끼다가 크게 쓰는’의 세 가지

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지출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지만 물건 및 자

원의 사용 측면에서 아끼는 성향 또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양적 소비성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비지향적 태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자녀 참여자가 어머니 참여자보다 더욱 

소비지향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성향의 가치지향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전이와 비전이가 

있다. 여기에는 ‘가격 우선’, ‘가성비 우선’, ‘만족 우선’의 세 가지 유형이 

주요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구매 상황에서 소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

는 핵심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시 하는가를 나타낸다. ‘가격 우선’과 ‘가

성비 우선’ 성향은 객관적이고 외부적 구매 조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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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반면, ‘만족 우선’은 주관적이고 내적인 판단에 기반한다는 점에

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머니 참여자의 경우 가격이나 가성

비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 참여자는 만족을 더 중시하는 사례들

이 많았다.  

셋째, 전반적인 소비성향의 전이와는 별개로 품목에 따른 소비성향

의 전이와 비전이도 중요한 전이양상으로 나타났다. 식∙의∙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소비생활을 살펴보았을 때, 참여자들은 특정 소비

품목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유사한 것을 닮은 점으로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경험이 되는 외식에는 아까워하지 않고 지출하는 성향 같은 것이다. 

반면 품목에 따른 소비성향에서 닮지 않은 점이 강조될 때도 있었는데, 

이 때는 각 소비영역에 대한 타고난 욕구가 다르다고 제보되었다.  

도출된 소비성향에 기반하여 각 모-자∙녀 간의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모든 가족이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전반적 전이형’으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어머니

와 자녀 간에 유사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녀는 소비성향이 Z세대

의 코호트적 특성에 가깝기보다는 부모 세대에 유사하였으며 부모의 소

비성향이 자녀에게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일부 전이형’으로 모-자∙녀 소비성향에 유사한 면도 있

으나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는 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소비성향의 닮

은 면은 자녀가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전

이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전이형’의 모-자녀에서는 품목

별 소비성향의 전이가 돋보였는데 그러한 품목은 어머니와 함께 소비한 

경험이 많은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비전이형’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소비성향이 전이되

었다고 보기 어려운 유형이다. 어린 시절부터 달랐던 것으로 인지된 경

우도 있었고 자녀가 자신만의 소비경험을 쌓아가면서 소비성향이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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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적으로 비전이의 상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유형의 자녀들은 

현재 Z세대의 코호트적 특성에 가까운 소비성향을 보이는데 모-자녀는 

상호간의 소비성향 차이를 세대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전이 양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서는 전이의 맥락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4장에서

는 어머니와 자녀 참여자 각각의 생애경험을 분석하여 각 유형의 전형적

인 전이 맥락을 도출하였다.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한 논의점으로 나타났

는데 자녀와 어머니의 생애초기 소비경험, 그리고 전이의 고리로서 어머

니의 양육 스타일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를 포함하여 소비생활

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서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생애초기의 소비 경험은 이후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전이받은 자녀 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경

험에는 소비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제약’의 경험이 존재했다. 사고 싶

은 것을 사지 못했던 기억이 크게 없었던 비전이형 참여자와 달리,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했던 경험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녀 참여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소비성향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소

비에 제약이 존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제약은 상당 부분 

자녀에게 소비의 규범으로 작용한 어머니의 소비성향으로부터 비롯한 것

이었다. 이러한 소비의 제약 경험은 아동기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제약의 경험을 가진 비전이형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무렵부터 작은 규모일지라도 독자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였다.  

어머니의 소비와 관련한 양육 스타일은 자녀가 경제력을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하는 어린 시절 동안 소비경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소비에 대해 제한적인 양육 스타

일과 허용적인 양육 스타일로 크게 나뉘었으며 전반적 전이형과 일부 전

이형의 자녀들은 소비 제한적인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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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반적으로, 혹은 일부 영역에 대해 제약을 경험하며 소비성향을 형

성한 것이다. 제한적인 양육 스타일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소비가 크게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반면, 허용적 스타

일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소비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방침은 어머니가 내재적으로 지닌 소

비에 대한 태도가 전이되는 주요한 통로가 된 것이다.  

전반적 전이형 어머니들의 생애 소비경험은 전이의 맥락으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어머니 참여자들의 경우, 성장기부터 결혼 후 현

재에 이르기까지 긴 생애경험이 분석대상이었음에도 어린 시절의 경제적 

상황과 소비경험이 주요한 생애 소비경험의 테마를 결정하였다. 전반적 

전이형 어머니들의 생애경험은 가능한 아끼는 것이 중요했기에 ‘절약’의 

테마로 요약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어머니 참여자들은 그에 대조되어 

‘충족’의 테마라 명명하였다. 자녀 참여자들의 경우 제약의 정도에서 차

이가 있었을 뿐, 물질적 결핍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어머니 참여자들 간에는 차이가 상당히 컸으며 ‘절약’의 생애경험

은 어머니 참여자의 ‘아껴야 한다’는 강한 소비 규범으로 이어졌다. 전반

적 전이형 자녀는 어머니의 생애 소비경험으로부터 발원한 소비 규범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의 자녀 참여자는 일부 전이형과 비전이형에 속한다. 어

머니의 소비성향이 전이되지 않은 것은 자녀와 어머니의 대인 간 상호작

용 수준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어머니 자신에게 지출

하는 소비성향과 자녀에게 쓰는 소비성향 혹은 자녀에게 허용하는 정도

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둘째, 자녀가 어머니가 의도한 바대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즉 어머니의 소비성향을 해석함에 있어 자녀의 주관성이 작

용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자녀의 소비욕구를 수용하는 어머니들의 양육

스타일은 자녀의 소비에 있어 강한 규범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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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타고난 성향은 부모 자녀간, 형제간에도 소비성향에 차이를 낳

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양육이 어느 

정도 타고난 성향을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의 제보를 통해 볼 때, 어머니가 소비교육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지녔거나 자녀가 의식적으로 부모의 소비성향을 판단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소비성향은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암묵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모-자∙녀가 함께하

는 소비활동은 소비성향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소비활동으로 장보기∙쇼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 전이형의 전이 맥락을 통해 볼 때, 가족이 소비 공

동체로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자녀가 공동체적 자아를 통해 부모

의 소비성향을 규범적으로 내재화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어린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다수의 일부 전이형 및 비전이형 가족은 소비 공동체가 아닌 

소비 집합체의 성격이 강했으며 따라서 모두 친밀하며 의사소통을 활발

하게 하고 있는 가족임에도 강하게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

다. 이 때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경험한 소비 영역에 한

하여 선택적으로 부모의 소비성향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가족이 각자 소

비생활을 하는 영역은 자녀 개인만의 소비성향을 형성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이가 일어나는 가족의 맥락은 다시 시대라는 거시 맥락 

하에 있다. 가족 맥락을 어머니와 자녀 각 개인의 생애경험, 양육 스타

일이라는 양자관계 측면, 그리고 가족 수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

았듯이 세대 간 전이 과정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시대 맥락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목하였다. 첫째는 한국사회의 경제 성장에 따라 코

호트적 세대가 경험한 소비수준의 시대적 차이이다. 세대 경험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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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 간,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간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머

니들의 연령차는 최대 10년까지 벌어졌는데 70년대를 기점으로 어린 시

절 소비경험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시대 및 사회환경이 모든 개

인과 가정에 동등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들의 어린 시

절 소비경험은 개별 가족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와 자녀 세대의 차이는 보다 명징하다. Z세대는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경제환경이자 소비 성숙기의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따라서 자녀세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필수재의 영역이나 

소비에서 기대하는 품질이 부모세대보다 높아졌으며 양적∙가치지향적 측

면의 소비성향에서도 전반적 경향으로서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부모 자녀 관계의 변화 및 양육관의 변화이다. 개별 가정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녀의 소비욕구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나타난 것은 부모 자녀 관계의 성격이 시대적 영향으로 변화해왔

기 때문이다. 그 변화란 권위적 양육을 지양하고 민주적∙온정적 양육을 

추구하려는 어머니 세대의 양육관 변화가 바탕이 되어 부모 자녀 관계가 

위계적 성격 대신 친구와 같은 친밀함과 평등함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시대변화는 정보화와 온라인 소비환경의 발전

이다. Z세대의 또다른 이름은 ‘인터넷 세대’로 정보사회에서 자라 정보접

근성과 활용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Z세대 자녀 참여자들의 소비생활

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해 살펴보듯, 소비생활에서 이 세대는 가족과 또

래 집단에게 묻고 배우기보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 

사회화’를 강하게 경험해왔다. 이는 부모로부터 소비를 배우거나 함께 

소비를 경험할 기회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를 

약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부모 세대의 

문화적 권위의 약화라 정리하였으며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게 소비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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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움과 정보를 구하는 등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

다.  

 

 

제 2절 논의 

 

연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논의할 수 있

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오늘날 부모-자녀 관계에서 소

비성향의 전이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전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

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대 변화가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동일한 세대 위치에 놓여있으

며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는 동질적 집단에 속한 소비자임에도 

개인마다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비성향이 다르다. 또한 소비성향이 세

대 간에 전이되는 구체적인 양상 역시 동시대를 살고 있으며 구조적∙사

회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가족들임에도 가족 간 차이가 존재한다. 즉, ‘부

모와 자녀가 닮는가’에 관한 고전적인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은 것은 

‘닮는다’는 것이 가족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경험되며 또한 매우 복잡

한 양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쌍둥

이 조차 그 생김새에 차이가 있듯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소비성향은 차이를 내포한다. 특히 소비를 포함한 인간의 행동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소비성향 또한 단정짓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유사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것

은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공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것이다. 참

여자들이 닮거나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성향은 지출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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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와 소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닮았다’고 인지하는 (전반적 전이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소비의 원칙을 공유하였다.  

나아가 세대 간 유사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

은 가족의 맥락을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는 그 원칙이 규범적 성격

을 얼마나 강하게 띠는가에 있다. 전반적 전이형의 가족과 비전이형 가

족에서 소비는 각각 규범의 영역과 선호의 영역에 있다. 어머니가 의도

적이며 명시적으로 소비와 관련하여 ‘어떠해야 한다’를 가르치는 경우, 

혹은 어머니 자신이 소비에 대해 ‘아껴야 한다’는 규범적 태도를 강하게 

내재한 경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소비성향을 따르는 방향으로 

사회화되었다. 이와는 달리 어머니 나름대로 소비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선호에 대한 것일 경우, 자녀는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소비가 자신에게도 좋은 것임을 인지하고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전반적 전이형에 속하는 자녀 참여자가 가장 소수인 것에서

도 알 수 있듯 소비에 대해 강한 규범적인 가치관을 가진 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에 관한 가치관은 점차 ‘자원 절약’과 같이 

사회공동체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규범적 성격에서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것이므로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는 선호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생각한다면 개별 가족의 맥락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소비성향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

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소비성향이라는 전이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소

비행태가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현상, 부모가 자녀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Mittal과 Royne (2010)는 준거집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

리하였는데, 첫 번째는 규범적 집단(utilitarian)으로 보상과 처벌의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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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규범을 학습 시키는 성격을 지닌다. 두 번째는 정보적 집단

(informational)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정보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세 번

째는 가치표현적 집단(value-expressive)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

는 데 참조가 되는 집단이다. 부모가 소비행동에서 준거집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규범적 집단으로서는 부모가 금전적 제약과 칭찬 

및 비판으로 자녀를 사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보적 준거집단으

로서는 부모가 소비경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 등에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가 훨씬 전문적인 

소비자라는 이미지가 있어 부모를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정체성 관련 준

거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사

례에서 부모가 준거집단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규범성에 근거한 소비성향의 전이가 약화되었음을 이야기 하

였듯이 소비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규범적 집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

워졌고 금전적 제약을 통한 통제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된 후로 소득활동

을 통해 벗어나고 있다. 자녀 참여자들은 모두 돈을 벌고 있거나 벌어본 

경험이 있으며 학업이나 진로준비보다 소득이 중시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생각한다. 이

는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Z세대의 적극적인 소비욕구 충족의 특성과

도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적 측면에 있어서는 자녀의 정보력

이 부모를 상회하여 영향력이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탐색

을 중시하는 점 역시 Z세대의 코호트적 특성으로 강조되었던 것인데 거

기에서 나아가 부모를 비롯한 주변인에게 먼저 정보를 구하기보다 스스

로 정보를 검색하기를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어머니는 물론 형제자매 간에도 소비 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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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누었는데 그만큼 가족 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

다.  

가치표현적 측면에서는 부모를 선망할 수 있을 만한 부모의 문화적 

권위가 일부 가족이나 소수의 영역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새로 등장하는 

구매환경이나 제품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얻는 것

을 넘어서서, ‘트렌디한 것’,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일종의 선

망의 대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영향을 대체하는 것은 친구나 주변인이 아

닌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이다. 자녀들은 제품의 가격 및 품질 조건 등 

구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일∙트렌드 등 취향의 영

역을 학습하고 소비가치에서도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기부터 

이미 부모와 소비를 경험하며 성향이 전이될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는 궁극적으로 부모 자녀 세대 간 연속성보다는 코호트적 세대 내의 동

질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모-자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공

고화 되는 가족 소비문화는 일부 영역으로 한정되고 더 많은 영역을 시

대적∙세대적 특성으로 채우는 것이다. 급변하는 오늘날의 전-형성적 사

회에서 자기 사회화는 자녀 세대가 문화를 익히고 대응할 수 있는 과정

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소비환경의 격변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세대 간 영향의 본

질이 무엇인지도 재고가 필요하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가치의 세대 간 연속성이 요구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세대 간 전이 연구들은 세대 간 전이

가 일어나는 과정을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지식∙기술∙습관 등 문화적 

‘자본’을 자녀 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Guilletmot, 2018; 

Ladwein 등, 2009).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세대 간 자본’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의 경험을 주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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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지식이 유용성을 빠르게 잃는 혁신의 

사회 속에서 자녀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으며 스스로 정보를 

찾고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 부모는 이 때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 주는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여행과 문화생활 소비에 

집중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여행과 문화 소비에 

가치를 두고 어머니가 외식과 여행 소비에 집중하는 가정에서 자란 참여

자는 외식과 여행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그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가 조성하는 경험은 본인의 선호를 그대로 경험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가진 Z세대의 코호트적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소비지향적 태도를 지닌 어머니 참여자들의 경

우, 자녀의 소비욕구를 존중하며 세대 차이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Z세대 자녀를 더욱 Z세대답게 만드는 

부모의 작용은 ‘세대 수행성(performativity)’의 개념으로 설명된다(김

선기, 2017). 세대 수행성이란 ‘젠더 수행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 실체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적인 수행

을 통해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이 세대 개념 또한 개인들이 자신

이나 타인의 특성을 식별하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세대를 활용함으로

써 세대 간 차이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물론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 Z

세대가 경험해온 코호트적 경험은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것은 객관적 실

재라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족은 부모와 자녀의 차이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 가족의 역할은 흔히 사회 유지 제도로서 변화를 거부하고 단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통념과 달리(Glass, 1985)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하는 유기체로 사회 내 다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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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제언 

 

위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던질 수 있는 함의는 추후 다양한 대상 

및 관점의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되고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와 그에 대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범위를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가

족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 세대가 아닌 Z세

대 자녀를, Z세대 중에서도 일부 사례를 논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은 소득 및 자산 수준으로 보았을 때 중산층 이상에 해당

하며 자녀들 역시 서울권 유명 대학을 재학 중이기에 동년배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경제력은 소비수준과도 직결되는 요인이므로 소비성

향의 형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소비패턴의 경우에는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저소득 집단보다는 고소득 집단에서 세대 간 전

이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Waldkirch 등, 

2004). 연구 참여자들의 전이 양상에서는 전이와 비전이가 혼재하고 있

었기에 경제적 특성이 더 극단화된 저소득 집단이나 초고소득 집단을 대

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될 수 있는 논의로 경제적 자본

의 전이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Guilletmot(2018)은 세

대 간 전이되는 대상으로서 자본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제시하며 그 중 하

나인 경제적 자본의 경우 그 자체로 세대 간에 이전되는 것에 대한 연구

만 수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자본의 전이와 사회문화적 

자본의 전이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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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경제적 자본을 이전하고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에서 

소비성향의 세대 간 전이는 어떻게 다른지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

비에는 문화자본만이 아니라 경제자본도 동원되며 두 자본의 결합을 통

해 소비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장미혜, 2001).  

셋째, 소비자의 활동 중 구매와 사용 활동을 넘어서 자원을 획득하

고 배분하는 활동에서 나타나는 소비성향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연적으

로 자원의 획득과 배분하는 활동이 수반된다. 소비의 정의가 구매 혹은 

지출의 개념과 차별화되는 지점도 바로 자원의 획득부터 포함한다는 것

에 있다. 특히 적극적인 욕구충족이라는 소비성향 상의 특성은 생산활동

에 대한 생각 및 재무 관리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Z세대 참여자

들 역시 나름의 형태로 돈을 벌고 있었으며 이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

였다. 소득에 대한 생각과 행동 상의 경향을 소비(구매∙획득)와 관련짓

고 나아가 시대적 가치와 관련지어 탐구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

가 될 것이다.  

또한 금전 자원의 관리나 투자행동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보수적인 

성향의 영향을 언급한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다른 몇몇 참여자들

은 코로나19 이후 젊은층 사이에서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모의 영

향과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금융행동 역시 부모 자녀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Tang, 2017), 여기에서 나아가 시대∙세대적 영향이 

관여하는 바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문화적 권위의 역전 현상에서 나아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들이 부모에게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상황과 이유를 

언급하였으나 모든 가족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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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서 주로 관찰되었으며 부모의 연령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특

성에 따라서도 도움의 형태나 범위가 차이가 있었다. 중년 이상의 부모 

세대에 초점 맞추어 지속적인 소비자사회화가 필요한 급변하는 시장환경

에서 어떻게 적응해나가는지, 세대 간 영향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전-형성적 사회에서 문화 적응 및 전파의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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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the question, ‘Do children resemble their parents' 

consumption style?’ and explores the effect of changing era.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has long been regarded as a natural 

result in the context of consumer socializ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generation gap that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and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the market environment, a second 

thought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s required. In particular, 

Generation Z child who has grown up as Internet Generation is 

suitable for discussing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consumption 

environment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addition, since Gen 

Z is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ir consumption style as a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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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ppropriate to check how parents' consumption style has affected.  

To solve research questions, a qualitative study on life-course 

approach was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The 

participants are 11 Gen Z college student and their mothers. The 

interview were two types, the 2:1 interview was about the family's 

daily consumption and consumer styles, and the 1:1 interview is 

about recollection on the consumption experiences from childhood to 

the present.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chapter is the appearance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umption style. Since consumption style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is study focuses on two aspects, propensity to consume 

and consumption orientation. The first aspect is related to 

expenditure, and it is classified into the types of ‘careful with money’, 

‘free with money’ and ‘careful but spend big’. In many cases, child 

has less careful with money than his or her mother. And also there is 

a difference among mothers who belonged to the ‘careful with money’ 

type. Some have strong saving norm. The second aspect of 

consumption style is consumption orientation related to consumer 

value. There are three types, which are ‘price priority’, ‘cost-

effectiveness priority’, and ‘satisfaction priority’. It indicates what 

the most priority is when making a purchase decision. Mothers often 

emphasize cost-effectiveness, while children in Generation Z value 

satisfaction even if the price is somewhat high. In addition to the 

overall consumption style, another aspect to pay attention to is 

consumption style depending on categories. For examp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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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nsity to consume on certain items is transmitted from mothers 

to children. 

Based on consumption style classification, it was determined 

whether there i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child, and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overall-transmitted', 

'partly-transmitted', and 'hardly-transmitted’ based on the most 

typical cases. The 'overall-transmitted' are similar in that mothers 

and children are careful with money value cost-effectiveness. In 

'partly-transmitted', only some of the consumption tendencies are 

similar, and the categorical pattern has transmitted. The ‘hardly-

transmitted’ think that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cross 

consumption styles. 

In the second chapter, the reason why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ccurred or did not occur is explained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There are four major differences in the life experiences 

among transmission types. First, it is whether the child experienced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consumption in childhood. Children who 

experienced restrictions inherited their mother's thrifty and belongs 

to ‘overall-transmitted’ type.  

The second context is the mother's parenting style related to 

consump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aints felt by 

children, the first factor. In the case of ‘careful with money’ mother, 

she has a ‘restrictive for child's consumption’ parenting style, and 

her child naturally experienced psychological restrictions. On the 

contrary, under a mother who is consumption-oriented and allowed 

for her child's consumption needs, child has become a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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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that makes spending easier than mothers.  

The third family context is the mother's spending experience 

through life course. The mother's parenting and consumption 

propensity were influenced by the mother's life experience. Due to 

difference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urban and rural areas, the 

degree of exposure to consumption culture was different. Finally, the 

family's daily consumption routine, which mother and child have been 

together since childhood, is different. The more goals are shared and 

frequently interacted in the family's purchasing decision-making,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transmission. On the other hand, non-

transmitted families consider consumption activity as an individual's 

domain. 

The third chapter discovers the influence of the times on the 

transmission process between generations. First, the difference in 

cohort consumption experience fundamentally leads to a difference 

in consumption propensity. Generation Z was born when Korea was 

already ranked as a semi-developed country. In a matured society 

of consumption, they have experienced a developed consumption 

culture from childhood, so they are not only easy for their 

consumption needs, but also define their identity through 

consumption. Material satisfaction is not enough,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Generation Z's parents 

were influenced by social norms that regarded thrifty as a virtue 

because they grew up under their parents who experienced the 

Korean War. However, as Korean economy has grown rapidly, 

differences in consumption experience are observed within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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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Secondly, the parenting style has changed over times and has 

also affected consumer life. Traditional parenting is authoritative and 

lacks intimacy, while the present parent-child relationships are 

democratic and the friend-like intimacy is common. Accordingly, 

mothers allows their children's consumption needs and the subculture 

of their children's generation.  

Finally, the influence between generations is changing due to 

innovations in the consumption environment. Generation Z, ‘Digital 

Natives’, has experienced online shopping from the beginning of 

consumption life, and they are good at self-socialization through 

online media. As they are more adaptable than their parents, they do 

not learn from their mothers, but conversely, they help or influence 

their mothers. This can be expressed as the reversal of ‘cultural 

authority’ which is the basi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s 

this trend intensifie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transmission of 

consumption style will also weake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key to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umption propensity is the 

normative attitude toward consumption. When parents have a strong 

normative attitude, children tend to resemble their parents' 

consumption tendencies, and on the contrary, the transmission 

becomes scarce when parents consider consumption as an area of 

preference. In the present consumption culture, consumption is 

gradually regarded as an area of preference, so it can be thought that 

the pattern of transmission between generations wil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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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influence of parents in the process of forming 

consumption style might be decreased, and the self-socialization 

through media might be more important. The consumption style that 

children have received from their parents seems to be limited to some 

areas experienced together. Finally, while the previous studies view 

the phenomenon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s a ‘transfer of 

cultural capital’ to their children, this study reveals that parents ‘set 

experiences’ in which children can form their own consumption styles. 

 

Keyword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pensity to Consume, 

Consumption Orientation, Gen Z, Consumer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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