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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림책은 주요 소비자가 어린 아동으로 가정되고, 실제

로는 아동과 성인이 이중독자로서 함께 즐기는 매체이면

서도, 구매의 주체는 성인이다. 그림책을 소비재로 바라보

는 접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모가 어

떤 그림책을 얼마나 선택하여 유아기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는 부모-자녀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유아 문해 발달

에 매우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된다. 

가정의 장서량은 가정문해환경의 핵심으로서 아동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Y. S. Lee & Y. L. Shin, 2005; J. H. Ro & E. J. 

Kim, 2009), 아동의 학업성취를 직접 예측하기도 한다(S. 

J. Kim, 2013). 따라서 도서의 내용이나 활용뿐 아니라 구

매에 대한 연구도 큰 의미를 갖는다. 도서 상품은 그 특

성상 소비해서 없어지지 않고 교육적, 문화적 자산을 재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구별하여 구매행동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E. S. Cho, J. O. Oh, & H. M. Yun, 

2008).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동 도서 시장의 규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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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아동 도서의 출판 경향은 특정 

사회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자 문화

지표의 중요 항목이다(C. E. Cornett, 1998). 우리나라 출

판계의 독특한 현상으로 유아용 전집 도서의 출판과 유통

을 꼽을 수 있다. 전집은 일반적인 단행본 그림책과 달리, 

‘출판형태에 있어 완결형 시리즈로서 낱권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방문판매를 주요 판매 경로로 하고 종이에 인쇄된 

도서 여러 권과 그 부속물로 이루어진 편집 저작물’을 의

미한다(E. S. Cho et al., 2008; B. H. Chyung, 2000; J. 

G. Yu, 2005). 

아동 대상 전집은 단행본 그림책과는 생산, 유통, 소비

행태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N. Choi & S. Y. Kim, 

2013), 객관적인 평가장치가 부재하고 아동문학 분야의 

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대량 생산 및 판매되고 있

다(E. S. Cho et al., 2008; G. Y. Kim, 1999). 전집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잘못된 번역을 포함하는 등 질이 낮은 

상태의 외국 출판물 번역판이 많은 점(G. Y. Kim, 1999), 

교육적 기능에 따른 전집의 분류 양식이 시장과 소비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E. S. Cho et al., 

2008), 문학적 가치보다는 학습 용도로 지나치게 활용되

어 유아의 독서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N. Choi, 

2011, N. Choi & S. Y. Kim, 2013; Y. S. Lee & Y. L. 

Shin, 2005; J. H. Ro & E. J. Kim, 2009), 그리고 출판

사 별로 중복과 경합이 발생하는 비정상적 출판 행태(C. 

T. Kim, 1995)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아동도서 구매는 전집 쪽

으로 쏠리는 경향이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집 대 단행본 그림책의 비율은 9:1(J. Y. Cho, 1996), 

8:2(G. Y. Kim, 1999), 7:3(E. S. Cho et al., 2008; N. 

Choi & S. Y. Kim, 2013)으로 나타나, 점차 단행본의 비

중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집이 비중이 훨씬 크

다고 할 수 있다. 아동도서의 출판 경향이나 소비 행태 

관련 연구들은 주로 단행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유아 대

상 전집류의 구매와 관련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E. S. Cho et al., 2008), 실제 구매 경향을 고려한다면 

두 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책의 선택, 즉 구매에 대한 연구도 드물지만, 구매 

후의 만족도와 행동 의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그림책의 주요 구매자이며 성인 독자인 어머니의 그림책

에 대한 만족도, 구전의도, 재구매의도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경

제적 분석 이외의 의미를 갖는다. 대상이 그림책이기에 

유아의 발달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아동출판계의 특성인 전집물의 판매 규모를 고려할 때,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

운 시도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유아용 그림책에 대한 

만족도, 구전의도,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요

인과 유아 요인이 단행본과 전집의 유형에 따라 다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관여도와 주관적 지식, 이중독자성

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며, 유아에 대해서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정도와 그림책을 구매할 때 유아의 의사를 반영

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학 또는 경영학 분

야에서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주로 함께 연구되는 변인들

이 유아용 그림책에 대해서도 유사한 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림책과 유아집단에 대해 고유하게 적

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들을 추가하여 모형화하고자 한

다.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에 대해 모형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용 단행본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

전의도 및 재구매의도에 어머니 요인(관여도, 주관적 

지식, 이중독자성)과 유아 요인(그림책 선호도, 의사

반영도)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2. 유아용 전집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

의도 및 재구매의도에 어머니 요인(관여도, 주관적 

지식, 이중독자성)과 유아 요인(그림책 선호도, 의사

반영도)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모형>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of the complete 

collection and monography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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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만족도, 구전의도, 재구매의도

1) 만족도

고객이 지각하는 만족도는 구매한 제품이나 구매행동, 

또는 그로 인한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R. 

A. Westbrook & M. D. Reilly, 1983). 본 연구에서 도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때처럼, 일회적 거래(거래 

특유적 관점)가 아닌 누적적 거래 경험에 따라 형성 또는 

유지되는 누적적 만족을 뜻할 때가 많다(E. W. Anderson, 

C. Fornell, & D. R. Lehmann, 1994; K. H. Cho & B. 

G. Park, 1998; C. Fornell, M. D. Johnson, E. W. 

Anderson, J. Cha, & B. E. Bryant, 1996; M. D. Johnson 

& C. Fornell, 1991).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구매 만족

도는 구전의도(Y. J. Yi, 2000; Y. J. Yi & S. A. La, 2006)

와 재구매의도(K. Ahn, B. Lim, & S. Jung, 2008; S. B. 

Cho, 1996; J. J. Cronin & S. A. Taylor, 1992; H. W. 

Jung & H. Y. Kang, 2006; G. B. Ku & K. H. Kwon, 

2006; R. L. Oliver, 1993; M. Y. Sim, 2002; Y. J. Yi, 2000; 

Y. J. Yi & S. A. La, 2006)에 영향을 미친다. 즉, 대부분

의 연구에서 다른 여러 선행 변인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를 거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구전의도나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

였다.

도서상품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들이 

그림책에 대해 형성하는 만족도는 교육적 효과와 자녀의 

선호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 Y. Kim, 

1999). 전집을 구입한 어머니들은 구성, 유아의 선호, 교

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광고-제품 

일치도, 내용, 시각자료, 디자인 부분에서는 불만족을, 비

용과 보조자료 면에서는 심각한 불만족을 나타냈고, 전집

에 대해 자녀가 흥미를 느끼고 만족할 때 부모의 만족도

도 높았다(E. S. Cho et al.,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집 출판사의 브랜드에 대해 충성도가 높을 때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B. H. Kim, 2009), 전집도서의 경우 

브랜드 가치가 의미가 큼을 알 수 있다.

2) 구전의도

정보적 측면에서 소비자의 태도와 실제 구매행동에 사회

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구전이 있다(H. S. Bansal & 

P. A. Voyer, 2000; Y. Yang & M. J. Cho, 2000). 구전 

정보는 긍정적 내용뿐 아니라 부정적 내용도 담고 있고, 

매스컴 정보에 비해 신뢰적, 구체적이며 소비자의 관심을 

끈다(H. S. Bansal & P. A. Voyer, 2000; J. R. Han, 

2005).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정

보와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구전의도

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타인에게서 얻는 긍정적인 정

보가 추천이라면, 구전의도는 소비자가 타인에게 정보를 전

달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추천과 반대 방향인 내부에서 외

부로 정보가 전달된다(G. B. Ku & K. H. Kwon, 2006).

도서에 대한 소비자의 구전은 다른 소비자들의 책 구매

에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서점에서도 소비자들은 별점과 

같은 단순한 통계보다는 경험자의 구체적인 의견에 더 관

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J. A. Chevalier & D. 

Mayzlin, 2006). 특히 유아용 그림책은 친구나 이웃 등 

선행 구매자의 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즉, 구전을 통해 구

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제품에 속한다(E. S. Cho et 

al., 2008; N. Choi, 2011; N. Choi & S. Y. Kim, 2013; 

J. R. Han, 2005; B. H. Kim, 2009; G. Y. Kim, 1999; Y. 

S. Lim, 1998; Y. S. Lee & Y. L. Shin, 2005; C. S. 

Park, 1997; J. H. Ro & E. J. Kim, 2009). 단행본 그림

책을 구매할 때는 도서관련 단체의 권장이나 전문가의 추

천을 중시하고, 전집을 구매할 때는 판매사원이나 주변인

의 추천을 따른다고 하여(E. S. Cho et al., 2008; N. 

Choi & S. Y. Kim, 2013), 두 유형에 따라 구전의 영향

과 구전의도가 다를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재구매의도

소비자의 구매의도 역시 소비자 구매행동의 핵심적 구

성개념이다. 구매의도는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계획된 미

래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위, 즉, 구매

로 옮겨질 확률을 의미한다(G. B. Choi & J. M. Kim, 

2006; J. F. Engel, R. E. Blakwell, & P. W. Miniard, 

1990). 합리적 행동이론(M. Fishbein & I. Ajzen, 1980)

에 따라, 인간은 어떠한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결

과를 가져올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진다는 것이다(B. J. Choi, M. R. Song, & W. J. Chu, 

2002). 소비자의 실제 구매행동은 태도보다는 구매의도에 

의해 좀 더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다(C. E. Kim, 2004). 

특히 이미 구매 경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만족도 등의 

태도를 거쳐 반복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재구매의도

라고 지칭한다.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을 재구매할 때 과

거의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소비자의 만족은 

재구매의도 및 실제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G. B. 

Ku & K. H. Kwon, 2006). 재구매의도 관련 연구는 제

품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었지만, 도서에 대해서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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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요인

1) 관여도

관여도는 제품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으로, 동기

유발적인 내적 상태와 목표지향적인 활성화 정도를 의미

하며, 중요성, 의미성, 가치성, 유익성, 관심, 욕구, 바람직

성, 필요성, 친근성, 매력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G. B. 

Choi & J. M. Kim,, 2006; J. L. Zaichkowsky, 1985). 

관여도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Y. J. Yi, 2000)와 재구매의

도(J. Kim, S. C. Park, & W. J. Lee, 2005)에 영향을 주

는 선행변인이자 조절변인이다. 특정 상품을 자주 사용하

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여도가 더 높다(J. 

L. Zaichkowsky, 1985). 관여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능동적인 정보 탐색을 하고 의사결정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는 반면, 관여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소

비자 태도의 변환이 쉽다(J. Kim et al., 2005). 

만 5세아를 둔 어머니의 그림책 구매 관여도가 높을 

때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림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N. Choi & S. Y. Kim, 2013).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

은 부모가 아동 도서 구매에 대한 관여도가 높았다(Y. S. 

Lim, 1998). 인터넷 서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

학생들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만족도 역시 높았고, 관여도

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주 방문하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았다(H. W. 

Jung & H. Y. Kang, 2006). 

또한 관여도는 소비자의 의견을 주도하는 데에 중요한 

변인이며(M. P. Venkatraman, 1990),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라 동일한 구매 경험을 하더라도 이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R. Kanwar, L. Grund, & J. C. Olson, 1990). 

따라서 관여도가 만족도, 구전의도와 재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칠 변인일 것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2) 주관적 지식

제품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말한다.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의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

는데, 소비자 지식은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 경험으로 

구분된다. 객관적 지식은 검사를 통해 실제 상품 지식을 

측정한 것이며, 경험은 해당 상품 범주를 접한 정도를 나

타낸다(K. W. Kim & C. S. Kim, 2000; P. S. Raju, S. 

C. Lonial, & W. G. Marigold, 1995). 객관적 지식과 주

관적 지식은 모두 구매 경험에 따라 형성되는데, 연구자

들은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이 일치하지 않

으며, 구매 관련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고 상품 종류와 상

관없이 측정하는 데에 주관적 지식이 더 유용함을 밝혔다

(J. P. Carlson, L. H. Vincent, D. M. Hardesty, & W. 

O. Bearden, 2009; L. R. Flynn & R. E. Goldsmith, 

1999; K. W. Kim & C. S. Kim, 2000; J. C. Mowen, 

1995; F. Selnes & K. Grøonhaug, 1986). 

위에서 살펴본 관여도와 주관적 지식 간에는 상관이 있

지만, 두 변인은 서로 대체할 수는 없는 각기 중요한 변

인이다(K. W. Kim & C. S. Kim, 2000; K. W. Kim, 

2003; B. K. Lee & T. W. Yun, 2009; J. L. Zaichkowsky, 

1985). 주관적 지식이 풍부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다양

하고 효율적인 정보 탐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Meeds, 1997). 그러므로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은 상품 구

매와 사용에 관련된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그

림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스스로 그림책에 

대해 지식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가정에 유아용 그림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 Choi & S. Y. Kim, 2013). 따

라서 구매 행동의 동기적 측면을 설명하는 주관적 지식이 

그림책에 대한 만족도, 구전의도,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3) 이중독자성

그림책 연구에서 설정할 수 있는 독특한 변인으로, 성

인으로서 그림책의 독자로서 기능함을 나타내는 이중독자

성을 들 수 있다. 부모는 그림책의 구매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독자일 수 있다(J. Anderson, A. Anderson, J. 

Shapiro, & J. Lynch, 2001). 그림책의 이중독자로서의 

어머니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어머니들이 독자적으로 그림책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지식을 얻고 감동과 재미를 느끼며 특별히 선호하는 그림

책이나, 작가, 출판사도 생긴다고 하였다(N. Choi, 2011). 

J. H. Ro and E. J. Kim(2009)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호에 따라 정서 함양

과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즉, 자녀의 발달을 위해 유아용 

도서를 구입하는 한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도 구입한

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유

아용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고, 감동도 

느끼면서 그림책의 이중독자가 됨을 보고하였고, 자신이 

유아용 책에서 지식과 감동을 많이 얻고 유아와 함께 책

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할수록 책 재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J. H. Ro & E. J. Kim, 2009). 따라서 어머니가 

그림책의 이중독자로서 기능하는 정도가 강하다면, 구매

한 그림책에 대한 만족도와 재구매의도가 높을 것이다. 

또한 위의 관여도, 주관적 지식과 같은 맥락에서,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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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그림책 이중독자인 어머니가 타인에게 그림책에 대

해 구전할 의도 역시 강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4) 소득

소득 수준은 소비자의 관여도(G. B. Choi & J. M. Kim, 

2006)나 구매량 및 아동의 구매 영향력(T. F. Mangleburg, 

1990)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득은 소비

자의 만족도와 이를 경유한 재구매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M. Y. Sim, 2002). 그리고 아동도서에 대한 연구에

서는 가정의 소득이 많을수록 아동도서를 더 많이 구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Y. S. Lim, 1998).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소득이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

제하여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

고자 한다.

3.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요인

1)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 

아동이 가족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는 아동 자신이 제품의 주된 사용자인 경우이다. 시리얼, 

과자, 장난감, 옷, 학용*-.품 등과 함께 아동 도서도 이에 

해당된다. T. F. Mangleburg(1990)가 구매에 미치는 아동

의 영향에 대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구매에 대한 문제 인

식, 정보 탐색, 선택의 단계 중에서 아동의 영향은 문제 인

식단계에서 가장 크고, 선택 단계에서 가장 작다. 구매장소, 

정보습득, 비용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적

합한 소비 행동에 대한 사회화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영향

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아동의 영향력이 낮은 반면, 제품 

모델이나 외형, 브랜드 결정에 대해서는 아동의 영향력이 

높아진다. 어머니가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이면, 자녀가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연령이 높을 때 영향력이 크게 나타

났는데, 이는 고연령 아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지능력

(cognitive ability)와 제품경험, 소비자 역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T. F. Mangleburg, 1990).

유아가 그림책을 좋아한다고 인식하는 어머니가 단행본

을 더 많이 구입하고(N. Choi & S. Y. Kim, 2013), 특히 

전집에 비해 단행본 그림책을 구매할 때 유아의 선호도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 S. Cho et al., 2008; 

N. Choi & S. Y. Kim, 2013). 즉,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

는 어머니의 그림책 구매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이 그림책을 구매하고 나

서 느끼는 만족도는 자녀가 그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즉, 특정 그림책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G. 

Y. Kim, 1999).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가 어머니의 구매 만족도와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 그림책 구매 시 유아의사반영도

현대사회의 아동 소비자는 부모가 아동 용품을 구매하

는 데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킴으로써 영향을 미친다(B. S. 

Kwak & K. H. Yoon, 2008). 아동 도서의 구매 결정은 

대부분 어머니와 자녀가 하고, 실제 구매는 어머니가 하

며, 구매 후의 활용도 거의 어머니와 자녀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 Y. Kim, 1999; Y. S. Lim, 1998; Y. S. Lee & 

Y. L. Shin, 2005). 즉, 아동 도서 구매에 있어 금전 지출의 

실무를 포함해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아버지 

등 다른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

하여 구매 행동으로 연결시키지만, 실제로 개별 그림책을 

구매할 때는 만 5세 유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인식 때문에 

유아의 의사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측면도 보고되었다(N. 

Choi, 2011). 반면, 그림책을 구매할 때 유아의 의사를 많

이 반영한다고 보고한 어머니가 단행본을 더 많이 구입하

고(N. Choi & S. Y. Kim, 2013), 전집에 비해 단행본 그

림책을 구매할 때 유아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E. S. Cho et al., 2008; N. Choi & S. Y. Kim, 

2013). 즉, 전집과 단행본이라는 유형은 구매 시 유아의사

반영도를 가를 것으로 예측되며, 유아의사반영도에 따라 

재구매의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구매의

사를 잘 반영한다고 인식하는 어머니가 스스로의 구매 만

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12개 기관

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총 370명을 대상으로 질

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345부의 질문지 중에서 

전체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32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유아의 평균 연령은 5세 11개월로, 성별 분포는 

남아 145명(44.9%), 여아 178명(55.1%)이었다. 어머니는 

30대가 대다수(82.3%)였고, 대졸 이상의 학력이 72.1%였

으며, 전업주부가 56.3%, 취업모는 43.6%였다. 가정의 월 

소득은 300만 원대(23.2%), 400만 원대 (20.7%), 500만 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4권 3호 20166

- 100 -

대(15.8%), 700만 원 이상(14.6%), 200만 원대(11.5%), 

600만 원대(9.6%), 200만 원 미만(4.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그림책에 대한 만족도, 구전의도, 재구매의도

그림책에 대한 (구매) 만족도는 ‘그림책 구매에 따른 만

족 정도’를 의미한다. R. A. Spreng, S. B. MacKenzie, and 

R. W. Olshavsky(1996)의 척도를 보완하여 ‘나는 내가 

구입한 유아용 그림책에 만족한다’와 같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단행본과 전집에 대한 만족도 측정 문항의 

Cronbach’s α는 각각 .94와 .93으로 확인되었다.

그림책에 대한 구전의도는 ‘구매한 그림책에 대한 정보

와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지의 정도’라고 조작적

으로 정의할 수 있다. L. J. Harrison-Walker(2001)와 H. 

J. Kim(2014)의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3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대표문항은 ‘나는 내가 구매한 유아용 그

림책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이다. 단행본과 전집에 대

한 Cronbach’s α는 .8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책 재구매의도, 즉, ‘그림책의 구매에 대한 계획된 미

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 Y. Jun, J. H. Huh, and H. 

D. Kim(2004)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의 3문항을 구성하였다. 대표문항은 ‘나는 앞으

로 유아용 그림책을 또 구매할 것이다’이다. 단행본과 전집

에 대한 재구매의도의 Cronbach’s α는 .72와 .70이었다.

2) 어머니 요인

(1) (그림책 구매) 관여도

‘필요성, 가치, 관심에 기반을 둔 그림책 구매의 중요

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구매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S. H. Kim, G. Y. Park, and H. J. Park(2007)과 J. L. 

Zaichkowsky(1994)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한 6개의 문

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유아용 그림책을 사

려고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나는 

유아용 그림책을 사려고 선택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한

다’ 등이다.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5였다.

(2) (그림책에 대한) 주관적 지식

‘그림책 분야에 대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 H. Kim et al.(2007)의 연구

를 참고하여 자기 보고식의 5개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나는 유아용 그림책(의 종류, 내용, 작가, 출판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같은 문항에 대한 7점 척도이며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3) 이중독자성

 ‘자녀에게 그림책을 소개하고 읽어줄 때 요구되는 성

인 독자로서의 어머니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E. J. 

Hyun(2011)의 ‘바람직한 그림책 읽기를 이끄는 학부모 

진단 검사’ 22문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였다. ‘아이에게 

읽어주는 그림책 이외에 내가 읽고 싶은 그림책이 따로 

있다’, ‘그림책을 읽으며 미소 짓거나 크게 웃어본 경험이 

있다’와 같은 문항에 대해 ‘그렇다’(1점), ‘아니다’(0점)으로 

평가하여 0-22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의 독서를 강요된 학습 독서가 아니라 하나의 즐거운 놀

이로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스스로도 그림책을 즐기는 이

중독자로서의 부모임을 뜻한다.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유아 요인

(1) 그림책 선호도

‘유아가 그림책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 선행

연구(N. Choi & S. Y. Kim, 2013)에서 구성한 ‘우리 아

이는 그림책 읽기를 좋아한다’, ‘우리 아이는 장난감보다 

그림책을 좋아한다’ 등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

로, Cronbach’s α는 .87로 높았다.

(2) (그림책 구매시) 의사반영도

‘그림책을 구매․이용할 때 어머니가 자녀의 선호나 요

구를 수용하는 정도’를 묻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

면, ‘나는 우리 아이가 사달라는 그림책을 사준다’ 등으로, 

선행연구(N. Choi & S. Y. Kim, 2013)에서 활용된 바 있

다. 역시 5점 척도로, Cronbach’s α는 .82로 신뢰도가 검

증되었다.

3. 연구 절차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장들에게 문

의하여 만 5세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조사가 가능한 기관 

12곳을 선정하였다. 각 반 교사를 통해 대상 어머니들에

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약 일주일 후에 각 기관을 다

시 방문하여 서명한 동의서와 함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

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단행본과 

전집에 대한 응답내용별로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문항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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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item parcels)를 구성하였다. 셋째, 단행본과 전집에 대

한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형

을 적용한 구조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형의 적합도

는 χ2,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절차(Bootstrapping)를 

통해 직․간접효과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단행본과 전집에 대한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모형과 구조회귀모형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

안하는 2단계 접근법(R. B. Kline, 2011)에 따라 1단계로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Table 1>, 

<Table 2> 참조). 먼저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신뢰

도 입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단행본

Latent variable 

(Cronbach’s α)
Factor roading

(β)
AVE C.R.

Mother Child

Mother’s 

satisfaction

Word-of

-mouth

Repurchase 

Intention
Product 

involvement

Subjective 

knowledge

Dual 

readership

Child's 

preferences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Product

involvement

(.86)

→ 1 .57***

.57 .84
→ 2 .82***

→ 3 .88***

→ 4 .87***

Subjective 

knowledge

(.86)

→ 1 .93***

.65 .85 .71***→ 2 .83***

→ 3 .73***

Dual 

readership

(.84)

→ 1 .79***

.57 .84 .44*** .49***→ 2 .77***

→ 3 .74***

→ 4 .69***

Child's

 preferences

(.87)

→ 1 .53***

.62 .89 .37*** .41*** .33***

→ 2 .54***

→ 3 .62***

→ 4 .93***

→ 5 .92***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82)

→ 1 .84***

.61 .88 .38*** .41*** .23** .34***

→ 2 .67***

→ 3 .50***

→ 4 .77***

→ 5 .54***

Mother’s 

satisfaction

(.94)

→ 1 .84***

.76 .93 .52*** .47*** .39*** .40*** .42***→ 2 .91***

→ 3 .93***

→ 4 .89***

Word-of

-mouth

(.87)

→ 1 .87***

.60 .82 .54*** .50*** .41*** .36*** .34*** .75***→ 2 .93***

→ 3 .73***

Repurchase 

Intention

(.72)

→ 1 .65***

.50 .74 .64*** .65*** .50*** .37*** .40*** .69*** .62***→ 2 .82***

→ 3 .58***

Income .06 .20** .20** .22*** .30*** .24*** .22*** .25***

Model fit χ2(df) = 897.56***(427), CFI = .93, TLI = .92, RMSEA(Lo90-Hi90) = .06(.05-.06)
**p < .01, ***p < .001

Table 1. Reliability coefficient, factor roading, AVE, C.R., corelation, and model fit index for measurement model of 

the monography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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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집 모형 모두 .70 이상(α = .70-.94)의 적합한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반적인 모

형적합도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및 변별타당

도(discriminant validity)를 분석한 결과, 각 측면의 타당

도는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입증되었다. 첫째, 자료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단행본 모형의 CFI .93, TLI .92, 

RMSEA .06, 전집 모형의 CFI .94, TLI .92, RMSEA .05로, 

CFI와 TLI는 .90이상, RMSEA는 .10이하(S. H. Hong, 2000)

일 때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수렴타당도, 즉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단

일차원성을 확인하고자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β) 및 유

의성, 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그리고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산출한 

결과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은 .5 이상(p 

< .05)(S. B. Moon, 2009), 분산추출지수 .5 이상, 개념신

뢰도 .7 이상(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 R. L. Tatham, 2006)으로 모두 적절한 수

준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변수 간 차별성을 의미하는 변별타당도를 검

증하고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와 AVE를 비교하였다. 일

반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쌍의 상관계수 제곱 

Latent variable 

(Cronbach’s α)
Factor roading

(β)
AVE C.R.

Mother Child

Mother’s 

satisfaction

Word-of

-mouth

Repurchase 

Intention
Product 

involvement

Subjective 

knowledge

Dual 

readership

Child's 

preferences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Product

involvement

(.86)

→ 1 .57***

.57 .84
→ 2 .81***

→ 3 .88***

→ 4 .86***

Subjective 

knowledge

(.86)

→ 1 .93***

.65 .85 .71***→ 2 .83***

→ 3 .73***

Dual 

readership

(.84)

→ 1 .79***

.57 .84 .44*** .49***→ 2 .77***

→ 3 .75***

→ 4 .69***

Child's

 preferences

(.87)

→ 1 53***

.60 .89 .37*** .41*** .33***

→ 2 .54***

→ 3 .62***

→ 4 .93***

→ 5 .92***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82)

→ 1 .83***

.62 .89 .38*** .41*** .23** .34***

→ 2 .67***

→ 3 .50***

→ 4 .78***

→ 5 .55***

Mother’s 

satisfaction

(.93)

→ 1 .81***

.73 .92 .42*** .35*** .35*** .36*** .30***→ 2 .90***

→ 3 .92***

→ 4 .88***

Word-of

-mouth

(.87)

→ 1 .86***

.61 .82 .47*** .39*** .37*** .34*** .27*** .73***→ 2 .93***

→ 3 .74***

Repurchase 

Intention

(.70)

→ 1 .59***

.50 .75 .53*** .55*** .43*** .34*** .31*** .68*** .63***→ 2 .84***

→ 3 .59***

Income .06 .20** .20** .22*** .30*** .22*** .19** .22**

Model fit χ2(df) = 833.55***(427), CFI = .94, TLI = .92, RMSEA(Lo90-Hi90) = .05(.05-.06) 
**p < .01, ***p < .001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 factor roading, AVE, C.R., corelation, and model fit index for measurement model of 

the complete collection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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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monography picture books

Figure 3.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complete collection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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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보다 AVE가 클 경우 변별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J. P. Yu, 2012). 이에 따라 상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어머니의 만족도와 구전의도의 상관계수 제곱 값

과 둘 중 더 낮은 AVE 수치를 보이는 구전의도의 값을 

비교한 결과, 단행본 모형의 상관계수 제곱(.752)은 .56으

로 구전의도의 AVE .60보다 작고, 전집 모형의 상관계수 

제곱(.732) 역시 .53으로 구전의도의 AVE .61보다 작아, 

단행본과 전집 모형 모두 변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2. 단행본과 전집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 확보를 바탕으로 2단계, 연구모형에 

따른 잠재변수 간 경로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단행본과 

전집 모형 모두 가설적으로 설정한 경로 중 유의하지 않

은 경로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

거한 대안모형을 구축하여 연구모형에 따른 추정 결과와 

χ2지수를 비교한 결과, 단행본 모형은 자유도가 7 증가하

였으나 χ2 차이 값이 9.39로 14.07보다 작고(연구모형: χ2(df) 

= 1061.63(443), 대안모형: χ2(df) = 1071.02(450)), 전집 

모형 역시 자유도가 9 증가하였으나 χ2 차이 값은 6.03으로 

16.92보다 작아(연구모형: χ2(df) = 1001.64(443), 대안모

형: χ2(df) = 1007.67(452)), 간명하면서 적합도 수준은 유

지되는 대안모형을 결과모형으로 채택하였다(<Figure 2>, 

<Figure 3> 참조).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과모형의 적합도는 

단행본과 전집 모두 CFI .91, TLI .90, RMSEA .06으로 

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S. H. 

Hong, 2000). 그리고 단행본 모형은 만족도에 대해 29%, 

구전의도에 대해 56%, 재구매의도에 대해 61%의 설명력

을, 전집 모형은 만족도에 대해 21%, 구전의도에 대해 

56%, 재구매의도에 대해 5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행본 모형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Table 4>

참조), 어머니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대한 소득의 영향

력을 통제했을 때 첫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어머니의 관여도(β = .36, p < .01), 유아의사반영도

(β = .19, p < .05),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β = .18, p < .05), 

어머니의 이중독자성(β = .16, p < .05) 순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어머니의 관여도와 이중독자성, 유아의사반영도

와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가 높을수록 단행본 그림책에 대

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구전의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만족도(β = .62, p 

< .01), 어머니의 관여도(β = .45, p < .01), 유아의사반영도

(β = .12, p < .05),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β = .11, p < .05), 

어머니의 이중독자성(β = .10, p < .05) 순으로 높은 영향

력이 확인되었다. 이 중 어머니의 관여도는 직접적인 영

향(β = .23, p < .01)과 어머니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β = .22, p < .01)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그 외 어머

니의 이중독자성, 유아의사반영도와 그림책 선호도의 영

향력은 모두 어머니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관여도는 구전의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한 변인이며, 어머니의 관여

Monography Complete collection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MC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MC

Mother
Product involvement

→
Mother’s 

satisfaction

.36***

.29 

.30***

.21

Dual readership .16* .15*

Child
Child's preferences .18*** .19***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19*** -

Income .13** .15**

Mother Product involvement
→

Word-of-mo

uth

.23***

.56 
.20***

 .56 
Mother’s satisfaction .62*** .65***

Mother
Product involvement

→
Repurchase 

intention

.20*

.61 

-

.57 Subjective knowledge .32*** .37***

Mother’s satisfaction .45*** .56***

Model fit

χ2(df) = 1071.02***(450)

CFI = .91 / TLI = .90 

RMSEA(Lo90-Hi90) = .06(.06-.07)

χ2(df) = 1007.67***(452) 

CFI = .91 / TLI = .90 

RMSEA(Lo90-Hi90) = .06(.06-.07)
*p < .05, **p < .01, ***p < .001

Table 3. Standardized estimat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complete collection and monography picture books



유아용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 105 -

도, 이중독자성, 유아의사반영도와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

가 증가할수록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구전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재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만족도(β = .45, 

p < .01), 어머니의 관여도(β = .36, p < .01), 어머니의 주관

적 지식(β = .32, p < .01), 유아의사반영도(β = .09, p < .01),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β = .08, p < .01), 어머니의 이중

독자성(β = .07, p < .01)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

다. 이때 어머니의 관여도는 직접적인 영향(β = .20, p < .01)

과 어머니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β = .16, p < .01)

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유아의사반영도, 유아의 그림책 선

호도, 어머니의 이중독자성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만족도

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관여도와 주관적 지식이 재구매의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관여도, 이중독자성과 유아

의사반영도 및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 향상이 어머니의 만

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재구매의도를 상승시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 변인으로 투입된 소득은 어머니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β = .13, p < .01)을 통해 구전의도(β = .08, 

p < .01)와 재구매의도(β = .06, p < .01)에 간접적인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석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단행본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향상

되며, 결과적으로 구전의도와 재구매의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집 모형을 살펴보면(<Table 4>참조), 어머

니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을 통제

했을 때 첫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어머니의 관여도(β = .30, p < .05),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

(β = .19, p < .05), 어머니의 이중독자성(β = .15,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관여도와 이중독자성, 유

아의 그림책 선호도가 높을수록 전집 그림책에 대한 어머

니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전의도에 대해 어머니의 만족도(β = .65, p < 

.01), 어머니의 관여도(β = .39, p < .01),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β = .12, p < .05), 어머니의 이중독자성(β = .10, 

p < .05) 순으로 높은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때 어머니

의 관여도는 직접적인 영향(β = .20, p < .01)과 어머니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β = .19, p < .01)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그 외 어머니의 이중독자성과 그림책 선호

도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검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관여도가 구전의도에 직․간

Monography Complete collection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Mother
Product involvement

→
Mother’s 

satisfaction

.36** - .36** .30** - .30*

Dual readership .16* - .16* .15* - .15**

Child
Child's preferences .18* - .18* .19* - .19*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19* - .19* - - -

Income .13** - .13** .15** - .15**

Mother
Product involvement

→
Word-of-m

outh

.23** .22** .45** .20** .19** .39**

Dual readership - .10* .10* - .10* .10*

Child
Child's preferences - .11* .11* - .12* .12*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 .12* .12* - - -

Mother’s satisfaction .62** - .62** .65** - .65**

Income - .08** .08** - .10** .10**

Mother

Product involvement

→
Repurchase 

intention

.20** .16** .36** - .17** .17**

Subjective knowledge .32** - .32** .37** - .37**

Dual readership - .07* .07* - .08* .08*

Child
Child's preferences - .08* .08* - .10* .10*

Reflection of child's opinions - .09* .09* - - -

Mother’s satisfaction .45** - .45** .56** - .56**

Income - .06** .06** - .08** .08**

*p < .05, **p < .01

Table 4. Effects decomposition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complete collection and monography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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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어머니의 관여

도, 이중독자성과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가 증가할수록 그

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구전

의도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셋째, 재구매의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만족도(β = .56, 

p < .01), 어머니의 주관적 지식(β = .37, p < .01), 어머

니의 관여도(β = .17, p < .01),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β 

= .08, p < .01), 어머니의 이중독자성(β = .07, p < .01)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 중 어머니의 관

여도와 이중독자성, 유아 그림책 선호도의 영향력은 어머

니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주관적 지식이 재구매의도를 높이는 데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관여도, 이중독자성과 

유아 그림책 선호도의 향상이 어머니의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재구매의도까지 높아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제 변인으로 투입된 소득은 단행본 모형에서와 동일

하게 어머니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β = .15, p 

< .01)을 통해 구전의도(β = .10, p < .01)와 재구매의도

(β = .08, p < .01)에 간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단행본 모형과 전집 모형의 경로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유아의사반영도는 단행본의 경

우 어머니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그리고 구전의도와 재구

매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집에 대한 어

머니의 만족도와 구전의도, 재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관여도는 단행본의 경

우 재구매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전집

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만족도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에서

만 유의성의 확인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23명에 대한 조

사 자료를 분석하여 유아용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관여도, 주관적 

지식, 이중독자성과 유아의 그림책 선호도 및 그림책 구

매 시 의사반영도를 선행 변인으로 투입하여 그림책에 대

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단행본과 전집의 유

형에 따라 영향 요인의 유사성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단행본과 전집 두 유형에서 동일하게 확인된 만

족도, 구전의도 및 재구매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

보면, 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그림책에 대한 어머

니의 관여도, 이중독자성 및 유아선호도가 높을수록 그림

책 구매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

는 구전의도와 재구매의도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즉, 가정

의 소득과 무관하게 어머니가 그림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구매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며, 성인독자로서

의 능력이 풍부할수록, 또한 유아가 그림책을 좋아할수록 

구매한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리

고 만족도의 상승은 어머니로 하여금 구매한 그림책에 대

한 정보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사한 유

형의 그림책을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높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관여도가 만족도(B. J. Babin, M. 

Griffin, & L. Babin, 1994; M. H. Kang & K, M. Cho, 

2010; J. H. Lee & H. S. Kim, 2013; D. G. Seo & H. S. 

Joo, 2008)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구전의도(Y. J. Yi, 

2000; Y. J. Yi & S. A. La, 2006)와 재구매의도(K. Ahn 

et al., 2008; S. B. Cho, 1996; H. J. J. Cronin & S. A. 

Taylor, 1992; W. Jung & H. Y. Kang, 2006; G. B. Ku 

& K. H. Kwon, 2006; R. L. Oliver, 1993; Y. Rhee, 

2014; M. Y. Sim, 2002; Y. J. Yi, 2000; Y. J. Yi & S. 

A. La, 2006)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그림책이라는 상품 

유형에도 적용됨을 확인해 준다. 더 나아가, 이 결과는 그

림책이 갖는 특수성, 즉, 성인과 유아가 이중독자로서 기

능하는 점과 성인이 구매하나 어린 유아가 주이용자인 점

도 반영한다. 어머니의 이중독자성이 잘 발휘되고 유아 

자신이 그림책을 선호할수록 그림책 구매에 대한 만족도

가 높고, 구전의도와 재구매의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그림책에 대

한 관여도는 구전의도에, 주관적 지식은 재구매의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관여도는 만족도와 무관하게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어머니의 풍부한 주관적 지식은 

그림책에 대한 재구매의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먼저, 관여도가 높은 그림책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림책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여도가 소비자 의견 주도에 중요한 변인이고

(M. P. Venkatraman, 1990), 관여도에 따라 구매 후 행

동이 달라진다는(R. Kanwar et al., 1990) 견해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부모들이 유아용 그림책을 구매할 때 이웃, 

친척, 친구 등 대인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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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상황(G. Y. Kim, 1999; S. R. Kim & G. L. Yuk, 

2007; Y. S. Lee & Y. L. Shin, 2005; C. S. Park, 1997)

에서 관여도가 높은 어머니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

고, 관여도가 낮은 부모가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대해 지식이 많다고 인

식하는 어머니가 더 많은 그림책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확

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그림책에 대한 주관적 지식 수

준이 높은 어머니의 가정에 유아용 그림책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N. 

Choi & S. Y. Kim, 2013). 반대로, 그림책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머니는 그림책을 꾸준히 구매할 가

능성이 낮을 것이다. 일반적인 부모들이 유아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고(C. S. Park, 1997), 어머니 

스스로 좋은 책을 변별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여 타인

의 권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M. 

E. Kwon & H. K. Shin, 2008; J. H. Ro & E. J. Kim, 

2009). 따라서 유아용 그림책의 주요 구매자인 어머니들

에게 유아문학에 대한 정보와 그림책의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여(N. Choi, 

2011) 주관적 지식을 높임으로써 도움을 줄 필요성이 제

기된다. 

다음으로 단행본과 전집이라는 그림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확인된 영향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 요인과 관련하여, 단행본 그림책의 경우에만 관여

도가 재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관여도가 재구매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들(J. Kim, S. C. Park, & W. J. Lee, 

2005; Y. Rhee, 2014)과 비교하여, 이 결과는 하나의 제

품군에서도 하위 유형에 따라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여도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는 

제품이 가진 중요성, 가치성, 유익성, 필요성, 바람직함, 

매력, 관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가 강할 때, 즉, 관

여도가 높을 때 재구매의도가 향상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전집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전집이 유아문학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N. Choi, 2011; N. Choi & S. Y. Kim, 2013; Y. S. Lee 

& Y. L. Shin, 2005; J. H. Ro & E. J. Kim, 2009) 다량

의 책을 단순히 일회독하게 되는 특징과 관련이 있어 보

인다. 또한 전집은 과장광고가 포함된 사업자의 판촉이나 

경쟁심리를 부추기는 주변인의 구전에 따라 구매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N. Choi, 2011; N. Choi & S. Y. Kim, 

2013), 어머니의 관여도가 덜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행본 그림책에 대한 어머

니의 관여도가 높아야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므로, 출판업

계나 부모교육 담당자는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

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N. Choi & S. Y. Kim, 2013)

에서 만 5세아 가정 어머니의 그림책 구매 관여도가 높을 

때 그림책 장서량도 많은 것은 특정 상품을 자주 사용할 

경우에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J. L. Zaichkowsky, 1985)

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높은 관여도가 재구매의도를 높

여 실제 구매로 연결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유아 요인과 관련해, 그림책 구매 시 유아 의사

반영도는 단행본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집에 대해서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단행본 그림책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어머니가 유아의 선호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

을수록 구매에 대한 만족도, 구전의도와 재구매의도가 높

아지나, 전집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재구매의도는 유아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 간에 구매 패턴

과 구매 후 결과가 다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그

림책을 구매할 때 유아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다고 보고한 

어머니가 전집보다 단행본을 더 많이 구입하고(N. Choi 

& S. Y. Kim, 2013), 전집에 비해 단행본 그림책을 구매

할 때 유아의 선호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E. 

S. Cho et al., 2008; N. Choi & S. Y. Kim, 2013),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전집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어

머니가 유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구매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유아용 전집 도서는 주로 출판사나 전집 전문업

체의 판촉사원 또는 홈쇼핑 등을 통해 구매하게 되는데

(N. Choi, 2011; G. Y. Kim, 1999), 유아용임에도 불구하

고 이 과정에서 유아가 그 책들을 읽고 싶어 하는지의 여

부는 고려되지 않아 문제시된다. 유아가 전부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만큼 수십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학적 측

면보다는 교육적 측면에 무게가 실린 전집 도서를 구매할 

때 사전에 유아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다. 유아들은 성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책보다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을 때 더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

(B. M. Palmer, R. M. Coding, & L. B. Gambell, 1994). 

어린 독자도 자신이 읽을 책의 종류, 수준, 책에서 얻고자 

하는 아이디어 등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다 실제적

인 읽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된다(M. Ohlausen & 

M. Jepsen, 1992). 따라서 책에 대한 선호와 일생동안 지

속될 읽기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S. Kra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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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유아의 의사를 반

영하여 구입한 그림책에 대해 어머니의 만족도와 구전의

도, 재구매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아용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 

요인과 유아 요인이 어머니의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특히 그림책 구매 시 유

아의 의사를 반영한 정도가 만족도, 구전의도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단행본과 전집 유형에 따라 차별화

되어 나타남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책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구전의도 및 재구매의도가 상승

하는 것은 단순히 출판업계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

제적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아동 도서 구매력이 높아져 

가정의 문해환경이 풍부해지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지

적, 정서적 발달이 촉진되며, 사회의 지적 문화가 탄탄해

지는 의미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

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유아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

회경제적 특성을 지닌다. 도서구매에 대한 만족도, 구전의

도 및 재구매의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민감하게 좌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한 모형탐색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및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에 지역과 학

력, 직업군 등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연

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의 재구매의도에 대

한 선행연구가 미진한 실정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유

아용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의 재구매의도에 대해 탐색적

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

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단행본과 전집 그림책에 대한 재

구매의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마케팅

과 소비자 관련 학문 분야의 제품 구매 관련 변인과 아동

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예측 변인 탐색 및 확인 과정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축적해 가는 것은 그림책에 대한 소비

자학적 측면과 아동 발달적 측면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접근의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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