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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 발달과 인식 개선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와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비건 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클린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성분과 안전을 중시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

안전성 확보, 착한 성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사회적 영향에 따라 부모들의 유아 비건화장품 소비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는 유아 비건화장품의 올바른

정보탐색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유아 비건화장품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주변에서의 긍정적인 기대와 만족감을 느끼는 성취감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비가치 요인을 분

석하고 각 요인의 정보탐색 행동과 유아 비건화장품 구매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비건화장품을 선호하는 부모에게 올바른 정보전달과

안전성이 검증된 유아 비건화장품의 다양한 방향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20대-50대 유아 비건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0세부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소비가치의 19문항, 정보탐색의 12문항, 구매행동의도의

11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으로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건화장품의 구매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가치의 기능적 가

치(r=.610, p<.001), 감정적 가치(r=.328, p<.001)는 구매행동의도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비

건화장품의 정보탐색과 구매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탐색의

적극적 정보탐색(r=.536, p<.001), 소극적 정보탐색(r=.301, p<.001), 유희적

정보탐색(r=.236, p<.001)도 구매행동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비가치에 따라

정보탐색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능적 가치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 또는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유아 비건화장품을 구매 할 때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정보탐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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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Correlations among Consumption Values, Information Search and Purchase Intention in Vegan Cosmetics for Infants & Toddlers

본 연구는 부모의 소비가치와 유아 비건화장품의 정보탐색과 구매행동의

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부모의 소비

가치와 유아 비건화장품의 정보탐색의 상관관계는 기능적 가치(r=.537, p

<.001), 감정적 가치(r=.303, p<.001)는 적극적 정보탐색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가치(r=.309, p<.

001), 감정적 가치(r=.191, p<.001)는 소극적 정보탐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가치(r=.220, p

<.001), 감정적 가치(r=.406, p<.001)는 유희적 정보탐색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비가치와 유아 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비가치와 유아 비건화장품의 정보탐색과 구

매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를 통하여

부모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아 비건화장품은 디자인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보다는 가격, 성능, 실용성이 우수한 제품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유아 비건화장품의 자연 유래 성분이 소비자인 부모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의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주변인들에게 적극

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부모들의 환경 친화적인 소비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유의한 정보 탐색을

이끌어 낼 것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유아 비건화장품 산업의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ategory

Consumption Value Information Search

Purchase 

IntentionFunctional Emotional Epistemic Active Passive Recreational

Functional Value 1

Emotional Value .247*** 1

Epistemic Value .049 .446*** 1

Active Information Search .537*** .303*** .142** 1

Passive Information Search .309*** .191*** .136** .404*** 1

Recreational Information 

Search
.220*** .406*** .521*** .342*** .050 1

Purchase Intention .610*** .328*** .127* .536*** .301*** .236*** 1

*p<.05, **p<.01, ***p<.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