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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소비의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에 대해 기성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도출했
고 이 소비가치들이 스마트폰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제품의 기능이 상향 표준화가 됨에 따라 제품의 차별화만으로는 신규 소비자를 유입하거나 현 소비자를 지속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주 소비 계층인 밀레니얼 소비자의 소비가치을 확인하였고 스마트폰 구매 행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밀
레니얼 세대는 자아적 감성적, 심미적 가치가 기성 세대보다 높았고 독자적 구매 성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기업의 마케팅 방향을 제안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which leads the trend of consumption in recent year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non millenials and analyzes the effects and correlation consuption values on smartphone purchasiong
behavior. The smartphone market has reached maturity, and as product functions became standardized upwards, it is not possible
to add new consumers or retain current consumers only by product differentiation. Therefore, it was investigated the consumption
value of millennial consumer. As a result, the millennial had higher self-worth, emotional value and appreance value than non
millenial and showed independent purchasing tendencies This study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marketing strategy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marke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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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 실제 구매 행동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빠
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제품, 마케팅 전략 등의 방향성
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은 디지털 세대인 밀레니얼에게는 생활 필
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밀레니얼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
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통해 각 세대의 소비가치와 구매행동 비교 연구가 효율
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구매 행동을 구매
동기, 구매성향, 정보원, 구매채널로 분류함으로써 구매동기와
구매성향은 내적인 구매행동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정보원과 구
매채널의 이용 현황을 통해 외적인 구매행동을 유추할 수 있음

스마트폰 시장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미 스마트폰을 소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이다. 스마트
폰 제조업체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정보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 외에도 접이식 스마트폰, 5G 지원 스마트폰, 멀티 카
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
입하고 외관과 기능을 개선해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1]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해 주요 소
비 계층에 대한 이해와 빠르게 변하가는 소비 트랜드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이 되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주 활동
계층이자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나 기업 및 사회 전 분
야가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 세대가 앞으로 소비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세대만
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

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내외적인 구매행동을 포괄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셋째,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이후 여러 선행연구가
있지만 스마트폰 제품을 대상으로 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기업들은 마케팅이나 영업 홍
보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 성숙기의 스마트폰이 제품
과 기능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제품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치열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출생한 세
대를 일컫으며 전체 인구의 약 22.2%를 차지한다[2] 20대부터

지금 시점에서 주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로서의 가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과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성향, 구매 행동의 세부

30대까지 포진되어 있어서 세대마다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한
다. 현재 30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
년기에 IMF 외환위기를 겪어 ‘성장’과 ‘성취’에 관심이 많은 반

적인 변수들에 대해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과 연구 가설을 수립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논의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면 현재 20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
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로 거론된다. 평생 디지
털 환경에서 성장해 모바일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능
숙하다. 기업들은 향후의 소비시장을 주도해나갈 세대를 면밀
히 관찰함으로써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을 사로잡을 비즈니스

Ⅱ. 이론적 고찰

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3]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특징 중 자신의 확고한 취향을 채워주고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이 큰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트랜드는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도 맞물려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플래그

2-1 스마트폰 시장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말 2,257만명의 가입자가 2018년에는 5,011만명, 2020
년 2월 기준으로 5.137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KT경제연구

쉽 스마트폰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출하된 스마트폰 400달러(47
만원)이하 스마트폰이 10억 100만대로 전체 출하량(14억 3100

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스마트폰 보급량은 우리나라 전
체 인구의 113%를 상회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쇼핑, 모바일 결제 등 소비자의 실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

만대)의 약 70%를 차지했다. 800달러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은
전체 출하량의 10%, 1000달러 이상 스마트폰은 5%에 불과했
다.[4] 중저가 폰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브랜드를 막론하고 플래그쉽 모델과
중저가 모델과 세부적인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
중저가 모델의 가성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소비 계층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가 기성

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 30%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에 비하면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였고 신규
소비자의 유입이 주춤하게 되었다[5] 특히 스마트폰의 중요한
기술들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기술이나 기능만으로는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정체된 스마트
폰 시장에서 제조업체는 스마트폰 교체 시기에 도래하는 소비

세대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이 소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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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차
별화된 제품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시 가치
를 두고 있는 측면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가치
는 소비할 때의 행동과 관련이 크며 제품의 구매행동과 선택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제
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파악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현
대의 주요 소비 계층의 구매 행동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분석
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의 지속적인 보유를 위한 전략
마련에 방향성을 제공 하는데에 그 함의가 있다.

략이 주요 방향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2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및 소비 성향

각 시대 마다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세대가 있다.
현재의 트랜드를 주도하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로 이 세대는
새로운 경제, 사회적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인구는 약 25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평가라고 정의하였고[8]
소비자 선택은 독립적인 소비 가치들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9] 박상미,허경옥[10]는 소비행동의 동
기가 되는 신념이자 구매선택, 제품 유형 및 브랜드 선택에 대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같은 관점으로 소비가
치 이론은 왜 고객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지 혹은 왜 특정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지출액 규모가
2700조에 이른다[6] 밀레니얼 세대가 태어난 시대는 3차 산업

브랜드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소비자의 구매 행
동을 예측하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11] 소비가

혁명이 시작되어 컴퓨터, 인터넷 등이 발전하여 보급되던 시기
로 자연스럽게 디지털과 함께 자라나며 디지털 문화생활을 영
유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세대이다[6] 2000년대 초 미

치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와 개념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비슷
한 맥락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 가치에 대한 분류는
Sheth[9]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인식적 가

국 금융 위기의 여파로 한국도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고 기업들
이 도산하고 취업난과 불황의 경제적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밀

치, 상황적 가치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대표적이며 이
학식 외[12]는 크게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레니얼 세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등의 합리적인 소비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정보를 공유하고 디지털 방식을 통하여
의사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이외에도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구분되어 소비가치에
대해 분석을 한 연구들은 지속되었고[13] 이외에 한성희[14]는
스마트폰 소비가치를 쾌락적 소비가치, 차별화 상징소비가치

제품 구매 후 실제적 사용 후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
를 제품 구매 시 중요한 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세대이기도 하
다. 전 산업에 걸쳐 소비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밀레니
얼 세대의 중요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를 대

로 구분하여 명명하였고 구명진 외[15]는 소비가치 측정을 위
한 척도개발 연구를 통해 현대 소비자의 소비가치를 10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효용지향, 저가지향, 안전지향, 쾌락지향,
심미지향, 혁신지향, 타인지향, 공동체지향, 자율지향, 자기표

상으로 하는 제품 출시, 마케팅 등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의 예시로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
해 100만원 미만 가격에 실용적인 기능을 담은 스마트폰을 내

현지향의 소비가치를 측정하였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Sheth[9]의 소비가치에 해당되는 특정 분야의 속성들을 담은 문
항들로 측정하거나 추가하여 활용하였다. 권미화∙이기춘[16]은

놨다. 국내 스마트폰 점유울 7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
자는 2017년부터 스마트폰 전략을 수정해 중가 브랜드인 갤럭
시 A 시리즈에 혁신 기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격 부
담을 줄인 폴더블 폰인 갤럭시 플립을 출시했다. 특히 디자인
혁신을 선보이며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소비
트랜드를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과 소비성향을
기반으로 기업들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마케팅 전

다양한 분야 연구들로부터 측정문항들을 수집하여 절약성,과
시성,차별성,친환경성,심미성,향유성 가치로 구성된 6가지 소
비가치 하위차원을 도출하였고 이숙정∙한은경[17]은 기능,사
회,감정,탐험,자아표현적 가치를 추가하여 5개 소비가치를 도
출하였고 황미진[18]은 소비자가 인지한 휴대폰의 가치들을 경
제적, 사회적, 정서적, 이타적 가치의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였
다. 이처럼 소비가치는 소비자의 행동 가치에서 중요한 개념으

2-3 소비가치

소비가치는 소비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소비가치는 개인의 가치관, 개성, 소
비환경 등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형성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가
치와 의식 수준이 다양화 되면서 그들의 소비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으며, 이에 소비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다
양해진 현대 소비자의 소비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개념이다[7] 소비 가치는 어떤 제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점과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교 후에 제품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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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연구에서 이를 구체화시키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eth[9],양연지[7],고아라[19],이숙정과 한은경
[17],황미진[18]의 연구 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마트폰 구매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에 대해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구매동기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였
다. 스마트폰 구매동기 파악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지적 심리
적 구조 및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구매동기가 구매행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다[36][37] 또한
현 소비계층인 밀레니얼 세대의 스마트폰 구매 동기에 대한 연
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소
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스마트폰 구매
동기를 확인해봄으로써 그들의 구매 행동의 심리적 원동력을
조사하고 그와 같은 가치가 실제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4 구매행동

1) 구매동기

구매행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
보 탐색, 구매 결정, 구매 후 평가 등 구매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일컫는다.[20]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쇼핑성향, 구매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징 등 개인적 성
향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가장 중

2) 구매성향

요한 개념이다.[19][21][22] 구매 행동을 어떤 측면의 기준으로
고려하는가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측
면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심리적 변인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
적 변인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인 심리적 변인인 구매 동기

구매성향이란 구매활동에 있어 타인과 구분되어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 혹은 쇼핑 성향으로 볼 수 있다[37] 라이프 스타
일은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화된 생활양식으로 소비자의 구매
방식과 소비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에[38]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효용성이 매우 높다[37][38] 이는 소비자마

는 구매 상황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의 내적 요인
으로 소비자 행동에 에너지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적 과정을

다 소비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 태도와 행동의 포괄적 의미
라 한다[39] 구매 성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미한다[23]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 행동은 동기, 지각, 학습,
신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동기는 소비자를 시장으로 이끌

유형과 업계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
다. 대표적으로 Sproles and Kendall[40]은 완벽 품질 추구형, 브

어주는 역할을 한다[24][25] 이처럼 동기가 소비자의 행동을 설
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는 행동의 배후에 존재하는 추
진동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랜드추구형, 유행추구형, 오락∙쾌락추구형, 가격의식형, 충동∙
부주의형, 선택혼란형, 브랜드충성형의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김현민,박찬욱,양효붕[41],이명희∙이은실[42]은 충동, 과

구매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
동기가 있고 구매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동에 대한 욕구

시, 합리, 독자성으로 구매성향을 연구하였고 정우영∙정성지∙장
남경[43]은 쾌락, 편리, 가격, 타인 선호, 집단 소비, 정보 탐색,
위험 회피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현민∙박찬욱∙양효봉[41]은 보

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동기를 이해해 봄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소비자들에 의한 구매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26]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구

험소비자의 특성과 상품을 고려하여 가격 민감형, 시간 절약형,
관계 중시형, 보장 중시형, 서비스 품질 중시형, 브랜드 및 회사
중시형의 6가지를 연구대상 구매성향으로 하였고 이웅섭∙송우
리∙김선아[3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발 구매 성향을 충성적
상표추구성향, 기능적 편의 추구성향, 심미적 쾌락 추구성향,
충동적 동조 추구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

매 동기는 다를 수 있고 특정한 소비자의 구매행동도 행동의 내
면에는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존재한다[26][27] 소
비자들의 구매 동기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
고 다양한 상품 구매 행위에서 활용되어 왔다. 인터넷 쇼핑몰
[28],와인[29],헤어미용서비스[30],의류[31][32],보석[33], 외식
[34], 홍삼[23]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은 2010년 이후에 출
시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의 구매동기에 대한 연구는

상으로 한 구매성향의 분류는 문성철∙이정기∙최민재[35]가 과
시적 구매성향과 계획적 구매성향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변인 중 본 연구에

최근에 들어서 시작되었으며 스마트폰의 구매동기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해[26]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구매
동기인 편리성, 혁신성, 브랜드 선호도는 몰입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오재신[25]은 스마트폰 구매동기를
정보동기, 휴식동기, 관계성동기, 자율성동기, 유능성동기로 하
위차원을 분류하여 소비자 만족과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문성철 등[35]등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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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충동적 구매성향, 과시적 구매성향, 합리
적 구매성향, 독자적 구매성향의 총 4가지 항목을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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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원

하는 채널이 다양해져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진 것
이다. 가장 보편적인 소비는 여전히 ‘통신사’를 통한 구매이나.
통신사들 역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서도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구매 방식으로 자급제 단말기가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유통 매장 등에서 직접 구매하기 때
문에 통신사 제약이 없고 요금제 약정기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조사들은 자급제용 단말기 모델을 점차 늘려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통신요금정보 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운영하여 소비자
들이 중고 단말기 시세를 쉽게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말기 자급제 비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2018년부터는 SK텔레콤의 경우 맥쿼리 인프라 자산운용

정보원이란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근원으로[44] 구매 의사결정과정 가운데
정보탐색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45]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잠재적 위험
을 가지고 있는 신제품의 경우 잠재 구매자가 외부 정보를 의사
결정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특히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을 구매
하게 될 경우 외부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46] 스마트 폰은 새로
운 기능을 탑재하여 신제품을 출시하는 대표 제품으로서 구매
하기 전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보 탐색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준다. 소비자가 활용하는 정
보원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김칠순,이진화
[47]는 소비자를 패션 정보원에 따라 조언 및 구매경험 탐색 집

과 협업하여 휴대전화 리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일반 리스 제품
과 마찬가지로 약 2~3년간 약정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을 빌려
쓰는 방법이며 이 경우의 별도의 요금제 약정을 해도 되지 않으

단, 시각적 정보 탐색 집단, 신문, 인터넷, 라디오 집단으로 분류
하였으며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정보원에 따라 소비자를 분류

면서 최신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2] 특히
최근 휴대폰 구매 채널의 두드러진 변화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할 수 있으며 정보유형별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45]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원의 유형으로는 소비자 주도형 정보원,

구매 비중의 증가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온라인 판매는 2020년 2월 온라인 판매가
2019년 2월 같은 기간 대비 25% 상승했으며 전체 소비 판매 중

마케터 주도형 정보원, 중립적 정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Assael[48]은 마케터가 관여하는 원천과 마케터가 관여하지 않

28%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고 조사했다. 국내 시장 뿐 아니
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의 확대는 공통적인 추세이
다. 인도 41%, 영국 34%, 독일 33% 등이 온라인 비증으로 처음

는 원천으로 1차적으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인적,비인적 원천
으로 나누었다. 유재흥,최새솔,최문기[49]는 스마트폰 잠재구
매자의 정보원천을 기업광고, 지인들, 전문가, 일반소비자, 언
론매체로 나누었다. 특히 주변인들의 구전 정보는 신제품 구매
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잠재구매자들의 탐색 비용을 낮
춰주고 매우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원천에 비하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과 짧은 소요 시간 등
의 구매 경험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온라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53] 스마트폰의 대표 구매 채널은 하기와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여 정보의 영향력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구
전 정보는 온라인을 통한 구전으로 더 적극적이고 이용이 활발

표 1. 스마트폰 구매채널 분류
Table 1. Smartphone Purchasing Channel Classification

해지고 있으며[50] 특히 디지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밀레니
얼 세대에 있어서는 온라인 구전의 영향력은 더욱 빠르게 전파

Category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을 유진경[44], 정유림[51] 연
구를 바탕으로 매체정보원, 경험정보원, 인적정보원으로 구분
하고자 하며 하위 세부 정보원은 스마트 폰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는 세분화로 구분하였다. 매체정보원은 인터넷, SNS, 블로그

Purchasing
Channel

후기, 유투브 등이며 경험정보원은 매장, 브랜드에 대한 구매
경험, 인적정보원은 지인 조언, 소비자 후기, 매장 직원 추천 등
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Channel
Type
Online
Offline

Specific Channel
Internet Shopping Mall, Telecom Operator Site,
Smartphone Manufacturer Site, Youtube SNS
Telecom Operator Store, Smarphone Manufacturer
Store, Retail Store Department Store,

Ⅲ. 연구 방법
3-1 가설 설정

4) 구매채널

본 연구는 밀레니얼 소비자의 소비가치,구매동기,구매성
향,정보원,구매채널에 대해 기성세대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

최근 스마트폰의 유통 구조와 구매 채널은 다양해지고 있
다. 오직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던 것과는 달리 구매

고 이러한 소비가치가 스마트폰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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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시대
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의 발전 속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
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공유하는 기존의
세대와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화를 일궈내고 나름의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7] 특히 이전세대보다 돈의 가치를 중
시 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용적 소비 성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
는 세대가 주 소비계층이자 트랜드를 이끄는 세대라면 최고의
기능을 탑재하여 플래그쉽 제품 출시 위주의 스마트폰의 제품
의 운영 방향도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전 세
대를 아우르는 제품으로서 기성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
확히 차이점을 분석하여 유통채널 전략 수립시 고객 맞춤형 제
품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제품

(매체,인적,경험정보원)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4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는 각 구매채널
(오프라인,온라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 모형

1) 연구문제 1

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주 소비 계층을 이해하는 본 연구는 마케팅 실무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 가
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가설 1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소비가치는 차

그림 1. 연구 모형 1
Fig 1. Research Model 1

이가 존재한다
가설 2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구매
행동은 차이가 존재한다.

2) 연구문제 2

2-1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구매
동기는 차이가 존재한다.
2-2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구매
성향은 차이가 존재한다.
2-3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정보
원 이용 채널은 차이가 존재한다.
2-4 :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구매
채널은 차이가 존재한다.
2) 연구문제 2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다.
가설 3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는 구매행동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1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는 각각의 구매동
기(정보,휴식,관계성,자율성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는 각각의 구매성
향(충동적,과시적,합리적,독자적) 에 영향

그림 2. 연구 모형 2
Fig 2. Research Model 2
3-2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본 조사는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는 24세부터
34세까지 밀레니얼 세대 155명과 40세부터 60세의 기성세대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명확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밀레니얼 세대 50명과 기성세대 50명

을 미칠 것이다.
3-3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는 각각의 정보원

을 대상으로 구글 서베이 및 온라인 설문조사업체를 통해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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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여 본 조사는 총 310명을 실시하였다.
Self-worth
Values

3-3 변수 구성 및 조작적 정의

[17]

Information

본 연구의 설문지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 구매행동
을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고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가치가 구매행동에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소비가치는 양연지[7],고아라[19],구명진외[15],이
숙정,한은경[17]의 소비가치 측정 항목를 참고하여 소비가치를
대표화할 수 있는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심미적 가치, 감정
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한 가치, 자아적가치의 7개 변수로

Rest
Purchasing
Motivation

[25]
Relationship

Automony

세분화 하였다. 구매행동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구매동기, 구매
성향, 정보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매동기는 정보 동기, 휴식 동
기, 관계성 동기, 자율성 동기의 4개의 변수로 구분하였고[25]
구매 성향은 충동적, 과시적, 합리적, 독자적 구매성향으로 세
분화하였고[41][42] 정보원은 스마트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으로 카테고리화하여 매체정보원, 인적정보원, 경험정

Impulsive

Show off
Purchasing
Orientation

보원으로 변수화 하였다[41][42] 각각의 변수의 정의는 표 2에
서 조작적 정의로 표기하였다. 변수끼리 상관성이 높은지에 대

Rational

Independent

해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가치 변수들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결
과 VIF 1점대로 모두 10미만으로 낮게 나타나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
[42]

differentiated
personality
Value to express
my existence
through
consumption
Use rich and rapid
information
Psychological
comfort and
pleasure
Activating
exchanges with
otehrs
Free expression of
my thoughts and
opinions
Propensity to
purchase without a
plan
Reveal my values
with the consumed
products
Purchasing
products carefully
and intentionally
When purchasing,
only my own taste
and opinions are
respected

Ⅳ. 연구 결과
표 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Research Variables
Factor

Variables

Reference
research

Functional
Values

Focusing on the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of the
product

Economic
Values

Value the price of
the product

Appearance
Values
Consumptio
n Value

Emotional
Values

Social
Values

Rare Values

[7][19]
[15]

4-1 연구 대상의 특성

Operational
Definition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밀레니얼 세대
와 기성세대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남성 49%, 여성 51%로 성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50만원~200만원이 46.5%, 200만

Value of pursuing a
product with good
design and
appearance
Value the emotions
you feel by
purchasing
products
Value the
expression of
belonging or social
status for a
specific group

원~300만원이 37.4%로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미만이 83.9%인
반면에 기성세대는 300만원~500만원 이상이 56.8%로 기성세
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스마트폰 사용 관련 특성
스마트폰 사용 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구매 후 사
용기간”, “스마트폰 평균 교체주기”, “스마트폰 구매시 중요하
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스마트폰 평균 교체주
기는 2년~2년 6개월미만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성
세대는 2년~2년 6개월 미만이 31.6%, 2년 6개월미만이 31%, 3

Value the ability to
reveal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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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년 이상이 28.4%로 나타나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하는 사항은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밀레니얼 세대는 디자인, 제조사, 가격 순으로 나타났고
기성세대는 가격, 제조사,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
론바하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세부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결
과 0.6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
으로 볼 수 있다(표3 참조)

표 3.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use by millennials
and non millennials
Factor

Smartpho
ne Usage
period

Average
replacem
ent cycle

The most
impoarta
nt
considera
tion when
purchasin
ga
smartpho
ne

millenial
(n=155)

non
millenial
(n=155)

29(18.7)

21(13.5)

26(16.8)

23(14.8)

38(24.5)

29(18.7)

20(12.9)

22(14.2)

17(11.0)

23(14.8)

7(4.5)

13(8.4)

18(11.6)

24(15.5)

0(0.0)

1(0.6)

3(1.9)

1(0.6)

7(4.5)

2(1.3)

23(14.8)

10(6.5)

69(44.5)

49(31.6)

28(18.1)

48(31.0)

25(16.1)

44(28.4)

Design

45(29.0)

17(11.0)

Size

7(4.5)

5(3.2)

Function

25(16.1)

28(18.1)

Items
Less than
6months
6months to 1
year
1year to 1year
6months
1year 6 months
to 2 year
2year to 2year
6months
2years 6months
to 3years
more than
3years
Less than
6months
6months to 1
year
1year to 1year
6months
1year 6 months
to 2 year
2year to 2year
6months
2years 6months
to 3years
more than
3years

Price

30(19.4)

56(36.1)

Operation
convenience

7(4.5)

12(7.7)

Manufacturer

35(22.6)

34(21.9)

Operating
system

6(3.9)

1(0.6)

Smartphone A/S

0(0.0)

2(1.3)

4-3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 분석

연구문제 1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비가치
와 구매동기, 구매성향, 정보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구매채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
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소비가치에서는 기능적 가치, 심미

χ2(p)

적 가치, 감성적, 가치, 자아적 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평균 비교 결과, 기능적 가치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6.325
(.388)

기성세대가 높게 나타났고 심미적 가치, 감성적 가치, 자아적
가치는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소비가치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구매동기에서는 휴식 동기, 관계성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휴식 동기와 관계성 동기 모두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높았다. 구매성향에서는 독자적 구매성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비교 결과 밀레니얼 세대
가 독자적 구매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보원에서
는 매체 정보원, 인적 정보원, 경험 정보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매 채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23.78
4**
(.001)

보였고 밀레니얼 세대가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참고) 상기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해보면 가설 1과 가설
2-1,2-2,2-4는 채택 되었고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27.91
0***
(.000)

** p <.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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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소비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consumption value
Questions

1

2

3

4

5

6

7

I think consumption indicates what type of person I am

.851

.191

.140

.063

-.004

-.035

.104

I think I spend to make my appreance better

.806

.133

.131

.054

.052

.043

.161

I think consumption is the means to make my image

.789

.160

.233

.159

-.049

-.061

.079

I value consuption that can make me a precious person

.775

.202

.260

.028

.113

-.071

.181

.732

.153

.419

.162

-.054

-.002

.082

.221

.835

.080

.185

.002

-.001

.064

.159

.833

.092

.038

.029

.013

.046

I tend to care what people think of me when I choose a product

.147

.827

.151

.172

-.111

.029

.015

When I choose a product, I consider whether it is a brand or
product that can be socially recognized

.146

.806

.158

.086

-.029

-.079

.149

I prefer products with unique designs or colors.

.121

.124

.812

.283

-.083

.014

.031

I prefer products that show my own image that is different from
others.

.305

.177

.810

.161

.001

.000

.040

I tend to want to have a unique product faster than others.

.245

.289

.734

.077

-.026

-.076

.136

I prefer my own differentiated style rather than the popular universal
style.

.386

-.017

.733

.061

-.029

-.015

.109

I prefer to buy products that look good..

.110

.195

.161

.826

.047

.009

.121

.093

.132

.188

.793

-.078

.155

.037

.163

.133

.167

.677

-.015

-.271

.352

-.007

-.069

-.035

.028

.849

.010

.027

When choosing a product, I value overall quality.

.055

.074

-.023

.050

.831

-.009

.077

I think the practicality of the product is important.

-.011

-.131

-.060

-.196

.698

.305

.208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the price of the product is low

-.019

.005

-.027

.051

-.019

.892

-.097

I value minimizing costs when spending..

-.046

-.018

-.009

-.025

.193

.880

.024

I value the purchase of products that can give me pleasure.

.206

.109

.122

.238

.109

-.037

.847

I value the feelings of happiness you get from your products.

.272

.132

.110

.112

.195

-.038

.827

I think I can make myself distinct from others through
consumption
When I choose a product, I think it is important whether it is a
product that meets my status and dignity
When I choose a product, I consider whether I can mingle with my
group

It is important to me that the design or color is pretty even if the
product quality and performance are poor.
If I like the design or color, I can buy the product even if it is
expensive.
I think the safety of the product is important.

Eigen Value

3.73

3.13

2.91

2.13

2.04

1.79

1.74

Total variance explained(%)

16.2

13.6

12.7

9.3

8.9

7.8

7.6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16.2

29.8

42.5

51.8

60.6

68.4

76.0

Reliability

.910

.887

.869

.744

.774

.836

1473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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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매동기에 대한 신뢰도 분석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for purchasing motivation
Questions
This is to use it without being
controlled or oppressed by
others.
This is because it helps me
discover and solve something
myself.
This is to freely express my
thoughts and opinions.
This is for smooth
communication with others
through smartphones.
This is to activate exchanges
with others through
smartphones.
Because it gives psychological
comfort and pleasure.
It is to relieve the stress of
everyday life.
This is to collect a wealth of
information using a
smartphone.
This is for quick information
retrieval using a smartphone.

1

2

.839

.097

3
.022

표 7. 구매성향에 대한 신뢰도 분석
Table 7. Reliability analysis for purchasing orientation
Questions

4

Impulsive purchase of an
unplanned smartphone.
I bought a smartphone while
eye shopping
I bought a smartphone that
stands out.
I set the budget for the price
of the product before
purchasing smartphone
I looked around various
stores and reviewed them.
When I bought a
smartphone, I thought I was
wasting money.
If the price is the same, it
was purchased after
searching for information to
select a good quality
smartphone.
I bought a product that
looked luxurious.
I bought a smartphone
worthful which people with
higher incomes.
If possible, I bought a new
smartphone with a higher
price.
I made the purchase
decision by myself without
others’ help.
When purchasing a
smartphone, I decided to
purchase it based on my
preferences and standards
rather than opinions of other
people.

.140

.736

.196

.239

.150

.659

.284

.421

.112

.146

.927

.117

.151

.259

.889

.112

.191

.232

.131

.856

.195

.137

.084

.852

.293

.152

.154

.197

.885

.185

.201

.297

.818

Eigen Value

1.90

1.87

1.85

1.69

Total variance (%)

21.1

20.7

20.5

18.8

Cumulative variance (%)

21.1

41.8

62.3

81.1

Reliability

.743

.903

.828

.819

표 6.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분석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for Information Source
Questions

1

2

3

Reviews of Blog and shopping mall

.810

.029

.075

Internet advertising
Youtube search or SNS such as
Facebook
Newspaper article, TV, magazine
advertisement
Advice from acquaintances such as
family and friends
Other
people's
stories
about
smartphones as usual
Stores with purchase experience
(including online)
Brands with purchasing experience

.802

.142

.036

.731

.151

.168

.639

.168

-.01
6

.128

.903

.115

.223

.867

.110

.092

.080

.836

.055

.118

.835

Eigen Value

2.32

1.66

1.46

Total variance (%)

29.0

20.8

18.2

Cumulative variance (%)
Reliablity

29.0
.753

49.8
.796

68.0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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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848

-.092

.174

-.072

.830

.038

.345

-.011

.802

.016

.287

-.074

.032

.802

.006

.281

.009

.797

.109

-.096

.119

.748

-.253

.215

-.267

.688

.299

.037

.184

.032

.858

.070

.410

.090

.795

.024

.425

.013

.742

.032

-.033

.128

.102

.882

-.090

.116

-.003

.880

Eigen Value

2.53

2.36

2.33

1.70

Total variance (%)

21.1

19.7

19.4

14.2

Cumulative variance (%)

21.1

40.7

60.1

74.3

Reliablity

.861

.770

.860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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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의 연관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체 정보원에는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진귀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증되었고 인적 정보원에는 사회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검증되었으며 경험 정보원에는 감성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8 참조)
따라서 가설 3-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매동기에서 정보 동기는 감성적 가
치, 진귀적 가치, 자아적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관, 휴식동기
는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자아적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율성 동기
는 경제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자아적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매성향에서 충동
적 구매성향은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
관, 기능적 가치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합리적
구매성향은 경제적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관, 심미적 가치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독자적 구매성향은

표 8.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 검증
Table 8. Difference between millennial and non millennial
Factor

Variables
Functional
Values
Economic
Values

소비가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보원에서 매체 정
보원은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적 정보원은 경제적 가치, 감성적 가치,

Appearance
Values
Consump
tion
Values

사회적 가치, 자아적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경험 정보원은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 감성적 가치, 진귀
적 가치, 자아적 가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motional
Values
Social Values
Rare Values

1) 소비가치가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

Self-worth
Values

소비가치가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

Information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 동기와 휴식 동기에서 감성
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관계성 동기에서는 감성적 가치, 자아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자율성 동기

Purchasin
g
motivatio
n

Rest
Relationship

에서는 자아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성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6 참조)

Automony

따라서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Impulsive
Purchasei
ng
orientatio
n

2) 소비가치가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비가치가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동적 구매성향에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능적 가치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과시적 구매

Show off
Rational
Independent
Media

성향은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고 합리적 구매성향에는 경제적 가치가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7 참조). 따라서, 가설 3-2는 부

Informati
on
Sources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Hurman
resources
Experience
resources
Offline

Purchasin
g channel

3) 소비가치가 정보원에 미치는 영향

소비가치가 정보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Online

non
millenial
M±SD
M±SD
4.14±0.5 4.28±0.
millenial

2
53
3.76±0.6 3.77±0.
6
65
3.14±0.8 2.67±0.
7
79
3.90±0.6 3.60±0.
7
75
2.77±0.9 2.78±0.
7
81
2.93±0.9 2.81±0.
3
82
3.26±0.8 2.95±0.
3
88
3.73±0.8 3.63±0.
5
76
3.72±0.8 3.25±0.
4
82
3.86±0.6 3.52±0.
7
76
3.38±0.7 3.27±0.
3
72
1.93±0.9 1.96±0.
4
71
2.14±1.0 2.12±0.
0
87
3.40±0.8 3.32±0.
6
71
3.81±0.8 3.49±0.
5
87
3.20±0.8 3.19±0.
1
82
3.24±0.8 3.34±0.
2
75
3.65±0.8 3.73±0.
2
84(54.2)

71(45.8)

65
102(65.

t/χ2

p

-2.241*

.026

-0.087

.931

4.983***

.000

3.784***

.000

-0.127

.899

1.165

.245

3.254**

.001

1.129

.260

4.966***

.000

4.091***

.000

1.355

.176

-0.318

.750

0.202

.840

0.952

.342

3.313**

.001

0.122

.903

-1.161

.246

-0.881

.379

4.355*

.037

8)
5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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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비가치가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
Table 9.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purchase
motiva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Information

Emotional
Values

0.3
74

Rest

Relationship

Autonomy

β

t

.29
3.844*
7 **

표 11. 소비가치가 정보원에 미치는 영향
Table 11.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Information
Sources
Dependent
Variables

p

F

.000

14.78
0***

Emotional
Values

0.4
25

.34
4.485*
1 **

Emotional
Values

0.3
03

.25
3.250*
2 *

Self-Worth
Value

0.2
41

.24
3.202*
7 *

.002

Economic
Value

0.2
66

.27
3.788*
0 *

.000

Self-Worth
Value

0.1
81

.20
2.484*
6 *

.014

Economic
Value

0.1
86

.21
2.922*
0 *

.004

Social Value

0.1
57

.20
2.634*
9 *

.009

Emotional
Value

0.1
75

.16 2.075*
2 *

.040

.000

20.11
4***

.001
15.59
4***

Impulsse

B

β

Social Value

.298

.309

Funtinal
Value

Social Value

.299

.290

Rare Value

.286

.267

.213

.204

3.680***
3.387**
2.576

Social Value

.156

.185

2.198*

.029

Functional
Value

.290

.186

2.376*

.019

Rare Value

.167

.192

2.243*

.026

Human
Resources

Social Value

.341

.240

3.055**

.003

Experience
Resources

Emotional
Value

.340

.278

3.581** .000
*

F

6.508*
**

9.333*
*

12.82
1***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투입 방식은 전진선택법을
통해 유의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소비가치 중 경제적 가치가 구매채널에 유의한 영

11.57
3***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수록 온
라인 구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OR=1.711,
p<.05),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정도가 한 단계 높을수록 온라
인 구매 가능성이 약 1.711배 정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2. 소비가치가 구매채널에 미치는 영향
Table 12.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purchase
channel

F

.000
.001
.011

16.4
16***

Dependen
t Variables

Independen
t Variables

Online
Channel

Economic
Value

95% 신뢰구간

OR
1.711
*

Maximu
m Limit

Lower
Limit

1.040

2.815

p
.03
4

* p<.05

Ⅴ. 결 론

21.4
80***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의 특성을
기성세대와의 비교해보고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가 스마트
폰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소비가치와 구
매행동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판
매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이해 요건이다. 왜

6.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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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x.doi.org/10.9728/dcs.2020.21.8.1465

p

소비가치가 구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

.000

.012

Show off

Rational

4.330***

p

2.557*

.187

Economic
Valu

t

.000

.212

t

4) 소비가치가 구매채널에 미치는 영향

-.616 -.343 -4.691

Economic
Value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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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소비가치가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
Table 10.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purchase
orientation
Independent
Variables

B

Media
Informa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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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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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의도는 의지, 태도, 생각, 신념이 행동으로 전환된 확률
이라고 할 수 있고 특정 미래에 계획돈 행동을 의미하므로 행동
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54]
먼저 <연구문제 1>의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의 소비가
치와 구매행동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
비가치는 심미적가치, 감성적가치, 자아적 가치가 기성세대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는 제품의 소비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제품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존재감을 나타
내는 수단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보다 기능적인 부
분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스마트폰의 구매 동기는 휴식동기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매 결정시 판매원이

대를 겨냥한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적 가치는 온라인 구매 채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도 기성세대보다 높
았다. 이는 밀레니얼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유
중의 중요 요인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며 기업에서는 자사 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거래선
들과의 전략 협업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무이자
할부, 제품의 번들과 같은 가격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고려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세분화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20대 초반부
터 30대 중반까지 속해져 있으며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직업군

나 지인의 추천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 어떤 제품
을 구매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성향이 기성세대와의 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제조 기업은 밀레니얼

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소비가치는 나이 뿐 아니라 환경적
인 영향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의
분류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는

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상품을 마케팅할
때 현 세대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대의 학생인 밀레니얼과 30대의
직장인 밀레니얼의 소비가치와 구매행동도 차이도 있을 수 있

기존의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이전 모델보다 상
향 스펙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위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
다. 하지만 현재 주 소비계층인 밀레니얼 세대는 첨단의 기능보

으므로 연구대상을 면밀히 구분하여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구매 행동의 세부 변수를 브랜드의 구분이나 Flagship,
Mass 제품 등 선호 제품군에 따라 구분해야 다양한 라인업을

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한 소비의 즐거움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
에서 인풀루언서 마케팅과 같은 제품이 나타내는 가치에 투자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보다 정교한 방향성 수립의 제
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글로
벌 생활 필수품이므로 국가별 연구 대상의 비교를 통해 국별 특

가 하나의 전략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의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가 스마트폰 구
매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징을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요구된다.

였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폰 구매시 자신의 소비가치
에 기반하여 구매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의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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