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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하는 개인화 

서비스 및 맞춤화 서비스가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Z세대와 밀레

니얼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독서비스 이용자 242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SEM)으

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는 모두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변수로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 두 집단에서 모두 

개인화 서비스, 맞춤화 서비스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실무적으로 구독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있어,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전략 수립과 향후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d how the personalized service and customized service perceived by subscription service users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in situation where consumers’ attitudes and behavior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OVID- 19 

incident. And it aims to check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 Z and Millennial in this influence relationship. The 

data collected from 242 users of the subscription service were verifi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both personalized service and customized servic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custome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zed service, customized service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both 

groups of Generation Z and Millennial as a moderator variable.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rvice strategy that 

considers consumer characteristics in providing subscription services in a practical way, and using them as basic data in the academics 

studying this fiel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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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돌

발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소비성향이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축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들의 성향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 형태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들의 관점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등 비약적인 IT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이른바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라는 용어로 널리 확산되면서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1]. 이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매체로서 뉴미디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맞춤화 서비스

(Customized Service) 또는 개인화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 등의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

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2]. 흔히 ‘구독경제’는 ‘공유경제’와 그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였다. 구독경제 서비스가 최근 주목받기 이

전에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구독경제와 공유경제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에어비앤비’,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공급자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반면 구독경제는 

공급자가 기존의 판매방식을 구독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는 일

정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공유경제의 주체가 중개플랫폼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면 구독경제는 공급자의 ‘판매방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효율적인 자원의 활

용 및 사회적 비용의 절약이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산업계에서는 공유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

대하였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상품을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는 기

존의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입장과 충돌하는 등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으

로 공유사업들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 구독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모델과 배치

되는 점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사업을 보완하고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의 이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자 기존의 관련 산업에서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독경제의 대표적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의 수익구조가 최근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3], 구독서비스의 효율적

인 운용이 절실하다. 따라서 기존의 판매방식을 단순히 구독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소비자에게 오히

려 외면당할 수 있다. 효율적인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비즈니스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판매방식에 비해 구독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재무적 흐름에 대한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소

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의 큐레이션 서비스로서 ‘개인화’와 ‘맞춤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독서비스의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아울러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간에 구독서비

스를 통한 개인화 및 맞춤화 서비스와 고객만족에 조절변수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4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는 모두 고객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도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세대 간의 조절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떤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전략이 보다 효과적인지 구체적

인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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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구독서비스

구독경제의 개념은 Zuor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자인 Tien Tzuo의해 2018년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구독경제

를 간략히 정의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을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는 방식의 지불 시스템”

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Zuora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구독경제는 미국 소매 매출의 약 420%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약 5,300

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4].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의 구독경

제 서비스는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약 100% 성장하였으며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콘텐츠의 구독서비스를 통한 구

매 비율은 약 46% 증가하였다.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재의 비율은 약 15%를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사용자들은 대부분 젊고, 도시에 거주하며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연령 또한 낮은 편이어서 대략 25세에서 44세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성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독서비스의 대상 품목은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아이템,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춤 아이템, 구독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 접근권한 방식의 아이템에 집중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추천 큐레이션을 통한 개인화 경험(Personalized 

Experiences)에 가장 높은 관심(55%)을 보이고 있어, 개인화된 서비스에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

독서비스 이용자들은 구독가격 대비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쉽게 구독을 중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독경제 서비스가 여러 산업 분야를 걸쳐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소

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

에서의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비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소비방식이 단편적인 일회성 소비 중심의 

판매방식이었다면 구독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안에 소비되거나 대여방식, 추천 및 맞춤형 소비방식 등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

로 변화하고 있으며[6],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하여 구독경제의 범위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부터 e커

머스의 전반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과 고객의 관계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서

비스 마케팅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방적(Determined) 

또는 획일적(Standardized)인 서비스에서 개인화(Personalized) 서비스와 관계적(Relational) 서비스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7]. 

기존의 서비스 마케팅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소비의 개인화’(Personalized Consumption)에 관해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으나,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이나, 서비스의 편리성 혹은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는 큐레이션 서비스의 제

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8-10]. 그러나 구독서비스는 일정기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

존의 상품 판매 서비스와 명백한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구독서비스와 ‘소비의 개인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독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의 유용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로 고

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2 개인화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는 기업이 과거에 수집된 특정 고객의 취향과 구매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화된 마케팅 믹스를 고

객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11], 제공경로는 주로 웹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적합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12]. 이 과정에서 IT기술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특정 제품을 클릭하는 경

우에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쿠키(Cookie)가 생성되며, 기업은 바로 이러한 사용자의 쿠키를 활용하여 특정고객의 데이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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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객이 검색했던 상품에 대한 검색 기록을 활용하는 기술을 마케팅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

를 리타겟팅(Retargeting)이라고 한다[13]. 리타겟팅 광고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oogle Display Network, GDN)와 같은 

광고 채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 등에 노출시킴으로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기법이다. 과거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해 개인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개

인의 검색 이력이나 클릭 이력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시켜가고 있다[14]. 개인화 서비스는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한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데, 영화나 뉴스와 같은 미디어 분야에서부터 도서나 의류, 식

품과 같은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쇼핑과 관련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

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찾고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기업에서 적합성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시에 필요제

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고객들의 만족감은 높아진다. 개인화 서비스는 고객의 선호도와 행동에 대한 지식을 축적된 데이터에 기

반 하여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정보 검색에 소요

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나 

업체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를 갖게 된다[15]. 개인화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객은 자

신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관련성이 높은 경우 메시지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개인화된 메시지

는 비 개인화된 메시지에 비해 관여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17]. 개인화된 서비스와 기

업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적합한 정보를 제

시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충성도 및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18].

2.3 맞춤화 서비스

맞춤화 서비스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 Dell 컴퓨터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공을 거두면서 산업계에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으나, 실제로 ‘맞춤’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Davis가 그의 논문에서 ‘Mass Customizing’

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이후부터이다[19]. 근래에 들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에게 추천방식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간의 개념상 혼동이 나타났으며, 일부 업계에서는 이 두 개념이 서로 혼

용되는 경우도 있다. 맞춤화 서비스란 기업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 믹스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이

다. 고객 스스로가 최적의 상품 조합을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Dell 컴퓨

터의 판매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20]. 반면 개인화 서비스는 특정 고객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제품을 구입했던 과거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다[21]. 개인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아마존’의 상품 추천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개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도서나 음반 등의 상품 정보를 추천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했던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22]. 따라서 두 개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의 주도권을 갖는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

다. 개인화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자가 제안한 대안을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개인화된 조합으로 구매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해당되고, 제공된 서비스를 단순히 선택하여 소비하는 수동적 입장의 경우에는 맞춤화 서비스라고 구분할 수 있다[23]. 

최근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주도권이 콘텐츠 제공자 중심의 수동적 소비 형태에서 고객 주도의 적극적 혹은 능동적 ‘프로슈

머’(Prosumer)의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맞춤화와 개인화 서비스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두 가지 

개념 모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구매를 유인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실행하

는 전략에 있어서는 각각 차이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두 개념 간의 어원상의 차이는 아직까지 분명하다. 구독서비스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안한 마케팅 믹스 중에서 고객이 스스로 제품의 특성 및 서비스 형태, 디자인, 제품의 구성 등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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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구매 시점에서 고객 스스로의 구매책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정교한 맞춤화 서비스를 통한 전문적인 상품의 정보 제공, 서비스의 편리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성 등이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자 상거래에서의 서비스의 편리성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

치며,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또한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선별된 맞춤 제품이 고

객에게 효율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고객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데 용이함을 인식하게 되며, 쇼핑 경험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결국 이와 같이 고객에게 효율적인 콘텐츠의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품 구입에 대한 편리성이 구매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별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6].

2.4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은 고객의 기대와 실제 소비경험의 결과 간의 차이나 서비스접점에 대한 고객 인식 간을 비교

하는 것으로 기대 불일치 모델이라고도 한다[27].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는 소비자의 행동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 요

인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려는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28]. 구매 의도는 주로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의 긍정적 소비감정이 많을수록 만족이 커질 수 있으며 재구매할 가능성 또

한 높아진다.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9]. 최근에는 고객생애가치(Customer 

Lifetime Value)의 분석을 통해 신규고객의 창출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고, 기업의 수익성 또한 향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30].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구독서비스는 일정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고객의 창출보다 기존의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객의 구매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고객의 만족감이 고객추천, 구매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고 있다[31].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구매의도 및 재구매 행동은 고객이 과거의 구매 및 거래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5 세대의 조절효과(Z세대 vs. 밀레니얼세대)

최근에 I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세대 간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실제로 소비

자들이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뉴미디어, 혹은 멀티미디어로부터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기성세대와 신세

대 간의 구분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다. 그러나 보다 새롭고 진보된 기술이 비즈니스 환경에 급격히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대 간의 차이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독서비스는 과거에도 신문이나 우유배달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로 존재는 해왔으나, IT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기업환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세대 간을 구분함

에 있어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그 규모와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 중심 세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32].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는 데에는 국가별, 연구자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 연구방향에 따라서는 Z세대까지를 모두 밀레

니얼세대 포함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고객만족 및 구매행동에는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두 

세대를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밀레니얼세대는 일반적으로는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고, 베이비

붐세대의 자녀 세대를 통칭하며 에코(echo)세대라고도 한다. 이들은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사용해왔고 웹이나 모바일, SNS 

등에 능숙한 세대이다. 밀레니얼세대에서는 Z세대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이중적 소비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테면 명품 

소비 등 과시적 소비와 동시에 합리적 및 이성적 소비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33]. Z세대는 1995년에서 2000년 중반

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데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 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세대이며, 신기술에 민감하고 이를 자신의 소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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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34]. 이들의 소비행동은 자신만의 기호가 뚜렷하다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소비가치를 갖는 경향이 있다[35]. 이러한 관점에서 Z세대

는 밀레니얼세대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고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구매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6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토

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아래 Fig. 1과 같다.

가설 1 :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개인화 서비스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맞춤화 서비스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구독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구독서비스에서 개인화 서비스 및 맞춤화 서비스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는 세대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1 : 개인화 서비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밀레니얼세대보다 Z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것이다.

가설 4-2 : 맞춤화 서비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Z세대보다 밀레니얼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것이다.

H1

H2

고객만족

개인화 서비스

맞춤화 서비스

조절효과(Z세대/밀레니얼세대)

구매의도

H4-1

H3

H4-2

Fig. 1.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방식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42명을 대상으로 응

답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 특성 변인의 분포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140명, 여성은 102명으로 각각 57.9%와 

42.1%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구성은 전체적으로 20대(43.8%)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0대(28.1%), 10대(19.8%), 40

대(8.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미혼(71.9%)이 기혼(28.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생(69.8%), 대졸(18.2%), 고졸(12.0%)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 수는 1인 가구(10.3%), 2인 가족

(11.2%), 3인 가족(26.4%), 4인 가족(43.0%), 5인 가족 이상은 9.1%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한 달에 1~2회 정도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며,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정도가 증가한 편이란 응답이 반수 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Z세대는 106명

(43.8%), 밀레니얼세대는 136명(56.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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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이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화 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해 Gretzel and Fesenmaier(2006)[36]와 Xu(2006)[37]이 제안한 측정

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6문항(예: 추천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추천하는 것은 나의 니즈를 충족시킨

다, 추천한 서비스는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다, 추천서비스는 나에게 맞게 개인화되어 있다 등)을 사용하였다. 맞춤화 서비스

는 Franke, Keinz and Steger(2009)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에서 4문항(예: 내 요구사항을 더 잘 만족시킨다, 나의 개인적인 취향

을 충족시킨다, 내가 진짜 원하던 것이다 등)을 발췌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38]. 고객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Anderson and Fornell(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3개 문항(예: 나는 구독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보의 질

에 만족한다, 나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에 매우 만족한다, 나는 구독서비스의 시스템 질에 만족한다)으로 구성하였다[39]. 

구매의도는 3개 문항(예: 나는 이 제품 구입할 것이다, 나는 이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나는 광고를 보고 이 제품구입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으로 측정하였다[40].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분석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88, 맞춤화 서비스는 .915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은 .920, 구매의도는 .718로 나타나 모든 

지표들이 .70 이상의 Cronbach’s α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41]. 또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맞

춤화 서비스와 고객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r=.686)을 보였고, 맞춤화 서비스와 구매의도가 가장 낮은 상관(r=.479)을 보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α=.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nalysis

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5

1. 개인화 서비스 3.1139 .80208 (.888)

2. 맞춤화 서비스 3.7252 .88815 .580** (.915)

3. 고객만족 3.4897 .83548 .667** .686** (.920)

4. 구매의도 3.4174 .68496 .518** .479** .519** (.718)

Note : **p<.0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4.2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AMOS 24.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

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우선 Anderson and Gerbing(1988)에 의해 제안된 2단계 접근법

(Two-step Approach)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4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는 χ2=172.874, df=98, GFI=920, 

IFI=.971, CFI=.970, TLI=.964, RMR=.039, RMSEA=.056으로 나타나, Hu and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CFI>.90; 

IFI>.90; TLI>.90; RMR<.05; RMSEA<.08)을 확인하였을 때 대체로 충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43]. 또한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잠재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이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기준치인 .70보다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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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지수도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보하고 있다[41].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구성개념 측정항목 C.R. 표준화계수 AVE CR 구성개념 측정항목 C.R. 표준화계수 AVE CR

개인화

서비스

PS1

PS2

PS3

PS4

PS5

PS6

-

13.613

13.006

13.608

13.506

9.065

.809

.798

.770

.798

.793

.572

.580 .891
맞춤화

서비스

CS1

CS2

CS3

CS4

-

18.026

16.995

15.231

.858

.893

.859

.803

.729 .915

고객만족

CS1

CS2

CS3

-

19.151

19.147

.889

.892

.891

.794 .920 구매의도

PI1

PI2

PI3

-

6.170

4.333

.519

.548

1.012

.531 .755

4.3 구조모형 검증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지수는 χ2=290.178, df=101, CFI=.925, IFI=.922, GFI=.901, 

TLI=.911, RMR=.037, RMSEA=.078로 적합도 기준을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Table 3에서 보듯이, 가설에 대

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개인화 서비스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표준화경로계수=.468, t=8.613, p<.001), 맞춤화 서비스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2

도 채택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455, t=9.270, p<.001). 둘째, 고객만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329, t= 4.863, p<.001).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가설 인과 관계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결과 

가설 1 개인화 서비스 → 고객만족 .468 8.613** 채택

가설 2 맞춤화 서비스 → 고객만족 .455 9.270** 채택

가설 3 고객만족 → 구매의도 .329 4.863** 채택

Note : **p<.001

넷째, 두 집단에 대한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이 두 집단 간에 동일한

가를 확인하였다[44]. 모형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측정항목의 요인부하량을 두 집단 간에 경로가 같다고 제약하는 제약모형

(Constrained Model)과 모형 자체로 차이가 있다고 추정한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 간으로 분류된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Δχ2=1.447, Δdf=2, p=.485). 다음으로 세대 

간 차이의 조절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화에서 고객만족으로 가

는 경로계수(Δχ2 =1.323, p> .05)와 맞춤화 서비스에서 고객만족으로 가는 경로계수(Δχ2=.255, p> .05)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화 서비스 및 맞춤화 서비스와 고객만족 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대 간 차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과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하지만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는 Z세대(.489 vs. .378)

와 밀레니얼세대(.480 vs. .511) 모두 고객만족에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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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ulti group analysis

경로
χ2 difference

(△df=1)

세대 집단

Z세대 밀레니얼세대

개인화 서비스 → 고객만족 △χ2=1.323 .489** .480**

맞춤화 서비스 → 고객만족 △χ2=0.255 .378** .511**

χ2=570.861, df=266, CFI=.894, IFI=.895, GFI=.901, TLI=.880, RMSEA=.069

Note : **p<.001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독서비스에서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가 이용자의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해석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개인화 서비스는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장규모가 더욱 커진 구독서비스를 통한 가정간편식(HMR)이 소비가치와 소비자태도에 미친다고 하는 결과와 유

사하다[45]. 개인화 서비스는 특정한 고객의 프로필 및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고객 개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서비스 

및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46]. 개인화 서비스는 주로 고객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제공되며, 이때 개인 프로필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교하게 가공하여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제품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 진다. 이른바 ‘햄릿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되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정 장애, 혹은 선택장애라고 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인 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주도적 소비행동이 형성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선택 실패에 대한 반복적 오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적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스트레스가 강화되고 나중에는 아예 선택 혹은 구매행동을 회

피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사용자 기반 뉴스를 추천해주는 ‘구글 뉴스’나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AI기반의 개

인화 서비스가 각광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개인의 선택 실패에 따른 오류의 회피행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맞춤화 서비스도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화 서비스는 

개별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과거부터 기업들은 맞춤 서비스가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객 특성과 적합성이 맞지 않는 서비스가 제

공되면서 맞춤에 의한 거래가 확장되는데 많은 제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른바 빅데이터, 5G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

으로 초개인화 기술(Technology of Hyper Personalization)이 발전하게 되면서 보다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 서비스가 가능

해졌고, 향후 쇼핑객의 80%가 개인별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고 있다[47]. 

셋째, 본 연구에서는 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획득

하고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구매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았고, 

밀레니얼세대는 맞춤화 서비스에 더 높은 고객만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에 대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첨단기술과 초개인화 기술이 반영된 

비즈니스 환경에 밀레니얼세대나 Z세대는 이들의 기존 세대에 비하여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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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합리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소비패턴을 보이며 한정된 재화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 구독서

비스를 선택한다고 보았을 때, 이들은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느끼기보다는 같은 범주의 큐레이션 서비

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기능적 특성이 서비스 이용태도 간에 개인화 서비스 수준은 

인지된 유용성에만 조절효과가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48].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서비스를 운영할 때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와 같은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구독서비스가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불완

전하게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구독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결과라고 보인다. 그러

나 구독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모집의 형태로 신규고객의 외형확보에 치중하는 구독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기

존 고객의 반복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규고객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구독해지 사용

자들의 관리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 AI 기술을 활용한 추론 알고

리즘을 구독서비스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별적인 고객에 대한 초 개인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안으

로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를 구독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화 서비스는 고객이 선

택해야하는 선택지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며, 적합성이 떨어지는 제안이 이루어졌을 경

우에도 구독에서 이탈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신규 회원 확대 혹은 고객과의 적합성을 간과하고 콘텐츠의 많은 양을 

제시하는데 치중하는 기존의 Push 형태의 판매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화 및 맞춤화 서비스를 상황

에 맞도록 적절하게 활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MZ 세대 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아직까지 세대 층위 구조상 높은 소비를 보이고 있는 X세대나 베이비부머세대를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 이외의 기성세대는 비록 새로운 소비 형태에 빠르게 적응하여 성장을 보이지는 못하

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에 적응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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