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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편의점 브랜드가 새로운 PB 상품을 온라인에서 마케팅하였을 때,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그에 따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2030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편의점 PB 상품의 구매 

행태와 PB 상품을 접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편의점 PB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상품을 접하게 되었으며 구매 후 SNS에 게시함으로써 트렌드에 합류하고자 하는 경향이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런 소비 형태를 가지게 되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그에게 영향을 주는 온라인 마케팅

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일시적인 구매가 아닌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은 소비자 리서치를 참고해 

향후 방안을 개선하여 앞으로의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트렌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속해서 가치 있는 소비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

주제어 : 밀레니얼 세대, 편의점, PB상품, SNS, 온라인 마케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and its factors 

when a convenience store brand is marketing new PB products online. For this study, we surveyed 2030 

millennials about the purchase behavior of convenience store PB products and the paths to encounter 

PB products. As a result, consumers who purchase convenience store PB products were exposed to the 

product through SNS or YouTube, and they tended to join the trend by posting on SNS after purchase.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the consumption trends of millennials that have this type of 

consumption and the concept of online marketing that affects them. It is hoped that future consumer 

purchases will continue to be valuable consumption rather than relying on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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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에 밀려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이 불황 속에서 편의점 업계는 유일하게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증가, 식생

활 변화로 집에서 끼니를 때우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

문이다. 우리는 이런 젊은 층을 밀레니얼 세대라 칭하는

데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

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

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1]. 이 세대는 스마트폰

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대로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므

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실제로 이 세대들은 셀슈머(Sell-sumer), 펀 슈머

(Fun-sumer), 인플루언서(Influencer), 세포 마켓(Cell 

Market) 등 온라인 소비 형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신조어

들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최근 유통 업체 들은 이런 세대

를 타깃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마케

팅을 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생태계 변화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의 성장세

를 보이는 편의점 HMR(Home Meal Replacement) 상

품 중 Private Brand(PB) 상품이 큰 강세를 보인다[2]. 

저렴하고 간편하며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편의점 브랜드들은 다양한 PB 상

품을 내보이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사의 

PB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이용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비 형태로 자신의 

소비생활을 꾸미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파

악하고, 1인 가구의 HMR 상품 주 구매 장소인 편의점의 

PB 상품 판매량이 온라인 마케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편의점 PB 상품을 

접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과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PB 상품을 구매해본 경험

이 있으며, 구매해보게 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온라인 마케

팅은 현재보다 나아가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의 소비 형

태를 맞춰야 할지에 대해 고안해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행태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칭하며 X세대를 뒤잇는 세대이기에 Y세

대, Z세대라 부르기도 한다[3]. 

밀레니얼 세대는 IT 즉 정보 기술이 발달하던 시기에 

자라온 세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방식이 익숙

한 세대이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

에, ‘보여주기’식의 소비생활을 한다[4,5]. 가성비도 중요

하지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과시하기 위해 값은 비싸

도 독특하고 예쁜 외관인 상품을 즐겨 구매하는 형태를 

보인다. 일명 프리미엄 소비라고 하는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상품에는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9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명품 매출이 14.7% 신장률을 기록

했다[6]. 중고상품보다 남들이 살 수 없는 콜라보레이션 

상품, 고가 명품을 찾으며 소비하는 것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레니얼 세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소

비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려

면 그들의 경제 범위를 ‘가치’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Fig. 1. Millennial Spending Power Chart

2.2 온라인 마케팅 

‘멀티 스트리밍 소비’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등 사회관계 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개인 일상과 

경험, 취향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7,8]. 가성비를 추구하는 X세대에 Y 세대는 가심비를 

더한다. 가심비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價性比)에 마음 심(心)을 더한 것으로 마음의 만족

감까지 중시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더하여 최근 Y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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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잇는 Z세대에서는 ‘나심비’, ’가잼비’라는 소비 형태

가 떠오르는데 나심비란 제품의 서비스과 가격 상관없이 

내가 얻게 되는 만족에 초점을 둔 형태이며 ‘가잼비’는 제

품 구매 시 재미와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소비 행태를 말

한다[9,10]. 

이처럼 세대가 지나며 소비자의 형태는 제품의 성능보

다 나를 표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즉 ‘나’를 

중점으로 변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으로 보인다. 기업

들은 이런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 

2.2.1 SNS 마케팅  

밀레니얼 세대는 SNS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SNS는 어느 순간부터 소셜 서비

스보다 미디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SNS를 네트워크 

서비스를 넘어 미디어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발전성이 있

기 때문이다[11].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편해진 

세대가 되어버린 만큼 SNS 마케팅은 주요 마케팅 도구

로 되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기업은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을 

파악해 활발하게 SNS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으며, 반대로 

SNS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재판매하는 기업도 있다. SNS 

마케팅의 몇 가지 장점이 뽑을 수 있는데 첫째, 상호작용

이다.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기

업들은 댓글을 통해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소비자가 

친구를 태그 한 뒤 댓글을 달면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답

변 댓글을 달며 소비자와 소통하고자 한다. 둘째, 신뢰도

이다. SNS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

는 서비스이다. 제품을 광고할 때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

야 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주로 인플루언서를 내세워 마케팅하곤 하는데, 이

런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원 규모

에서 2020년엔 11조 원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

다[12]. 마지막 세 번째는, 오락성이다. 유행하는 제품이 

생기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구매해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

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일명 ‘인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이 생기는 동시 소비자들은 필요하지 않아도 

구매하게 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 

2.2.2 콘텐츠 마케팅  

“Content marketing is the only marketing left.”

콘텐츠 마케팅이란 수익성 있는 고객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확하기 정의된 오디언스를 유치하고 획

득하기 위해 가치 있고 목적에 적합하며 일관된 콘텐츠

를 만들어 배포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접근법이다[13,14]. 

브랜드의 철학 제품의 기능을 강조한 스토리텔링에 집중

했던 과거에 비해 브랜드의 가치를 가져와 소비자가 직

접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전달하

는 마케팅 방법이다. 콘텐츠 마케팅은 오디언스가 중요한 

대상이 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텍스트, 카드 뉴스, 영

상 등 오디언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을 담아 정기

적으로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신뢰 구축에 중요하다. 기업

들은 단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지류나 티브이 광고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먹는 소비자의 모습이나 

제품을 사용하며 이득을 취하는 소비자의 영상을 제작하여 

소셜 미디어에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기억에 남고자 한다. 

2.3 편의점 PB 상품의 동향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크게 변화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1인 가구들의 외식 소비에 편의점은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에 편의점 브랜드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행태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외식 문화를 타깃으

로 브랜드마다 특징적인 PB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PB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SNS 마케팅을 사용하

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을 구매하

여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게시하며 타인에게 과

시하였고, 이는 또 다른 마케팅 방법이 되었다[15].

PB 상품은 편의점 매출 1위를 유지할 만큼 효자 상품

이며, 대형마트와 비교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Fig. 2. Millennials Spending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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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행동을 알기 위해 문헌 조사를 

통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가 편의점 이용 시 어떠한 점을 중요

시 여기고, 어떠한 마케팅 효과가 소비 행동까지 연결했

는지 알아보았다.

3.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밀레니얼 세대 20~30대 남녀를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62명의 설문자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4

일까지 10일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자 62명 중 33명

(53.2%)은 남성, 29명(46.8%)은 여성이었으며 30대 설

문 응답자는 39명(62.9%), 20대 23명(37.1%) 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46명(74.2%)은 직

장인, 7명(11.3%)은 전문업자, 5명(8.1%)은 무직, 4명

(6.4%)은 대학생 순이었으며 대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구성하고 있는 가족 가구 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2명 중 1인 가구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1명(66.2%)으

로 가장 많았으며 2인 가구 12명(19.4%), 3인 가구 4명

(6.4%), 4인 가구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5명(8%)

으로 3인 가구인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4. 설문결과

4.1 설문 응답자의 편의점 이용 행태 및 이유 

PB 상품의 구매 빈도에 앞서 편의점 이용 행태 및 선

호 사항에 관련하여 설문 응답자에게 질문하였다. “평소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빈도가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질문자가 50명(80.6%)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아니요”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2명(19.4%) 

이었다. 

1주일 기준 편의점 이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2명 중 4~7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7명(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1~3회 응답자 23명(37.1%), 10회 이상 

응답자 8명(12.9%), 8~10회 응답자가 4명(6.5%)으로 가

장 적었다.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는 이유에 관해 묻는 질문에 “끼

니를 위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4명(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차적으로 필요한 생

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27명(43.5%), “택배 및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명(1.6%)으로 응답하였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묻는 응답에 GS25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8명(6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차

적으로 CU를 선택한 응답자 20명(32.3%), 7-Eleven으

로 2명(3.2%), 그 외 다른 편의점 2명(3.2%)으로 결과가 

나왔다.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의 방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

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응답자 37명

(59.6%)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를 선택하며 가

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순차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13명(20.9%), “음식의 품질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응답

자 7명(11.3%),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5명(8.2%), 

“가격이 저렴해서” 0명(0%) 이었다. 해당 질문의 응답률

을 보았을 때 소비자는 가격보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점 이용 형태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편의점 서비

스 및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무엇인지 묻는 질

문에 품질 및 가성비라고 응답한 응답자 36명(58.1%)으

로 가장 많았으며 순차적으로 편의점 자사 브랜드(유행

하거나,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새로운 상품)들을 선택한 

응답자는 13명(20.9%), 만족도 7명(11.3%), 서비스 6명

(9.7%)이었으며 신뢰도는 0명으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의 편의점 사용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 선

호하는 편의점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응

답자 62명 중 필요한 상품이 있어서 방문하다가 26명

(41.3%)으로 가장 많았다. 순차적으로 다양한 제품이 많

기 때문에 24명(38.1%), 이벤트를 많이 하므로 11명

(17.5%)이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해서 2명(3.25)으

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 평균 편의점 이용 행태를 정리해

보았을 때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나 구매하고자 하는 상

품이 명확할 때, 끼니를 위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설문 응답자 편의점 PB 상품 구매 행동 

응답자 62명 중 PB 상품을 구매해본 적이 있냐는 질

문에 응답자 52명(83.9%)은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했으며, 10명(16.1%)은 구매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

다. 구매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 중 5명(50%)은 항상 구

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아서라고 대답

하였으며, 3명(30%)은 믿음이 가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

며, 2명(20%)은 맛이 없어 보여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응

답하였다. 구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PB 

상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52명 중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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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은 “광고를 보고 궁금해서”라고 응답했으며, 13명

(25%)은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했다. 8명(15.7%)은 

이벤트 혹은 세일을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했으며, “해당 

편의점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라고 응답한 응답

자는 5명(9.3%)으로 가장 적었다. 

편의점 PB 광고를 본 적이 있다면 어디에서 접해보았

냐라고 묻는 질문에 52명 중 33명(63.4%)이 SNS에서라

고 높은 확률로 응답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유튜브에서 9

명(17.3%), TV에서 7명(13.4%)이었으며, 블로그에서 접

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명(5.6%)으로 가장 적었다. 

광고를 보고 PB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

문에 38명(73%)이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했

으며, 순차적으로 유행한다기에 사보고 싶었다 9명

(17.3%), 품절이라길래 사보았다 5명(9.7%) 이었다. 

마지막으로 구매 후 다시 구매하고 싶었는지 묻는 질

문에 32명(61.5%)이 구매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20명

(38.5%)이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밀레니얼세대의 

소비문화는 성능보다 콘셉트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

게 엿볼 수 있으며, 이런 소비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일회성이나 호기

심, 충동구매가 소수 있었으나, 결국 필요와 경제적인 관

점에서 PB 상품을 구매한다. 그들에게 PB 상품은 가심

비를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PB 상품을 알게 된 

경로는 주로 SNS 광고였으며, 주변 지인을 통한 구전효

과도 다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세대는 특징적으로 흥미를 갖고 한번쯤이라

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보더라도 일단 자신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되면 지속적으로 구매로 이어진다. 물론 그와 

반대로 가심비가 충족되지 않으면 판매율은 확연히 떨어

진다. 예외적으로 이종 업계 간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인 

경우는 희소가치의 이유로 반짝 판매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차후 설문조사의 결과로 판매율은 높아질지라도 지속

적인 구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마케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일

시적인 구매가 아닌 지속적인 구매로 유도해야 한다. 현

재와 같은 구매율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밀레니얼세대

의 필요충분조건에 맞는 콘셉트와 가심비 그리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더하여 단순히 밀

레니얼세대를 타게팅 한 마케팅 방법을 넘어 1인 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층 또한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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