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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인의 소비 트렌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쇼핑 방법으로 구독경제
가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독경제 기반 구독서비스에 대한 소비가치가 소비자태도와 지속사용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구독서비스를 통한 HMR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의 소비
가치(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는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 모두 소비자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태도는 소비자의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초기단계인 구독서비스에 관련한 학구적 이론 발전에 기여하고, 구독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HMR 관련 
기업들에게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구독경제, 구독서비스, 소비가치, 소비자태도, 가정간편식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n consumption trends have undergone rapid changes. Also, subscription 
economy has emerged and is growing as a new shopping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attitude and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of the consumption 
value of subscription service based on subscription econom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300 consumers who used HMR products through subscription servic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umption value (functional, emotional, social and monetary) of 
HMR products perceived by subscriber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onsumer attitude except 
for monetary value. Second, consumer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s'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cademic theories related 
to the subscription service in the early stages and provides managerial implications for HMR-related 
companies that want to utilize subscrip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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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인의 소비 트렌드는 급격한 변

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인구 급감에 따른 저출산, 초고령화, 1인 가
구 및 비혼 가구의 폭발적 증가 등이 새롭게 변화된 소비 
트렌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전통적인 소비패턴 마저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가계지출의 우선순위를 차지
하던 식료품 소비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점점 감
소하는 반면 외식비나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 추세
에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향후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였으나, 
새롭게 사회주역으로 떠오르는 ‘2030세대’ 혹은 ‘밀레니
얼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소비 집단의 등장은 이전
에는 없었던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
들의 새로운 사회적 인식, 관계 및 소비패턴은 기존 세대
의 소비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19’가 본격화되면서 ‘언택트(untact)’, ‘홈코노미’ 등 새로
운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가 새롭게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소비의 원동력
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
염증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침체
되고,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공유경제는 오히려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빈자리를 대신하여 새롭게 등장한 ‘구독경제
(subscription economy)’가 최근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구독경제는 일정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제품이 문 앞
까지 배달되기 때문에 언택트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다. 구독경제는 이전에도 우유나 신문 배달 등의 
여러 형태로 존재하여왔으나 새로운 IT기술이나 ‘플랫폼 
비스니스’ 등과 접목되면서 ‘언택트’ 시대에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구독경제의 시장규모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독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 
또한 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에 진
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구독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업
종 중 하나가 바로 식품업종이다. 배달 품목도 가정식사 
대용식(home meal replacement, 이하 HMR)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다이어트 식단이나 이유식, 고령자

를 위한 건강식뿐만 아니라 막걸리 등 술을 구독하는 서
비스로 다양한 품목에서 HMR은 진화해 나가고 있다[1]. 
HMR은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외식
산업의 핵심 트렌드로 이미 전 세계적 추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즉석 섭취 편의식품이나 냉동 간편
식품 등의 간편한 조리에 초점을 맞춘 상품개발 전략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
안이라 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회피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비대면 리테일 
매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회복
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욱 민
감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 대
비 만족도를 뜻하는 이른바 ‘가심비’를 제공해주는 제품
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
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브랜드에 주
목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HMR 역시 기
존의 유통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유통형태인 ‘구독경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HMR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HMR 제품에 
‘구독서비스’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는데 주목하였다. 기존연구들은 HMR 소비와 관련
하여 소비자의 HMR 선택속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 집중
되었으나[2], 최근과 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여 HMR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
로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구독서
비스를 통한 HMR 제품에 대한 소비가치가 소비자태도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구독서비스

전통적인 의미에서 구독(subscription)이란 책이나 
신문을 사서 읽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
근에는 월정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그 의미
가 확장되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구독경제라는 용어
로 사용되고 있다. 구독경제라는 개념은 구독경제 관련 
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결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
인 Zuora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이 기업 CEO인 
Tien Tzuo는 제품을 일회성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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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복적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켜야 함을 주장했다[3]. Tzuo는 구독모
델이 새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디지털 구독이 가능해지면 
제품경제(product economy)가 구독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4]. 구독경제 이전에 가장 주목받
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는 ‘공유경제’였다. ‘에어비앤
비’, ‘우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
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에 
기반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인
식된 바 있다. 공유경제의 성장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및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장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3], 최근에는 사무실공유 플랫
폼인 ‘위워크’가 IPO(기업공개)를 철회하는 등 공유경제
의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는 
구매를 통한 ‘소유’를 넘어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미가 있으나, 공유경제가 구매를 통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인 반면, 구독경제는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또한 
공유경제는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존제품
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우버’나 
‘에어 비앤비’와 같이 플랫폼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는데 
반해, 구독경제는 본질적으로 일정기간 만큼 구독료를 지
불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
하는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
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구독경제의 특성은 큐레이
션(curation)이라고 불리는 ‘맞춤형 서비스’로 소비자의 
구매상품과 서비스를 분석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구독제품을 추천 및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배송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일일이 구매시점에 제품에 대한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했다. 이는 구독경제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소유를 넘어 제품에 대한 다
양한 공유와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5]. 그러나 이와 같
은 구독서비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맥킨지 앤 컴퍼니는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1/3이 3개월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며, 6개월 안에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는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이러한 구독취
소의 배경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낮은 
가성비, 소비자의 사용량에 따른 변동 등의 경우로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 확대 
방안이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더욱 절
실한 상황이다[3].

2.2 HMR(가정간편식)
가족규모의 축소화, 고령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식사 해결방법으로 가정
에서 조리하는 식사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조한 ‘식사 
대용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제품이 가정식
사 대용식(HMR)이라고 할 수 있다[7]. HMR에 대한 정
의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개념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그 형태나 조리방
법에 따라 Ready to Eat(RTE), Ready to Heat(RTH), 
Ready to Cook(RTC), Ready to Prepare(RTP) 등으
로 분류되고 있다[8]. HMR 시장이 확대되면서 HMR은 
단순히 짧은 조리시간 혹은 식사 대용식의 개념에서 벗
어나 맛과 건강 그리고 영양까지 추구하기 시작했고, 변
화하는 HMR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제품 카테고리의 확장
과 유통 방식 등에서 유통제조업체들은 각기 다양한 차
별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기존에는 유통
업체 간에 PB(private brand) 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던 상황이 최근에는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어 
HMR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NB(national brand) 상
품의 고급화, 차별화 경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HMR 시장의 도입 초기에는 주로 사전 조리과정이 축소
된 즉석 RTE나 RTH에 집중되었던 반면, HMR 시장이 
확대되고 고급화, 세분화되면서 점차 관련기업들은 
HMR 제품의 형태를 RTC나 RTP로 이동시키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유통업체들은 고급 레스토랑 맛을 재현한 
RMR(restaurant meal replacements)을 강화하고 있
으며, 제조업체들은 특수목적형 HMR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식, 다이어트식, 치료식 등의 케어 푸드(care food)
로까지 HMR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9]. 

2.3 소비가치와 소비자태도 
소비가치란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

능한 가치개념이다. 인간의 행동이나 판단을 이끄는 광범
위한 신념에 비해 ‘소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0]. 또한 소
비자가 제품 획득으로 부터 얻는 효용 및 가치 속성에 대
한 소비자의 신념이라고 하였다[11]. 전통적으로 제품의 
지각된 가치는 주로 품질 대비 가격이라는 경제성을 기
준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과 가격만으로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용 및 신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9호74

판이 제기되었다[10].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비
자의 선택행동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하며, 소비
자행동, 마케팅, 경제학 및 사회학 분야 등에서 통합적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소비가치 이론
(theory of consumption values)을 제시하며, 소비가
치가 제품구매 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2]. 한편 Burns(1993)는 소비가치를 소비
자의 평가에 따라 제품가치(product value), 사용가치
(value in use), 소유가치(possession value) 및 전반적 
가치(overall value)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3]. 이 밖에도 가치 대비 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소비
자 가치는 제품 및 서비스 가치, 이미지 가치 등 총 소비
자 가치와 금전적 비용, 시간소요 비용,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 소비자 비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14]. 이렇
듯 소비가치의 유형에 관한 기존연구는 학자들마다 연구
의 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합
의된 분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HMR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각각의 차원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가치는 제품 및 서비
스의 구매 시 투입 대비 산출, 즉 효율적 가치를 의미한
다. 전통적인 제품에 대한 기본적 가치평가라고 할 수 있
으며, 품질 대비 가격이라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오래되고 전통적인 소비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란 비용과 편익에 대한 지각을 토대
로 소비자의 효용가치를 통합하여 측정한 것이다[15]. 둘
째, 기능적 가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가치를 가리킨다. 이는 곧 실용적 가치가 주안점
이 되며 제품의 외관, 용도, 사용의 용이성, 가격 등의 요
소가 포함되며 소비자가 이들에 대해 느끼는 효용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적 가치는 전통적으로 소비자의 제
품 선택 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16]. 셋째, 사회적 
가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적 특성과 유용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타인과의 사회적 교감을 중시하며 이
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려 하거나, 제품이
나 서비스의 사용을 사회적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인식하
는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사회적, 문화
적 배경에 따라 그 중요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집
단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회적 가
치의 영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 할 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는 그
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을 대표하

는 이미지의 제품이나 소속 사회집단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16]. 마지막으로 감정적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정서적 혹은 감
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감정 상태는 소비활동 
과정에서 즐거움, 흥분과 같은 쾌락적 경험을 추구하는 
상태이며, 소비자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로부터 즐거움
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적 가치가 소비자의 선택
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17]. 

이와 같은 소비가치의 개념을 요약하면 소비자는 지각
된 혜택과 지불대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떻
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소비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지불한 대가가 지각된 혜택보다 
더 크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18]. 다만 소
비자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선택할 때 위에서 제시한 차
원 중 한 가지 가치에만 영향을 받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
의 복합적인 영향을 모두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고 추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의 
소비가치는 소비자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
의 기능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2>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
의 감정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3>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
의 경제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4>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
의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4 소비자태도와 지속사용의도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
르면 태도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19]. 태도는 개인의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인지적 및 감정적 개인의 특성과 실제 행
동 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강도가 신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태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19].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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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에 긍정적 경험이 
많이 축적될수록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 및 이용하
려는 의지가 더 강화된다[21]. 또한 지속사용의도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으면 구매 후 
구전효과 및 재구매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22]. 이
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HMR 이용자의 긍
정적 소비자태도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소비자태도는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여 HMR 제품
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래의 Table 1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Variable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173
127

57.7
42.3

Age
29 and below

30-39
40-49

50 and above

127
91
56
26

42.3
30.3
18.7
8.7

Job 
type

College Student
Worker

Self-employment
Housewife

Professional
Management

Teacher / Official
Job seeker
Free Lance

8
156
42
29
27
5
6
4
23

2.7
52.0
14.0
9.7
9.0
1.7
2.0
1.3
7.7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78
222

26.0
74.0

Academic 
leve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Graduate School
38
210
52

12.7
70.0
17.3

Total 300 100

Table 1.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s 

3.2 측정도구
소비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Pihlstrom & Brush(2008)

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여,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에 대한 소비
가치를 측정하였다[23].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및 경제
적 가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
문항으로 총 16문항이다. 소비자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Dagevos(2005)의 3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24]. 지속사용의도는 Davis(1989)의 
측정문항에서 제공받은 구독서비스에 대한 계속사용 및 
추천의도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25]. 

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sa) 1 2 3 4 5 6
1. FV (.855)
2. EV .856** (.872)
3. MV .791** .814** (.906)
4. SV .698** .727** .746** (.917)
5. CA .617** .610** .649** .594** (.927)
6. ICU .552** .549** .610** .557** .766** (.847)
MEAN 2.566 2.643 2.962 3.087 3.290 3.415
SD .9477 .9511 .8980 .9823 .6877 .8375
Notes: 
1. N=300, **p<.0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2. a)FV=functional value, EV=emotional value, MV=monetary value, 

SV=social value, CA=consumer attitude, ICU=intention to continue to 
us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소비가치 중에서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는 r = 
.856(p<.001)로, 감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 에는 r = 
.814(p<.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설문조사에 사용한 모든 측정문항들은 Likert 5점 척
도에 의해 구성하였다. 각 변인들의 Cronbach α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문항들 사이에 내적일관성은 
확보된 신뢰성 계수가 나타났다[26].  

4.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은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AMOS 24.0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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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
근법에 따라 경로계수를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
하여 Table 3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27]. 

Variables Standard factor 
loading  C.R. AVE CCR

CV

FV1
FV2
FV3
FV4

.863

.836

.871

.858

-
18.171
19.446
18.976

.603 .800

EV1
EV2
EV3
EV4

.848

.864

.834

.815

-
18.231
17.332
16.765

.624 .891

MV1
MV2
MV3
MV4

.742

.820

.823

.792

-
13.507
13.554
13.082

.601 .758

SV1
SV2
SV3
SV4

.790

.702

.826

.771

-
12.009
14.109
13.277

.587 .799

CA
CA1
CA2
CA3

.638

.628

.912
-

9.120
8.430

.501 .743

ICU
ICU1
ICU2
ICU3

.770

.815

.858
-

13.587
13.781

.536 .749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적합도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지수를 확인한 결
과는 χ² = 658.843, df = 354, GFI = .963, TLI = .947, 
CFI = .954, RMR = .050, RMSEA = .054로 나타나 비
교적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부합되었다[28]. 각 측정변인
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기준치인 .60 이상으로 나타났
다. 측정항목들의 구성개념신뢰도(CCR)는 .70보다 크고, 
평균분산추출값(AVE)도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
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29].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분석을 확인하였다. 경로모형
에 대한 적합지수를 검증한 결과, χ² = 1720.573, df = 
364, GFI = 916, CFI = 937, TLI = .912, RMR = .059, 
RMSEA = .072로 나타나 대체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
다[28].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첫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의 
소비가치는 경제적 가치(1-3)를 제외한 소비자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든 가설 1(1-1, 1-2, 1-4)
은 채택되었으나, 경제적 가치와 소비자태도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둘째, 소
비자태도는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2
도 지지되었다.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Result

H 1-1 .322  6.729** Significant
H 1-2 .236  5.152** Significant
H 1-3 .031 .840 Not significant
H 1-4 .133 3.421** Significant
H 2 .934  10.032** Significant

Note. **p<.001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구독서비스 이용자의 HMR에 대한 소

비가치가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태도가 사
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
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의 기능
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 중에서 기능적 가치는 제품의 물리적
인 실용성이나 기능상의 효용성 등 제품의 성능과 품질
에 대한 기능적 가치를 의미한다. 식품의 한 형태로 
HMR이 기본적 속성은 바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별도
의 조리과정이 필요 없거나 혹은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과 신속성, 사용 용이성 등의 실용
적 및 기능적 가치를 갖는다. 한편 HMR 구독자들은 단
기간 1회성 구매가 아닌 구독과 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HMR의 기능적 가치를 충분
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의 영향도 크다
고 보이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 방식의 유통채널이 ‘간편식 배송서비스’로 대표되는 
온라인 유통채널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IT기술과 소셜 미디어
에 기반을 둔 융복합 형태의 서비스로 인하여 콘텐츠뿐
만 아니라 이용시간, 이용 장소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
하여 구독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기술 환경의 변화
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인다.

둘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의 감정
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
용자의 지각된 제품 가치는 외부가치와 내부가치를 분류
가 가능하며 외부가치가 편의성과 효율성, 제품의 우수성
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내부가치는 소비경험을 통한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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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재미, 기쁨과 같은 주관적 감정으로 이루어진다[30]. 
이와 같이 감정적 가치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
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7,31]. 즉, HMR과 관련한 구독자는 자
신이 구독하는 제품과 구독서비스를 흥미 있는 구매행위
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독서비스를 통해 감정적 
가치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의 경제
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서비스는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
하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반복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시 마다 제
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비하여 구독서비스가 지
불하는 비용이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사용자
가 지속적인 구독을 결정할 때 비용 부담 보다는 제공되
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우선적으로 구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HMR 제품의 구독서비스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기능적 가치나 감정적 가치가 소비자태도에 
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안전성, 고
용감소,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저하 등으로 
인해 구독소비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HMR 관련 기업들은 이와 같은 이용
자의 소비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가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HMR 제품의 사회
적 가치는 소비자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 중에서 감정적 가치가 내부가치에 포
함된다면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나 사회적 이미지나 지위, 
혹은 부러움 등과 같이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인
식은 외부가치에 해당된다[30]. 사회적 욕구와 관련하여 
멤버십(membership)은 구매자 집단에게 소속감을 부여
하고 이러한 멤버십을 통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됨으로써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근원적인 욕구를 해소한다고 하였
다[32].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
며, 구독서비스 이용자들은 제품을 소유하고 과시하기 보
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태도는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태도는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형성된 소비자의 신
념과 태도이며, 이러한 소비자의 신념과 태도는 구매의도 
및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로[22], HMR 제품의 구독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는 소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를 통해 만족감을 느꼈을 때 HMR 제품의 지속사용의도
가 실제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 계약된 제품을 받아보게 되는 상거래 
형태가 HMR과 같은 식음료 사업에서도 유효하다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HMR 산업이 아직 완전
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HMR 구독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소
비패턴의 변화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가
급적 회피하려는 소비 트렌드와 더불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로 사용자들에
게 구독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MR에 대한 구독서비스가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HMR의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구독 해지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둔다
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구독을 하고자하는 판단 
근거인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라는 특성 때문에 IT기능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
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구독경제의 장점이자 고
유한 특성 중 하나인 큐레이션 시스템(추천형 구독경제
모형)이 사용자의 니즈와 얼마만큼 적합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아직은 존재한다. 또한 HMR은 본질적으
로 사용자의 영양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
품이기 때문에 정기배송 상품의 미 배송 혹은 배송지연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품질에 대한 치명적인 신뢰
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가격변동이 급격히 발생
한다거나 사전에 변동된 가격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하여 사용자의 부
정적 인식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가 HMR 산업이 구독
서비스와 얼마만큼의 적합성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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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HMR 구독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변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
양한 차원의 변인과 매개변수 등을 적용하여 보다 심층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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