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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이미 변경되
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전문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의 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분석결과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특히 소비자를 2개
의 세대 그룹(Z세대 vs. 밀레니얼세대)으로 나누어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소비활동 변화와 식품구매 행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온라인 유통이 강화되어가고 있던 추세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영향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대별로 코로나19 우려 정도의 차이에 따라 소비행동도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속화하고 
있는 ‘언택트’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행동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관련된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으로는
식품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코로나19, 식품, 소비행태, Z세대, 밀레니얼세대

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consumers' attitudes and behavior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OVID-19 outbreak in a situation where consumption patterns are already changing due to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dual-income 
couples. To this end, the results of an online survey conducted on 500 panels of Nielsen Korea were 
us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consumers were divided into two generation groups (Generation Z vs. 
Millennial) and analyzed and presented changes in consumption activities and food purchasing 
behaviors changed by COVID-19. As a result, the existing online distribution trend has been 
strengthened, and its impact has been amplified by COVID-19. These changes also resulted in different 
consumption behavior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cern for COVID-19 by gene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turns consumers' behavioral changes into new opportunities, focusing on the 
accelerating a new ‘contactless’ lifestyle, which will provide managerial implications for the food 
industry's response strategies in relation to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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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How the Virus Transformed the Way 
Americans Spend Their Money”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미국의 소
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심리 및 행태변화를 살펴보았다. 최
근의 소비패턴은 식료품점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화장지, 파스타, 밀가루, 비누를 포함한 가정 내 필수품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이 다시 유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미국의 소
비패턴 변화처럼, 국내도 소비자의 구입품목 중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출품목에
서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2]. 또한 온라인 채널을 통
한 구매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소비자의 상품구입
행태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급
격히 가속화되고 있다[2].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바꿨고, 
새로운 소비습관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외식 및 오프라인 
쇼핑에 제한을 받게 되어 이른바 ‘언택트(Untact: 비대
면)’ 소비 형태인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이용이 크게 증
가하였다. 향후 바뀐 소비습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
며, 소비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달과 인공지능(AI) 및 사물 인터넷(IoT) 등으
로 경영환경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셜 미디어 및 모바
일 툴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작
용으로 ‘언택트’ 비즈니스의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3]. 특히 감염의 확산은 이동제한과 외출자제로 오프라
인 쇼핑을 비롯한 외부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식품군 등을 이용하는 소비
가 확대되었다. 직장 등 외부에서는 집단 감염에 대한 우
려로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혼밥족’ 이 급격히 증가
하여 직장인 도시락 판매량이 2020년 3월은 작년 동기
간 대비 79%나 증가하기도 하였다[4]. 또한 코로나19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수정 또는 보완하여 속
도를 가속화시키는 방아쇠 역할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위기를 바꾸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피버팅
(Pivoting)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업계는 
사람에서 화물 운송으로, 농가의 피버팅 전략은 판매경로
를 변경시켰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유통 채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방식 등 식품 산업을 둘러싼 환경
이 비대면 소비로 확대되고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소비
자들이 구매결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요인들(예: ‘음식의 맛’과 ‘새로운 맛’의 가치보다는 건강 
관심 및 비축형 식품소비증가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일부 서로 다르게 나타나 기존의 소비자 가치관이 바
뀐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1인 가구와 맞벌이 부
부의 증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이미 변경되
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변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세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매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Z세대는 코로나19에 덜 민감하고 대면접촉을 더 줄이는 
경향이 보이고, 밀레니얼세대는 가장 민감하여 자신과 가
족의 위험노출을 줄이려한다. X세대의 경우에는 고소득
층이 매우 민감한 반면, 저소득층은 낮게 나타나 소득 양
극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가속화
되고 있는 ‘언택트’ 중심으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소비
행태 변화를 살펴본 후, 향후 식품업계의 대응전략에 대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식품산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16 식품산업 주요지표’에 따르면 국내 식품산업 규모
는 2004년도에는 92조원 정도에서 2014년 약 164조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로 성장을 했으며, 부문별로 
외식업이 35.5조원 및 식품제조업이 36.4조원으로 증가
했다[5]. 또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0년 9월 상품부
문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대비 식품(84.8%), 
생활(54.4%) 등 모든 부문에서 늘었다[6].이는 코로나19
로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패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
인 식품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점원
이 아닌 특정품목의 온라인 단말기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인 키오스크(KIOSK)에서 결제하는 것이 일상화되
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여 배달
앱 설치 및 사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식품유통업계에 따
르면 2019년 월평균 증가율 대비 배달앱 설치량은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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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량은 8.5배 정도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배달 서비
스 관련 사업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3]. 

또한 인공지능(AI)이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은 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
비자의 비대면 활동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
서 식품유통 분야의 기업들은 파괴적 이커머스 시대에 
걸쳐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에 불가피한 과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 대한 개인
화 및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
에 따른 환경변화로 식품유통채널도 통합 또는 융합되어 
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두 가지 이
상의 아이템이 함께 한 가지 매장 안에서 운영하는 방식
으로 ‘매장 안의 매장’인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입점하는 방안도 등장하였다. 프리미엄 브랜드나 제품의 
경우 대형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하여 브랜드 파워
(Brand Power)와 오프라인 소싱 파워(Sourcing 
Power)를 활용한 다양한 복합 경험을 제공하는 컨셉 매
장(Concept Store)이 새로운 트렌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유기적인 채널 운영형태로 옴니채널
은 매장,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여러 채널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쇼핑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식품
의 1차 원료가 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
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
템으로 스마트 팜도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서
울교통공사는 팜에이트(Farm8)와 협업하여 도심농업을 
활성화하고, 미래형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스마트 팜을 구현하는 지하철 농장인 메트로팜을 운영 
중이다.

2.2 소비행태관련 연구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아실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구
매행동을 개성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제품을 구
매하는 성향을 보인다. 소비의 행태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표적시장 내의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이며, 성과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와 관
련한 소비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재적 쇼
핑가치(extrinsic shopping value)는 실용추구 소비를 
의미하며 소비를 하나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과업을 완수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7]. 이에 반해 
내재적 쇼핑가치(intrinsic shopping value)는 소비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비경험을 중시하며 개인적인 즐거움

과 쾌락을 전제한다[8]. 또한 수동적 쇼핑가치(reactive 
or passive shopping value)는 소비제품이나 소비경험
을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이며, 능동적 쇼핑가치
(active or participative value)는 기업의 적극적인 전
략적 의도를 기반으로 하며 소비 대상물과 소비자 간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9]. 반면 Holbrook and 
Hirschman(1982)은 소비자들이 이성적 소비가치를 추
구할 뿐만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험적 쇼
핑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10]. 따라서 고객의 
소비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요구
되며, 이를 통해 제품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미래행동의
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지표로 삼을 필요
가 있다[11].

국내 연구에서는 연령 별로 선호도의 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는데, 선호도와 만족도, 재구매 의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선택속성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는 편리성과 편의성 두 요인이 구매의도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편리성 보다는 
편의성이 구매의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소비자 집단을 대학생들과 일반 소비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소비목적이 
제품에 대한 선택속성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14]. 상품의 선택속성 중에 가치와 유용성과 간편성 및 
식품품질이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선택 속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고객만
족도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15]. 

2.3 MZ세대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약 1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2019년 세대별 인구 
분포 전망’에서 Z세대는 21.7%, 밀레니얼세대는 22.2%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6]. 세대에 따른 생활방식과 
소비문화가 이전 세대들과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소비 패턴을 가진 소비자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
고, 사회적 현상에 기여하는 소비활동과 가치소비를 만드
는데 주축인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 두 세대는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MZ세대로 합쳐 일컫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
대와 Z세대를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는 자신
의 연령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으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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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다르다. 또한 같은 연령층의 집단은 다른 연령층 집
단과 비교할 때 가치관이나 생활태도, 소비행동에 있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와 같은 연령층에 있는 밀레니
얼세대란 1980년에서 2000년 출생까지를 포함한 세대
를 통칭하며, ‘개인’과 ‘취향’을 중시한 X세대를 뒤를 잇
는 세대이기에 Y세대로 부르기도 한다. 밀레니얼세대는 
IT(정보 기술)가 발달하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소셜 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의 
중심으로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도 강하다. 또한 밀레니
얼세대를 이해하려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에 기반으
로 고객관리 중심인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반면 Z세대는 1995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출생한 
지금의 10대와 20대인 세대를 뜻하며, Y세대의 다음 세
대로 모바일 및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라고 부른다. 또한 스마트폰을 신체 일
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로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 세대라 한다. 이들은 즉각적인 통찰을 원하며, 
글보다는 짧은 동영상이 익숙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
한다. 기존의 다른 세대들과는 다른 합리주의를 우선하거
나 실제성과를 중요한 가치로 본다. 

3. 연구방법

3.1 조사목적
코로나19로 등장한 소비·산업·심리 트렌드는 기업의 

자료와 빅데이터, 매출 통계 등 소비패턴과 현상을 바탕
으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진보되고 있으며, MZ세
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새로운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과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식
품관련 기업은 장기간 이어질 파급효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전국 규모의 조사응답자
를 확보하고 있는 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아가 패널 만 19
세~50세 소비자 500명(성, 연령에 따른 인구비례 할당
적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소비자를 2개의 세대 그룹(Z
세대 vs. 밀레니얼세대)으로 나누어 코로나19로 인해 바
뀐 쇼핑과 소비활동 등 소비구매 행태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실사 기간은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이다.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래의 Table 1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
였다.

Variable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265
235

53.0
47.0

Age

19-22
23-29
30-39
40-50

55
104
147
194

11.0
20.8
29.4
38.8

Generation
Gen Z (19-25)

Millennial (26-39)
Gen X (40-50)

98
208
194

19.6
41.6
38.8

Occupation

Specialist 
Self - employed
Managerial level 
Office worker
Salesperson

Service worker
Government officers

Technician
Freelancer
Housewife

Student
School teacher

Running a business
Others

33
26
21
194
13
12
14
19
21
39
57
10
3
38

6.60
5.20
4.20
38.8
2.60
2.40
2.80
3.80
4.20
7.80
11.4
2.00
0.60
7.6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67
233

53.4
46.60

Family 
member

1
2

over 3

62
76
362

12.4
15.2
72.4

Income
High

Middle
Low

138
174
188

27.6
34.8
37.6

Total 500 100

Table 1.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s 

4. 분석결과 및 해석

4.1 소비활동 변화
닐슨코리아의 코로나19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3], 

상반기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상품 수출입 등이 모두 감
소한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정보 민감도의 증가는 소비자들
의 집안 내 활동증가, 외부활동 자제,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 및 건강관심 증가로 이어져 다양한 제품 구입 및 서
비스 이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 내 활동 증가는 자
연스럽게 전반적인 소비재 구매로 이어졌으며, 쾌적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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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환경을 위한 클리닝 및 세제 제품구매와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의 클리닝 가전 제품구입 의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집에서의 요리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오븐, 인덕션, 
커피머신 등 주방가전과 라면, HMR(가정간편식), 냉동
식품 등 비축형 식품소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
부활동과 이동이 줄면서 외식분야의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매장 방문보다는 배달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채널 이용과 스포츠/레져, 여행 등이 크게 감소
하고, 화장품 등의 뷰티 제품 소비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
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대별로 코로나19 불안 정도의 차
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Z세대는 코로나19에 덜 민
감하고 대면접촉을 더 줄이는 경향이 보이고, 밀레니얼세
대는 가장 민감하여 자신과 가족의 위험노출을 줄이려는 
특징을 보였다.

Fig. 1. Consumer activities / behaviour change 

Figure 2와 같이 생활면에서 집안 내 활동은 뚜렷하
게 증가하고, 외부활동은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
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채널이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대
형마트, 식품소매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채널이용은 감
소하였다. 이러한 이용행태는 2~3개월간 지속될 것이라
고 예상했으며, 대형마트가 가장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외식, 스포츠 및 
레져, 쇼핑몰 방문, 외부오락 활동, 여행이나 이동은 모두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외출자체와 대면활동 감소로 
외식이 크게 줄어들면서 함께 판매되는 음료나 주류의 
소비감소가 예상된다. 집안에서 머무르며 먹고, 놀고, 일
하는 생활패턴으로 변화되면서 가정에서 요리하거나 배
달 또는 포장해서 집에서 식사하는 활동이 크게 증가하
였다. 그에 반해 음식점이나 매장에 방문하여 취식하는 
활동은 확연히 감소하였다.

Fig. 2. Changes in the use of shopping channels

4.2 식품구매 변화
‘코로나19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3], 소비자의 먹거

리와 식품 관련 활동 중 코로나19에 대한 감염과 확산 
우려로 인해 대형할인점, 편의점, 식품 소매점 등 오프라
인 유통채널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
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쇼핑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회당 
구매량을 확대하였다. 반면에 식료품 구매가 거주지 인근 
마트와 온라인 쇼핑채널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매장 내 
식사 비중이 높은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이
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든 반면,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과 홈쿡(Home 
Cook), 음식 배달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심리적 불안으로 비축 식
품 니즈가 높아지고 홈쿡 및 HMR(가정간편식) 등의 수
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공식품으로 즉석 식
품과 반조리 식품의 소비 또한 늘었다. 음식 배달의 비중
은 코로나19 이후 32%에서 5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매장 내 취식의 비중은 44%에서 19%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 내 활동증가로 코로
나19 이전보다 소비재 구입이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를 대비하고 가정 중심의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편리성을 갖춘 면류, 냉동식품류, HMR
(가정간편식) 등 저장식품류와 가정 내 요리의 증가로 조
미료나 쌀, 밀가루 등 주식류의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정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각종 클리너나 
세정제, 비축형 비식품 제품인 휴지 등 제지류, 생수나 음
료수의 구입 역시 증가하였다. 주류의 경우 집안 내 활동
증가로 ‘홈술’ 니즈가 있으나 오프라인 채널이용이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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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VID-19 impact on Z generation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내지 소폭 증가했
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Fig. 3. Food consumption changes

4.3 세대별 영향 (Z세대 vs. 밀레니얼세대)
MZ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며, 자신

만의 기호 및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코
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이러한 MZ세대의 특성
과 맞물려 자기 성향에 맞는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대응 행동
은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1995년 이후에 출생한 19
세~25세를 아우르는 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코로
나19 감염 위험에 덜 민감하지만, 26세~40세를 포괄하
는 밀레니얼세대는 본인의 가족과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코로나19 우려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윗세
대에서 ‘마스크 착용’을 신경 쓰는 것과 달리, 사회적 거
리두기와 손 씻기, 손세정제 사용을 중심으로 감염을 예
방하고 있어 감염방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여행이나 매
장 내 취식, 카페 등 만남과 대면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온라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구매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밀레니얼세대는 개인과 자신 모두 감염위험을 우려하
였는데, 이는 다른 세대보다는 개인과 가족중심의 가치관
이 밀레니얼세대에서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밀레니얼세대는 배달 비중을 크게 늘렸
고, 라면, 냉동식품, HMR(가정간편식) 등 비축성 식품구
입이 증가했으며, 개성과 표현욕구가 높은 세대 특성상 

스타일러와 건조기 등 의류관련 전자 제품구입 의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레니
얼세대의 기혼자는 감염우려를 가장 많이 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쇼핑몰 방문, 해외여행, 오락 
활동 등을 감염우려로 인해 줄이고, 집에서 요리와 온라
인쇼핑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출은 크
게 줄이고, 보관식품 구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미혼자는 재택근무가 늘고, 라면과 HMR(가정간편식) 
및 냉동식품 구입이 증가했으며, 배달 및 포장을 많이 하
고 여행계획(여름휴가계획)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5. COVID-19 impact on Millennial generation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세대 간의 소비 특
성 및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실증적인 발견을 통해 관련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 가속화가 식품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변화는 업계 내 가치사슬
(Value Chain)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비즈
니스 환경의 출현인 디지털 경제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
면 식품업계는 보다 유연하게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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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언택트’ 비즈니스 전략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코로나19 이전에 진행해온 기업의 비대면 활동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인력감축을 통한 수익개선을 위한 효
율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
나19 이후 식품기업의 비대면 활동은 고객정보에 대한 
마켓 센싱(Market Sensing)을 바탕으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대응, 데이터 분석토대의 소비자 
이해, 새로운 멀티채널 혹은 옴니채널 구축, 디지털 고객
경험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
건이 되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전략
적 변화에 나설 때임이 분명하다. 향후 전개될 전례 없는 
생활유형 및 양식(Living a New Normal)과 코로나19
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면밀히 고려하여 각 유형별
로 나타나는 소비행동에 맞는 대응 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세대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으로 코로나19 이
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변화
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의 불안감, 장기화에 대
한 우울감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 등을 고
려한 가치의식이 제고되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바
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품질성에 대해서는 식품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소비패턴은 최근 국내의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편의성뿐만 아니라 식품품질에 대한 개선 요구도 커져가
고 있는 식(食)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소비패턴이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이용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사용자 주도에 초점을 맞추어 헬
스·웰니스, 친환경 제품, 식품품질 개선 등 다양한 소비자
들의 욕구를 파악해 이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여 소비자
의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프라인 식품 구매를 고수하던 소비자도 코로
나19 이후 온라인 채널로 유입되면서 빠른 속도로 식(食)
생활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비대면에 적응된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의 편리성을 인지하면서 새로운 
식품구매 패턴의 패러다임으로 점차 다변화 및 전환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소비자
의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 하는 등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의 커머스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 등과 같이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특화된 서비스 및 소비자와 실시간(real time)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대비
하기 위해 사업다각화가 요구된다. 이는 코로나19가 장
기화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시장 환경과 소
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변화가 사업기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수립하여 경쟁력을 제고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반응에 세대별 및 계층별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 유통과 인터넷을 포함한 새
로운 유통의 통합 노력인 옴니채널 등 비즈니스 활동에
서 변화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본 연구는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전국의 패널을 활용하여 소비행동에 대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결과를 통해 소비행태
를 유형화하고, MZ세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의 결
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간적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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