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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논문

밀키트 선택속성이 소비자 만족,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20~30대 1인 가구
밀키트 소비자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1)

20~30대 1인 가구는 ‘혼밥’문화와 더불어 HMR 및 밀키트의 급격한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국내외 밀키트 시장의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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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밀키트 시장 규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밀키트 관련 선행
연구는 밀키트의 상위개념인 HMR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밀키트
의 주요 소비층이자 트렌드 선도자인 20~30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밀키트 선택속성(편
리, 가격, 품질, 즐김)이 소비자 만족,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합적
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밀키트 제품 구매 및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밀키트 선택속성 4가지 중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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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편리, 가격, 품질) 속성은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즐김 속성은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이 없었다. 만족은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만족
은 밀키트 선택속성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밀키
트 제품 연구자 제조업계 및 광고PR 담당자에게 20~30대 1인 가구 소비자 특성과 연관된
기초자료 및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제어: 밀키트, 가정간편식, 밀키트 선택속성, 만족, 구매의도, 추천의도, 푸드 광고
PR, 푸드 커뮤니케이션, 푸드 광고PR, 푸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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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20~30대 1인 가구 소비자
에 대한 밀키트 소비 심리 및 관련한 광고PR 커뮤

한국의 가족 단위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최

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근에는 1인 가구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장임숙,

밀키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품산업의 신

2020). 1980년대 총가구에서 단 4.8%에 불과했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재현, 2020). 밀키

국내 1인 가구는 2019년 전체 가구에서 30.2%를

트는 Meal(식사) + Kit(키트, 세트)의 합성어로 쿠

차지하며 614만 7,000가구까지 증가했다(통계청,

킹박스(cooking box) 또는 레시피 박스(recipe

2020). 이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의 1인 가구 비

box)라고도 불린다(김옥선, 2018; 오왕규, 홍주연,

율의 증가가 뚜렷했다. 2015년 기준 각각 88만

2019). 2018년 기준 약 200억 원의 규모였던 국내

7,000가구, 95만 3,000가구였던 20대와 30대 1인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9년 400억 원으로 2배 이

가구 수는 2019년 기준 각각 111만 7,600가구, 103

상 커졌으며, 2021년에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만 5,600가구까지 증가하여 20~30대 청년 세대의

전망된다(최태호 외, 2020; 홍연, 2020). 한국농촌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1인 가구의 35%의 비율을

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밀키트 시장은 향후 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년 이내인 2024년까지 7,000억 원대 규모까지 성장

이렇게 급증한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부상하면서 솔로 이코노미(solo-economy), 싱글슈

있다(고승희, 2019). 밀키트의 시장 성장에 따라

머(single+consumer) 등으로 불리며(장용현 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HMR과 동일하게 ‘즉

2016),

Replacement,

석조리식품’으로 관리되었던 밀키트를 새로운 식

HMR) 및 밀키트(Meal-Kit)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

품 유형으로 신설하여 별도의 식품 유형인 ‘간편조

었다(이두영, 2018). KOSME 융합금융처(2019)는

리세트’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박현진, 2020).

가정간편식(Home Meal

소비자가 ‘혼밥할 때 HMR 소비가 식사 형태의 41%

밀키트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

를 차지’한다며 1인 가구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가 외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간편식 수요

변화로 인해 HMR시장과 밀키트의 수요가 빠르게

급증을 들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왕규, 홍주연, 2019).

(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한편, 국내 1인 가구는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35년

자제하며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개학이 연기되는

에는 764만 가구(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등 집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늘었다(홍연, 2020).

다(안중현, 2020).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면

에 따라 향후 밀키트의 성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서 재택과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자, 외부활동의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인 가구 가운데서

축소와 함께 가정에서의 취식(내식)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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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정간편식(HMR)의 소비 또한 크게 증가했

진용, 2013; 우현주, 2013; 장상준, 2019). 추천의도

다(이정희, 2020). 경기둔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는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해 잠재

언택트 식생활 확산으로 감소하는 외식 소비를

소비자에게 확실한 정보를 얻게 해주는 구전 커뮤

HMR이 빠르게 대체한 것이다(KOSME 융합금융

니케이션으로(권동극, 2011; 이유재, 1994), 구전에

처, 2019).

의한 정보를 추천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구매에 대

앞서 언급한 밀키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HMR
과 구분되는 밀키트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식품

한 압력을 불어넣는다(Arndt, 1979; 김가희, 윤병
국, 2016; 이근수 외, 2016).

소비 연구는 밀키트의 상위개념인 가정간편식

본 연구는 밀키트 제품 구매 및 이용 경험이 있

(HMR)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진희,

는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밀키트 선택속성

전유정, 2015; 김희연, 2016; 신형철, 2018; 여경옥,

과 소비자 만족, 그리고 밀키트 구매의도 및 추천

정주희, 2020; 장상준, 2019; 정순영, 2013; 조정환

의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밀키트 제

외, 2011; 최용석, 홍창은, 2017). 또한, 밀키트 관련

품의 판매 광고PR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연구

선행연구들을 보면 밀키트 주 소비층인 1인 가구

가 되고자 한다.

특히 소비문화의 중심이 될 20~30대를 중심으로
그들의 구매 행동과 심리에 집중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문헌연구

소비자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예측
하기 위해 만족, 구매의도, 추천의도 등 다양한 변

1. 1인 가구의 증가와 식품 소비 패턴 변화

인이 활용되어왔다. 특히 만족은 고객의 욕구와 기
대에 대한 평가, 소비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최근 들어 국내 1인 가구 중에서도 ‘밀레니얼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큰 비

세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

중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김동수, 김찬우, 2021; 김

반 출생한 2030세대의 1인 가구가 늘고 있다(통계

정수, 2020; 양동휘, 2018; 최태호 외, 2020). 구매의

청, 2018). 통계청의 표준 정의에 의하면, 1인 가구

도는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경향이자 특정

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이자 ‘1인이 독립적으로

제품에 대한 구매 의지로(강선아, 2010; 송재혁,

취사 및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다(하지

2016; 오진용, 2013; 우현주, 2013; 장상준, 2019;

경, 이성림, 2017). 1인 가구가 늘어난 배경은 주로

조우철, 2010; 하재만, 2019), 구매 행동과 가장 인

경제적, 사회적, 인구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불안

접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중

정한 고용, 소득수준 저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요 예측 변인으로 이용되고 있다(강선아, 2010; 오

등의 경제적 요인(최태호 외, 2020), 초혼 연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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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교육수준 증대,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 확대,

대표적인 식품 분야에서의 변화는 가정간편식

결혼관 변화 등의 사회적 요인(이계음 외, 2015),

(HMR) 시장규모 성장이다. 1인 가구는 편리성을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심화, 남녀 평균수명의 차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식품소비에서 간편화와

이 등의 인구적 요인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

소량화를 추구한다(이계임, 임승주, 2016). 식품업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비혼주의자

계는 1인 가구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밀키트

의 증가와 같은 결혼관 변화, 학업 또는 직장 생활

를 포함한 HMR의 다양화 및 관련된 광고PR에 적

을 위한 자취 등의 경제적 요인은 최근 20-30대

극적이다. 구체적으로 소용량 제품 수요의 증가(소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의 직접적인 요

량화)와 함께 HMR 수요의 확대(간편화)가 진행되

인이다(통계청, 2018).

고 있다(이계음 외, 2015).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가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소비의 주체가 4인 가구로 대변되는 다인(多

2. 밀키트 선택속성

人)에서 1인 가구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송응철, 2020). 1인 가구의 소비가 전체 가계

밀키트는 원재료를 이용한 신선한 음식 섭취와

소비지출에서 2006년 6.7%에서 2012년 9.2%로 증

간편한 조리, 레스토랑 수준의 고급 요리를 직접

가했다는 통계는 1인가구가 시장의 새로운 소비

할 수 있다는 즐거움, 외식보다 30-40% 이상 저렴

주체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박현우, 나건, 2015).

한 비용 등의 장점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타리크와 동료들(Tariq et al., 2016)은 1인 가구의

반응을 얻고 있다(김옥선, 2018; 박민희 외, 2019;

소비 패턴과 소비 선호도를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정현채, 김찬우, 2020). 구매한 제품을 그대로 먹거

하나의 독립된 소비자 범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나 데워서 먹는 인스턴트 식품의 태생적 한계를

주장하기도 했다(Cho et al., 2020). 실제로 기업들

가지고 있는 가정간편식과는 달리(양유영 외,

은 3인 혹은 4인 가구보다 가처분 소득이 높은

2019), 밀키트 제품은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가

1인 가구를 칭하는 ‘나홀로족’, 1인 가구(single)와

정에서 직접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다는 점에서 소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싱글슈머(single-

비자에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간편하게 요리할

sumer)’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집

수 있는 즐거움과 동시에 건강한 식사를 선사한다

중적으로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박현우, 나건,

(박민희 외, 2019; 배정원, 2020; 정현채, 김찬우,

2015; 염현주, 2020).

2020). 또한, 손질된 재료와 정확한 계량, 상세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와 시

조리방법을 통해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소비자에

장의 반응은 특히 식품 업계에서 두드러진다(장용

게도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취 경험을

현 외, 2016; 도시경제, 2020; 시사저널, 2020). 가장

제공한다는 점을 차별적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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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외, 2020).

하는 제품의 특성을 의미한다(강찬호 외, 2008; 김

밀키트 시장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희, 전유정, 2015; Bum et al., 2009). 선택속성은

HMR의 한 유형인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하던 밀

소비자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넘어 실제 구매하

키트 제품을 새로운 식품 유형으로 신설하고 관리

기로 선택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에 나섰다(박현진, 2020). 앞으로 밀키트를 HMR의

하며(김종성, 하규수, 2010), 구매행동·의사결

한 유형이 아닌, HMR과 구분된 독립적인 식품 유형

정·재구매의도와 같은 소비자의 미래 행동과 관

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표 1>은

련이 높다(이강연, 2019; 최태호 외, 2020).

밀키트와 가정간편식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HMR 및 밀키트 선행연구들에서는 제품 구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

및 만족도에 있어서 선택속성의 중요성을 검증해

보에 따르면 2017년 20억 원에 불과했던 밀키트

왔다. 밀키트 상품과 유사한 HMR 상품 선택속성

시장 규모는 2020년 1,882억 원으로, 100배가량 커

을 다룬 최성웅과 나영선(2013)의 연구에서는

져 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백민정, 2021). 그러

HMR 선택속성(HMR 품질, 편의성)이 재구매의도

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소비자가 중요하게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고려하는 특성이 다를 수 있다(장윤정, 2009; Bum

김진희와 전유정(2015)은 HMR 선택속성 5가지(정

et al., 2009). 이와 관련된 개념인 선택속성

보성, 다양성, 신속성, 가격성, 편리성) 중 다양성,

(selection atfributes)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격성, 편리성이 고객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중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시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표 1> 밀키트와 가정간편식의 차이
밀키트 (Meal Kit)

정의

가정간편식
(Home Meal Replacement)

한 끼 분량의 특정 음식에 필요한 식재료들이 손질되어 필요
한 만큼만 계량 및 포장되어 있고, 상세한 조리법이 함께 단순한 조리과정만 거치면 간편히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제공되어 15-30분 정도면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제 가공, 조리 및 포장해 놓은 식품
품

분류

간편조리세트(RTC, RTP)

즉석섭취식품(RTE,
즉석조리식품(RTH,
즉석조리식품(RTC,
간편조리세트(RTP,

ready
ready
ready
ready

to
to
to
to

eat)
heat)
cook)
prepare)

해당
식품
(예시)

다진 마늘, 다양한 용도의 자른 채소,
된장찌개 세트, 파스타 세트, 등

도시락, 김밥/삼각김밥류, 간편과일, 즉석밥, 냉동만두, 냉동
볶음밥, 즉석카레, 등

특징

1) 원재료를 이용한 신선한 음식 섭취
1) 주로 레토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과 같이 간단히 가열하
거나 그대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출시
2)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즐거움
3) 재료와 정확한 계량, 상세한 조리방법을 통해 요리를 잘 2) 식품의 구매와 조리 및 소비의 과정에서 편리함과 시간
절약, 외식비용보다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
못하는 소비자에게도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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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제품을 다룬 신형철(2018)의 연구에 따르면,

(Sharnock, 2018) 또한 소비자들이 밀키트를 선택

HMR 선택속성 3가지(음식품질, 편의성, 가격성)가

하는 이유로 편의성을 꼽았으며, 김찬우와 이강연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편의성만이 재구

(2020), 송주완(2020) 역시 편의성을 소비자들이

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키트를 구매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편리’에

밀키트 선택속성을 다룬 선행연구도 HMR 선행

는 식사 준비를 위한 노동 및 시간의 단축과 제품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양유영 외(2019)

구입 용이성 등의 하위 요소가 포함되었다.

의 연구에서 밀키트 13가지 선택속성(위생, 품질,

‘가격’ 속성은 1인 가구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맛, 조리간편성, 가격, 구매용이성, 포장단위, 영양,

가구에 비해 식품 구입 시 가격과 포장단위(용량)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 제품 브랜드, 친환경 식

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이계

재료 사용 여부, 포장디자인, 지역 식재료 사용 여

음 외, 2015)를 참고하여 선택속성으로 도출했다.

부)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소비자가 밀

닐슨 보고서(NIELSEN, 2018)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키트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 항목은

높은 가격이 빈번한 밀키트 사용의 주요 장애가

위생, 품질, 맛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채와 김찬

되었으며, 응답한 밀키트 소비자의 50%가 밀키트

우(2020)는 밀키트 상품의 선택속성 4가지(편의성,

가 더 저렴하면 보다 자주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양성, 품질, 가격) 중 편의성과 가격이 구매행동

고 했다. 또한 조와 동료들(Cho et al., 2020)은 합

및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리적 가격이 밀키트와 관련된 핵심 선택속성 중

또한, 최태호 외(2020)의 연구에서는 밀키트 선택

하나로 꼽았다. ‘가격’에는 합리적 가격, 일반 식료

속성 4가지(맛과 품질, 간편성, 가격, 포장형태) 중

품 요리 대비 가성비 비교, 풍족한 양 등의 요소가

간편성 및 맛과 품질 속성이 만족에 정(+)의 영향

포함되었다.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HMR 및 밀키

‘품질’ 속성은 여러 밀키트 선택속성 관련 선행

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밀키트의 선

연구들의 결론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다고 도출

택속성을 편리, 가격, 품질, 즐김 등 총 4가지의

된 선택속성이다. 송주완(2020)은 제품의 품질에

하위요인으로 구성했다.

밀키트 제품의 맛, 영양, 건강 등의 하위 요소가

먼저 ‘편리(convenience)’ 속성은 1인 가구는 식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벌스(Birth, 2017)는 밀키트

사 준비에서 편리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식

가 다른 HMR 제품보다 더 건강하다는 인식이 소비

품 소비에서 간편화와 소량화를 추구하는데, 이러

자가 밀키트를 구매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

한 1인 가구가 늘면서 식품시장에서 HMR 수요가

했다(Cho et al., 2020). 샤녹(Sharnock, 2018)은 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이계임, 임승준,

정 내에서의 식사와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섭취 감소

2016)를 참고하여 선택속성으로 도출했다. 샤녹

등의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목표가 소비자들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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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를 이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요건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요리하는 즐거움 충족’

‘품질’에는 맛, 신선도, 위생, 영양균형 등의 하위

을 위해 밀키트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요소가 포함되었다.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즐김’ 속성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처럼 미리 손질된 식재료를 ‘직접 조리’하는

밀키트의 차별적 선택속성이다. 구매한 제품을 그

특성이 있는 밀키트는 조리과정 유무의 차이로 인

대로 먹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일반 가정

하여 HMR과 성격이 다르다(송주완, 2020). ‘즐김’

간편식(HMR)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별다른 재료

에는 밀키트 조리 시 느끼는 요리의 즐거움 및 요

준비 없이도 간편하게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과 요

리 욕구 충족 등의 하위 요소가 포함되었다.

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요리하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출한 속성이다. 이와 관

3. 만족과 기대 불일치 이론

련하여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HMR 대신 밀키트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에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한 후에 나타나는 여러

대한 욕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승민 외, 2019;

가지 반응 중 만족(satisfaction)은 소비자행동 연구

Cho et al., 2020; Goble, 2019; Lyon & Kinney,

와 마케팅 차원에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변수다(김

2013; Sharnock, 2018).

동수, 김찬우, 2021; 김정수, 2020; 양동휘, 2018;

먼저 이승민 외(2019)는 ‘요리하는 즐거움 충족’

최태호 외, 2020). 만족은 개인이 주관적 판단으로

을 위해 밀키트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

구성되는 제품에 대한 구매 후 평가다(Asker, 1996;

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와 동료들(Cho et al.,

최태호 외, 2020).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불한

2020)는 요리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요리 전후

비용과 그 대가로 받은 실제 제품의 결과를 비교

과정(메뉴 구상, 재료 준비, 요리 후 청소 및 정리

후 적절하게 보상받았다고 느끼면 만족으로 나타

등)의 번거로움 없이 요리할 수 있다는 점이 밀키

나고, 부적절하게 보상받았다고 느끼면 불만족으

트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리옹과 킨니(Lyon &

로 나타난다(Asker, 1996; Chon, 1990; 김기진, 이

Kinney, 2013)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요리의 시작

보순, 2009; 서정운, 2009; 조정환 외, 2011; 최태호

단계부터 요리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

외, 2020).

장했으며, 고블(Goble, 2019) 또한 오늘날의 소비

기업들은 만족을 기업의 확장, 시장점유율의 개

자들이 가정 내 음식 준비와 관련된 경험을 즐기기

선, 재방문 및 구전의도의 확보, 경영이익의 개선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

에 대한 명확한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Barsky,

애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샤녹(Sharnock, 2018) 역

1992; 이은지, 이준혁, 2007), 고객의 만족과 불만

시 소비자들이 식사를 직접 요리해야 하는 필수

족은 기업 활동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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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최태호 외, 2020). 그러나 HMR 및 밀키트 선

기대불일치 이론은 고객이 사용 경험을 인지한 후

행연구 관련 선행연구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

합리적인 채택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보다 적합하

행변수와 고객 만족 이후 나타나는 결과변수에만

다(이선구, 2020).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으로, 만족 개념을 보다

만족의 인지적 차원을 따르는 기대불일치 이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는 상대적

에 의하면, 만족은 제품의 성과에 대해 구매 전 기

으로 부족하다.

대했던 수준(prior expectation)과 제품 구매 및 사

만족을 설명하는 이론은 기대불일치 이론, 인지

용 후 인지한 실제 제품의 성과가 일치하는 정도

부조화이론, 그리고 귀인이론이 있는데, 현재 가장

(confirmation)에 따라 결정된다(Day, 1990; 서정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비자 만족 이론은 올

외, 2012; 이선구, 2020; 최서연 외, 2014). 이때 지

리버(Oliver, 1980)에 의해 개발된 기대불일치 패러

각된 성과는 불일치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

다임(expectancy-disconfirmation

paradigm)이다

족에 영향을 미친다(Oliver, 1980; 이학식, 임지훈,

(남현정, 2008; 서정운, 2009; 이학식, 임지훈,

2001). 지각된 제품의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긍

2001). 기대불일치 이론은 만족을 설명하는 가장

정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만족이 형성되고 지각된

보편적인 개념이자 만족의 인지적 요인을 강조한

성과가 기대보다 낮으면 부정적 불일치가 일어나

전통적인 연구 흐름이다(Bearden & Teel, 1983;

소비자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구순이, 1996;

Oliver & Bearden, 1982; Oliver & Westbrook, 1993;

김종욱 외, 2004; 윤여진, 정라나, 2020; Oliver &

이학식, 임지훈, 2001; 원대영, 2006). 만족은 인지

DeSarbo, 1988).

적 혹은 정서적 차원으로 개념화가 가능하다(정현
채, 김찬우, 2020). 만족을 인지적 차원에서 보면,

4. 구매의도

소비 전 기대와 소비 후 성과를 비교하여 기대가
성과에 미치면 만족이지만 기대가 성과에 미치지

지금까지 밀키트를 다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못하면 불만족으로 볼 수 있다(Bearden & Teel,

밀키트의 선택속성, 만족 및 구매에 관한 연구가

1983; Oliver, 1980; Oliver & DeSarbo, 1988). 한편,

주로 이루어진 반면(박민희 외, 2019; 양유영 외,

정서적 차원에서 보면, 만족은 소비 경험에 따른

2019; 오왕규, 홍주연, 2019; 정현채, 김찬우, 2020;

소비자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다(Mano &

최태호 외, 2020), 밀키트 주 소비층인 1인 가구를

Oliver, 1993). 고객이 물건을 구매 및 소비하는 동

대상으로 한 밀키트의 선택속성과 기대불일치, 구

안 경험하게 되는 정서와 감정에 의하여 만족의

매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기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Mano & Oliver, 1993;

힘들다. 구매의도는 태도보다 실제 구매행동에 대

Westbrook, 1987; 정현채, 김찬우, 2020). 이처럼

한 보다 정확한 예측치이므로(김주헌, 조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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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son & Jaccard, 1979), 소비자 대상 연구에서

태를 파악하고 제품에 대한 좋고 나쁨을 평가하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엥겔과 블랙웰(Engel &

구매를 고려하는 구매의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Blackwell, 1986)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매 여

(송재혁, 2016; 오진용, 2013; 장상준, 2019; 조우철,

부를 결정할 때 제품 자체에 대한 태도보다는 제품

2010). 이 구매의도의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자신

을 구매하려는 구매의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의 욕구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한 제품의 속성을

다고 설명했다.

결정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

구매의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

및 평가하여 구매를 결정한다(송재혁, 2016; 윤중

되었다. 전정아(2008)는 구매의도를 소비자들이

석, 2007; 장상준, 2019).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사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미래행동으로

결정은 주로 구매행동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이루

나타나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이라고 했다. 이의훈

어지며,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의 속성에 대한 호의

과 김숙응(2003)은 구매의도를 구매의사의 결정

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더 높은 구매의도가 형성되

주체인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 결과적으로는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써 소비자가 갖는 제품에 대한 구매 관심과 기대치

높아진다(Petty et al., 1981; 장상준, 2019; 하재만,

라고 정의했으며,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2019). 따라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측정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송재혁(2016)은 구

치 및 예측변수로써 구매의도를 사용하는 것은 적

매의도를 소비자가 생각하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

합하다고 볼 수 있다(장상준, 2019; 하재만, 2019).

는’ 제품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과정으로 설명했으

소비자들이 이러한 구매의도의 단계를 거치기 때

며, 최윤슬 외(2017)는 ‘개인의 계획된 신념과 태도

문에, 기업은 구매의도를 수요 예측 및 마케팅을

가 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최종 단계 이전의 반응’으

위한 전략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한다(안선

로 정의했다. 한지수(2017)는 구매의도가 제품을

정, 2017; 한지수, 2017).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구매의지와 선택 대안

그동안의 여러 선행연구는 구매의도와 실제 구

에 대해 구매의향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다. 선행연

매행동 사이에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

구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구매의도

명했고,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구매행동 이해에 있

(purchase intention)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소

어서 구매태도와 구매행동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비자의 경향이자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 의지로

논의되었다(김주헌, 조정, 2011). 피쉬바인과 아젠

정의될 수 있다(강선아, 2010; 송재혁, 2016; 오진

(Fishbein & Ajzen, 1975)은 구매의도가 개인의 태

용, 2013; 우현주, 2013; 장상준, 2019; 조우철,

도와 행동 사이의 중간변수로서 개인 자산과 행동

2010; 하재만, 2019).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주관적 가능성 차원 내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

서 개인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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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과 동료들(Engel et al., 1990)은 구매의도가 실제

집단에게 알려주는 소비자의 행동의도’로 정의했

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

다. 김동수와 손병모(2011), 류미현과 이승신

다고 주장했으며, 모르위츠와 슈미틀라인(Morwitz

(2013), 안선정(2018)은 추천의도를 ‘타인에게 좋

& Schmittlein, 1992)은 구매의도가 구매행동에 정

았던 것을 권유하는 심리적인 행동으로 고객이 제

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

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으로 정의했

반으로 할 때, 구매의도가 높을수록 실제 구매가

으며, 최윤슬 외(2017)는 ‘구전(추천)의도를 통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장

자신들의 직접, 간접 경험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상준, 2019).

정의했다. 또한, 이선구(2020)는 ‘자신의 구매 경험
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김

5. 추천의도

동수와 김찬우(2021)는 ‘자신이 경험한 제품에 대
한 느낌을 타인들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구

행위의 정도’로 정의했다. 이렇듯 연구자에 따라

전현상’으로 연구되어오기도 한 추천의도다(고범

정의가 다소 다르지만, 소비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석, 이수진, 2012). 이는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평

전해지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

가인 ‘만족’과는 달리, 준거집단의 구성원과 판매원

미를 갖고 있다(김가희, 윤병국, 2016; 양윤, 조문

등과 같이 둘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서 직간접적인

주, 2000).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용의 정보

대면 커뮤니케이션인 ‘추천’은 소비자들이 구전

가 교환되는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이다(Childer &

커뮤니케이션의 인적 접촉을 사회적 지지와 승인

Rao, 1992). 추천의도는 ‘내면 상태에서 정보전달,

을 받는 것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구전에 의

정보교환 및 획득의 행위’인 구전 커뮤니케이션

한 정보를 추천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구매를 촉진

(Word-Of-Mouth, WOM)의 한 종류이다(김동수,

한다(김가희, 윤병국, 2016; 이근수 외, 2016). 생생

김찬우, 2021; 강미옥, 1997). 최근 온라인 상거래

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해서 더 확실한 정보를 얻게

가 대세가 되면서 온라인 구전과 추천에 대한 연구

해주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인 ‘추천’은, 이러한 특징

가 주목받고 있다.

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서 자료나 매스

‘추천의도’의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소 상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권

이하다. 크로닌과 테일러(Cronin & Taylor, 1992)

동극, 2011). 소비자들은 상업 광고보다 가족, 친

는 추천의도를 ‘기업에 긍정적인 구전활동의 한 종

구, 이웃 등의 인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추천 및 구

류로서 소비자가 만족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평

전과 같은 비상업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신뢰하려

가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변 지인들이나 특정

는 경향이 있다(Ardnt, 1979; Childer & Ra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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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전유정, 2015). 즉, 발신자의 정보가 수신

서정운, 2014). 이와 같은 추천의도는 소비자가 구

자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추천’은 광고를

매 및 소비 후에 느끼는 평가로 형성된다(권동극,

포함한 여타의 상업적 정보원보다 소비자의 행동

2011). 따라서 추천의도는 제품의 선택과 제품 정

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김한주, 2014). ‘추

보의 확산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구매태도에 영

천’은 인간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며(한종헌, 서정

향을 미치기도 해 새로운 구매를 위한 기대성과의

운, 2014), 기업이나 마케팅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원인이 된다(권동극, 2011; 황의록, 김창호, 1995).

원천에 기초하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자가 전달하
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신뢰성이 높다(권동

연구방법

극, 2011).
또한,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 구매 후, 구매평가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본인의 구매를 합리적
이라고 설득하면서 자신의 구매가 현명했음을 확

본 연구는 밀키트 이용 경험이 있는 국내 20~30

인하려는 경향이 있다(김가희, 윤병국, 2016; 김도

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밀키트 선택속성이 만족,

윤, 2015). 이처럼 소비자가 물품 구매와 사용 후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

만족을 경험할 경우, 주변의 잠재고객에게 적극적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과

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를 권유하려는 행동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보인다(고범석, 이수진, 2012; 서헌, 2006; 한종헌,

및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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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편리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조사는 전문 온라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밀

 H2: 가격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키트를 구매하여 조리 및 섭취한 경험이 있는 국내

 H3: 품질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30대 1인 가구를 총 314명을 대상으로 2021년

 H4: 즐김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온라인 설문지

 H5: 만족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H6: 만족은 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7: 만족은 밀키트 선택속성과 구매의도의 관계를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매개한다.

 H8: 만족은 밀키트 선택속성과 추천의도의 관계를
매개한다.

3.1 밀키트 선택속성
본 연구에서는 밀키트 선택속성을 ‘밀키트 제품
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2. 표본 및 자료 수집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정의하며, 편리, 가격, 품
질, 즐김 등 총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는 밀키트 선택속성이 만족, 구매의도

측정항목은 김종욱 외(2004), 최서연 외(2014)의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편리 3문항, 가격 3문항, 품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방법

질 3문항, 즐김 2문항 등 총 11문항을 리커트 5점

을 사용했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성별, 학력,

척도로 측정했다.

직업, 월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
7개, 밀키트 이용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

3.2 만족

4개, 그리고 밀키트 선택속성, 만족, 구매의도 및

본 연구는 ‘만족’을 ‘밀키트 구매 및 사용 후 제품

추천의도에 대해 묻는 문항 18개, 총 29문항으로

의 성과가 구매 전 기대를 충족한 정도에 대해 소

구성했다.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

비자가 느끼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

적 특성인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결혼

로 정의했다. 측정항목은 김기영, 백종운(2010), 김

여부’와 함께 밀키트 이용 관련 기본적 사항인 ‘밀

동수, 김찬우(2021), 김홍길, 김정만(2006), 서정운

키트 이용 빈도’, ‘밀키트 구매장소’, ‘자주 이용하는

(2009), 윤설민, 이충기(2014), 정현채, 김찬우

밀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설문조사의 각 측정항

(2010), 최서연 외(201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목은 리커트 5점 척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총 3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사용해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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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매의도

3.4 추천의도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를 ‘소비자가 제품 이용

본 연구는 ‘추천의도’를 ‘밀키트 구매 및 사용 후

및 해당 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 후, 제품에 대한

해당 제품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만족 정보를 타인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실제 구매 행동으로 나타

에게 알리는 심리적 행동’으로 정의했다. 측정항목

날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측정항목은 이행순

은 고범석, 이수진(2012), 김가희, 윤병국(2016), 김

(2010), 김동기 외(2011), 오진용(2013), 김희연

동수, 김찬우(2021), 김민철, 백승헌(2016), 김예안

(2016), 송재혁(2016), 안선정(2017), 장상준(2019)

외(2020), 류미현, 이승신(2013), 안선정(2018)의

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2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2개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척도로 측정했다.

<표 2> 측정지표 개발
개념

측정지표
밀키트 제품은 조리가 간편하다.

편리

밀키트 제품 이용 시 식사 준비 시간이 짧아졌다.
밀키트 제품 이용 시 식사 준비를 위한 노동이 감소했다.
밀키트 제품의 가격은 일반 식료품으로 요리하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하다.

가격

밀키트 제품의 가격은 합리적이다.

참조문헌
김찬우, 이강연(2020), 송주완(2020),
Sharnock(2018), Venn & Strazdins(2017),
Wieseke et al.(2016), 이계임, 임승주(2016),
이계음 외(2015), 최서연 외(2014), 김종욱
외(2004)

Cho et al.(2020), 이계음 외(2015), 최서연
외(2014), 김종욱 외(2004)

밀키트 제품의 음식 양은 풍족하다.
밀키트 제품은 위생적이다.
품질

밀키트 제품의 포장은 깔끔하다.
밀키트 제품은 신선하다.

즐김

밀키트 제품 조리를 통해 직접 요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었다.
밀키트 제품 조리를 통해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송주완(2020) Cho et al.(2020), Reilly(2019),
Sharnock(2018), 황진수 외(2018),
Birth(2017), 최서연 외(2014), 김종욱 외(2004)
최서연 외(2014), 이승민 외(2019), 김종욱
외(2004), 송주완(2020), Sharnock(2018)

나는 밀키트 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만족

구매의도

추천의도

김동수, 김찬우(2021), 윤설민, 이충기(2014),
최서연 외(2014), 김기영, 백종운(2010),
정현채, 김찬우(2010), 서정운(2009), 김홍길,
다른 일반 식료품보다 밀키트 제품을 선택한 것을 만족스럽게 느낀다.
김정만(2006)
밀키트 제품은 기대보다 만족스러웠다.

나는 밀키트 제품을 이용할 의시가 있다.
나는 밀키트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할 생각이 있다.

장상준(2019), 안선정(2017), 김희연(2016),
송재혁(2016), 오진용(2013), 김동기 외(2011),
이행순(2010)

나는 밀키트 제품 추천 시, 밀키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고범석, 이수진(2012), 김가희, 윤병국(2016),
김동수, 김찬우(2021), 김민철, 백승헌(2016),
김예안 외(2020), 류미현, 이승신(2013),
나는 밀키트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안선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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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검증 절차를 통하는 실증분
석을 거쳤다. 연구의 목적에 대한 결론을 제시할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모형과 설정된 가설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코딩(data coding) 및 연구

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가설의 검증과 주요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PSS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밀키트 소비 특성
N=314

구분
성별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분류

빈도(명)

비율(%)

여자

154

49.0

남자

160

51.0

만 20~24세

76

24.2

만 25~29세

77

24.5

만 30~34세

81

25.8

만 35~39세

80

25.5

미혼(비혼)

307

97.8

기혼

5

1.6

이혼

2

.6
10.2

고졸 이하

32

전문대 재학 및 졸업

54

17.2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199

63.4

대학원 이상

29

9.2

전문직

40

12.7

사무 관리직

106

33.8

기술직

31

9.9

교육직

12

3.8

판매/서비스직

23

7.3

공무원

10

3.2

자영업

6

1.9

프리랜서

20

6.4

주부

1

.3

학생

51

16.2

기타

14

4.5

100만원 미만

60

19.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7

11.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28

40.8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4

20.4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5

4.8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

1.9

600만원 이상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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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20.0을 사용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밀키트 구매의 일
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밀키트 소비 특성

analysis)을 했으며, 주요 측정문항 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요 변수 간 내적 일관성과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하는 신뢰도분석(reliability

성 및 밀키트 소비 특성은 <표 3> 및 <표 4>와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같다.

analysis)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이
론에 근거한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을 사용

2.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모형과 측정도구
측정지표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잠재변수들

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했다.

의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와 합성신

<표 4> 밀키트 소비 특성
N=314

구분

밀키트 이용빈도

밀키트 구입장소

주사용
밀키트 브랜드

분류

빈도(명)

비율(%)

1달 1회 미만

77

24.5

1달 1~3회

163

51.9

1주 1~2회

55

17.5

1주 3~4회

16

5.1

1주 5~6회 이상

3

1.0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

132

42.0

동네 중소형 마트

21

6.7

백화점

4

1.3

편의점

13

4.1

홈쇼핑

2

.6

온라인 구매

142

45.2

CJ제일제당 ‘쿡킷’

52

16.6

한국야쿠르트 ‘잇츠온’

6

1.9

프레시지

32

10.2
17.5

마켓컬리

55

GS리테일 ‘심플리쿡’

19

6.1

이마트 ‘피코크’

113

36.0

동원홈푸드 ‘더반찬&’

11

3.5

기타

2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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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을 기준으로 평가했

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 <표 5>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계수의 통산적인

연구모형의 개념(construct)들에 대한 타당도 검

기준인 0.70(Nunnally, 1978)과 합성신뢰도 값의

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집중타당

수용기준인 0.70(Bagozzi & Yi, 1988)을 상위 혹은

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근접하여 모든 개념들에 대한 측정지표들이 신뢰

validity) 평가를 시행했다. 집중타당도의 평가는

<표 5> 신뢰도 분석 결과
잠재변수

항목 수

Cronbach’s α

합성신뢰도 값

편리

3

0.732

0.848

가격

3

0.702

0.835

품질

3

0.67

0.82

즐김

2

0.645

0.849

만족

3

0.866

0.918

구매의도

2

0.884

0.945

추천의도

2

0.87

0.939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지표

편리

가격

품질

즐김

만족

구매
의도

추천
의도

t

v1

0.75

0.07

0.05

0.13

0.19

0.10

0.18

10.44

v2

0.84

0.12

0.20

0.02

0.25

0.15

0.25

23.26

v3

0.82

0.11

0.11

0.01

0.22

0.16

0.21

21.27

v4

0.07

0.76

0.30

-0.01

0.19

0.12

0.08

10.5

v5

0.10

0.82

0.37

0.06

0.21

0.12

0.13

16.68

v6

0.12

0.80

0.37

0.10

0.22

0.19

0.13

16.71

v7

0.12

0.42

0.83

0.16

0.27

0.23

0.18

18.77

v8

0.12

0.34

0.81

0.19

0.20

0.16

0.13

16.92

v9

0.13

0.24

0.67

0.22

0.17

0.14

0.13

8.63

v10

0.05

0.03

0.20

0.88

0.10

0.09

0.07

2.39

v11

0.05

0.09

0.21

0.84

0.09

0.07

0.02

2.77

v12

0.24

0.22

0.23

0.08

0.91

0.69

0.73

84.31

v13

0.28

0.30

0.32

0.09

0.89

0.62

0.67

58.44

v14

0.21

0.18

0.21

0.11

0.86

0.65

0.67

49.32

v15

0.17

0.20

0.25

0.07

0.70

0.95

0.76

133.07

v16

0.16

0.14

0.20

0.10

0.70

0.95

0.74

113.98

v17

0.23

0.15

0.21

0.04

0.74

0.73

0.94

123.93

v18

0.27

0.12

0.16

0.06

0.73

0.77

0.94

117.26

: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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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들의 유의성 검토로 이루어진다. 측정변

고 본다(Gefen & Straub, 2005). <표 6>와 같이 모

수의 추정치가 유의하다면(t값>1.96), 집중타당도

든 측정변수는 다른 개념들보다 그들이 측정하는

가 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 Lacker, 1981;

요인에 높게 적재되어 있으며, 모든 개념의 평균분

Gefen & Straub, 2005; 이학식, 임지훈, 2011; Hair

산추출 제곱근 값들이 그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의

et al., 2013). [표 5]와 같이 측정변수 추정치의 모든

상관계수 값들보다 높으므로 판별타당도가 있음

t값들이 1.96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개념들에 집중

을 알 수 있다.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 판별타당도는 동일한 측정방법

3. 가설의 검증

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값 간에는 차별성이 나타
나야 한다. PLS(Partial Least Squares)를 이용한 구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의 검증을

조방정식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측정변수들

완료한 측정변수들을 가지고 연구모형에 대한 가

이 다른 개념들보다 그들이 측정하는 개념에 더

설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뚜렷하게 높이 적재되고 있고, 한 개념의 평균분산

세부적인 가설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추출(AVE) 제곱근 값이 그 개념과 다른 개념들 간

H1은 편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의 상관계수 값들보다 높을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

로 예측했다. 검증 결과, 편리 속성이 높을수록 만

<표 7> 가설검증 결과
가설

부호

경로계수
t

p

결과

***

H1. 편리 → 만족

(+)

0.226

4.564

0.000

채택

H2. 가격 → 만족

(+)

0.156

2.675**

0.004

채택

H3. 품질 → 만족

(+)

0.171

2.587**

0.005

채택

H4. 즐김 → 만족

(+)

0.041

0.587

0.279

기각

H5. 만족 → 구매의도

(+)

0.739

27.711***

0.000

채택

H6. 만족 → 추천의도

(+)

0.778

30.923***

0.000

채택

만족 R2 : 0.156
구매의도 R2 : 0.546
추천의도 R2 : 0.605
1) 단측검정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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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H7

H8

간접경로
편리 -> 만족 ->
구매의도
가격 -> 만족 ->
구매의도
품질 -> 만족 ->
구매의도
즐김 -> 만족 ->
구매의도
편리 -> 만족 ->
추천의도
가격 -> 만족 ->
추천의도
품질 -> 만족 ->
추천의도
즐김 -> 만족 ->
추천의도

Sobel-test
z-score
p

경로
계수

표준
오차

0.167

0.036

4.155

0.000

0.115

0.045

2.650

0.004

0.126

0.051

2.808

0.002

0.030

0.053

0.760

0.224

0.176

0.040

4.175

0.000

0.122

0.044

2.655

0.004

0.133

0.050

2.815

0.002

0.032

0.052

0.760

0.224

정규분포
(0.096,
0.237)
(0.028,
0.203)

신뢰구간(CI)
백분율
(0.102,
0.245)
(0.029,
0.204)

편의수정
(0.097,
0.235)
(0.032,
0.207)

(0.027,
0.226)
(-0.073,
0.134)
(0.097,
0.254)

(0.021,
0.210)
(-0.075,
0.142)
(0.098,
0.253)

(0.018,
0.208)
(-0.109,
0.107)
(0.098,
0.253)

(0.036,
0.207)
(0.036,
0.230)
(-0.070,
0.134)

(0.045,
0.214)
(0.051,
0.244)
(-0.061,
0.141)

(0.043,
0.195)
(0.046,
0.229)
(-0.099,
0.124)

결과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기각

1)

단측검정

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ß=.226, p<.001). 이에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검증 결과, 품질 속성이 높

연구가설 H1이 채택되었다. H2는 가격이 만족에

을수록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ß=.17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검증

p<.01). 이에 연구가설 H3이 채택되었다.

결과, 가격 속성이 높을수록 만족이 높은 것으로

H4는 즐김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나타났다(ß=.156, p<.01). 이에 연구가설 H2가 채

것으로 예측했다. 검증 결과, 즐김 속성은 만족에

택되었다. H3은 품질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ß=.041,

<그림 2> 검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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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이에 연구가설 H4가 기각되었다. H5는 만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했다. 검증 결과, 만족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ß=.739, p<.001). 이에 연
구가설 H5가 채택되었다. H6은 만족이 추천의도

결론 및 논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검
증 결과, 만족이 높을수록 추천의도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밀키트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났다(ß=.778, p<.001). 이에 연구가설 H6이

부상하고 있는 20~30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밀키

채택되었다.

트 선택속성과 만족,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 간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4. 매개효과 분석(H7, H8) 결과

같다. 첫째, 밀키트 선택속성 중 편리, 품질, 가격
순으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만족의 효과를 PLS 경로

드러났으나, 즐김 속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이

의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선행 요인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만족은 구매의도에

인 편리, 가격, 품질이 매개변수인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향과 만족이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추천의도에

만족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미치는 영향 관계는 앞서 구조모형 분석에서 모두

는 결과를 제시한 뉴만과 버벨(Newman & Werbel,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1972), 올리버(Oliver, 1986), 김기진과 이보순

결과에 따라 간접효과 분석에서는 각각의 경로가

(2009), 설동후(2010), 안선정(2018) 등의 선행연구

기각될 때, 만족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만족은 추천의도

개효과만 존재하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결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나타날 경우 만족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갖

이는 만족이 추천의도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는 것을 나타낸다(최주철, 민철홍, 2020; 김경희,

미치는 것을 밝혀낸 조성호와 김화경(2010), 김진

정헌주, 2020).

희와 전유정(2015), 김동수와 김찬우(2021) 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편리와 가격 및 품질의 경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만족은 밀키트

우 매개 효과가 채택되었다. 이는 즉, 각각의 변수

선택속성과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의 관계에서 부

들들이 직접 구매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

분적으로 정(+)의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지 않고, 만족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다. 구체적으로, 만족은 밀키트 선택속성 중 편리,

한다. 즐김의 경우, 만족을 통해 구매의도 및 추천

가격, 품질은 만족을 통해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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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밀키트 선택속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이승민 외, 2019; Lyon &

성 중 즐김의 경우 이러한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Kinney, 2013; Sharnock, 2018). 다만 이 ‘즐김’ 속성

나타나지 않았다.

은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즐김’ 속성을 구성하

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

는 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문항을

는 상황에서, HMR과 구분되는 상품으로써 밀키트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결

에 주목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이며 실무적인

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함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밀키트 주 소

.645로 신뢰도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는 하나, 후속

비층인 20~3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결과에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등 면밀한 실증적 검

서, 1인 가구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선

증을 토대로 즐김 속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택속성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밀키트 제품을 구

항목들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매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한 점이 학문적으로

넷째, 밀키트 제품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의미가 크다. 본 연구 응답자의 밀키트 소비특성을

치는 구체적인 밀키트 선택속성을 도출함으로써

살펴보면, 밀키트 이용빈도는 1달 1~3회, 밀키트

밀키트 제작 관련 기업이 어떠한 제품 속성에 초점

구입장소는 온라인 구매(45.2%)가 가장 많았으며,

을 맞춰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시사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42.0%)가 그 뒤를 이었다.

점을 제시했다. 밀키트 제품의 편리, 가격, 품질

주사용 밀키트 브랜드는 이마트 ‘피코크’(36.0%)인

속성이 소비자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밀키트를 선택하는

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밀키트 제작 업체들

속성 중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편리성인 것으로

은 이러한 속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확인되었으며, 품질, 가격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밀키트

같은 결과는 1인가구 20~30대가 밀키트를 선택할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리

때는, 요리하는 시간과 노동 시간의 절약의 측면에

과정의 유희성과 같은 즐김 속성보다는 조리의 편

서 제품의 편리성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으로 해

의성, 합리적인 가격과 가성비, 그리고 높은 품질

석할 수 있다.

과 같은 밀키트의 편리, 가격, 품질 속성 향상에

셋째, ‘즐김’이라는 밀키트만의 차별적인 선택속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

한편으로 새로 출시되는 밀키트가 지금까지 생각

가 크다. 최근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직접 요리하는

하지 못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기존 제품들과

것의 즐거움으로 인해, 간편한 HMR보다 요리하는

대비해 두드러지는 시장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수고로움이 포함된 밀키트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것이다. 이런 부분에 혜안을 주기 위해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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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밀키트 제품군 전체를 다룬 본 연구의 결과에

로,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른 밀키트 선택속성 차이

기반해 밀키트 제품들 간의 경쟁적 관계까지 다룰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동일

수 있기를 바란다.

내용을 재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또한, 연령 이외에 밀키트 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칠

는 밀키트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령 별

수 있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 존재 가능성을

구분 없이 분석한 밀키트 선택속성 선행연구 결과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변인 탐색이 진행되어야 할

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1인

것이다.

가구의 밀키트 선택속성 중 편리, 가격, 품질만이

본 연구가 앞서 언급한 학술적, 실무적 함의점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

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

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밀키트 선택속성을 다룬

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양

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키트 소비자의 여과없

유영 외(2019)는 밀키트 선택속성 중 편리, 품질에

는 답변을 수집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터뷰를 통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다. 오왕규와 홍주연(2019)의 연구는 편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현채와 김찬우

변수에서 밀키트 선택속성 중 ‘편리, 가격, 품질’

(2020)의 연구는 편리 및 가격이 만족에 유의한 정

속성과 ‘즐김’ 속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못했다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편리, 가격, 품질’ 속성은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밀키트 시장의 급격한 성

밀키트 제품의 생산자가 관리 가능한 상품 관련

장(홍연, 2020)과 1인 가구 수 증대(통계청, 2020)

속성(상품에 대한 평가)인 반면, ‘즐김’ 속성은 밀키

에 주목하여, 2030세대 1인 가구의 밀키트 선택속

트 제품의 소비자가 이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태도

성이 연령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조사한 HMR 및

와 관련된 속성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위 카테고

밀키트 선택속성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

리에서 독립변수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거나, ‘즐김’

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외에도 밀키트 소비자 경험 관련 속성 및 변수를

보면 기존 HMR 및 밀키트 선택속성 선행연구 결과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밀키트 제품 연구에

이를 통해 밀키트 소비에 있어 연령 차이가 크게

대한 기초 연구자료, 그리고 밀키트 생산업체의 상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

품 개발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광고PR 전략에 활

나 본 연구에서는 20~30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용 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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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Meal-Kit Product Attributes on Expectancy
Disconfirmation, Satisfaction, 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 Focused on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Joo-Yeon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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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accelerated by the recent Covid-19 outbreak, the Korean meal-kits market is expected to grow
to around 700 billion won by 2024. In particular, the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ir 20’s and
30’s are regarded as the key consumer segment driving the growth of the meal-kits market in Korea
due to their unique food consumption lifestyle. However, despite the rapid growth of the meal-kits
market, the existing studies mainly focus on HMR.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tegrates how
meal-kits product selection attributes affect satisfaction, 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The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ir 20’s and
30’s with experience in purchasing and using meal-kits products, and 314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 web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LS analysis.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convenience, price,
quality properties among meal-kits product selection attributes had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satisfac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purchase inten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Third,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l-kits product selection attributes
and purchase intention. Fourth,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l-kits
product selection attributes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keywords: Meal-Kits, HMR, Meal-Kits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Purchase inten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Food advertising/PR, Food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