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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은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불경기로 인해 최근 20대를 

삼포 세대를 넘어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 관계, 집장만, 희망, 꿈, 

건강, 외모까지 9개를 포기한 구포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도 

1991년에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경기 장기 침체로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에 욕심없는 20대를 사토리(깨닫다는 뜻)세대라고 부른

다. 

위와 같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20대의 

소비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일 

20대의 소비가치를 연구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20대의 소비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하나로써, 20대

의 부모세대인 50대의 소비가치와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50대의 소비가치도 조사하여 50대의 소비가치

가 20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는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

성되고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한・일 20대 및 50대의 각 집단 내 

본인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비가치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내

고자 한다. 마지막에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비교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일 양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도쿄23구를 

조사대상지로 하여 질문지법을 이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400부의 유효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자 하였던 ‘한국과 일본의 20대・50대 소비자의 소비가치 비교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에 관한 하위차원을 분석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공동체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 효용지

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 자율지향가치, 안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쾌략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의 총 10가지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둘째, 한・일 20대 및 50대 각각의 집단 내 소비가치 차이를 조사하였

다. 연구 결과 한국 20대 본인 관련변수의 경우,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다. 성별은 혁신지향가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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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향가치의 평균치는 얼리어답터가 많은 남성이 높았다. 경제적 변수

는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안전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또한 한국 20대 가계 월 소득액이 제일 낮은 집단의 저가

지향가치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한국 5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안전지향가치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평균치가 높았다. 이는 가족들을 위해 안

전지향가치를 추구한다고 추측된다.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가

계 월 소득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는 한국 50대 중간

층이 안전지향가치에서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개인적인 월 지출액의 경

우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집단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친환경제품, 

공정하게 유통된 제품에 관심이 있어 공동체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은 경제

적 여유가 있어서 저가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2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근로유형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로유형의 경우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임시직 임

금근로자의 타인지향가치와 효용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은 이유는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불안정한 지위와 수입으로 브랜드 구입이 어렵기 때

문이라고 보인다.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타인지향가치와 혁신지향가치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계 월 소득액이 많을수록 브랜드를 선호하는 타

인지향가치를 추구했다. 최신제품을 선호하는 혁신지향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추구했다. 가계 월 지출액은 공

동체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혁신지향가

치에서 가계 월 지출액 500만원이상이 평균치가 높았다. 이는 위 집단이 

가계의 여유가 있어 친환경, 브랜드, 성능, 안전, 건강, 심미 추구와 최

신제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인 월 지출액의 경우는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표현지향가치에서는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과 200만원이상 집단의 평균치가 높았다. 이들은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

인 이유로 해석된다. 심미지향가치에서는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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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200만원이상의 집단의 평

균치가 높았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인

다. 

일본 5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성별, 혼인상태, 근로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는 자기표현

지향가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선행연구와 달리 남성

의 평균치가 높았다. 혼인상태에서는 자기표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표현지향가

치와 쾌락지향가치는 일본 50대 기혼의 평균치가 높은 반면, 저가지향가

치는 미혼의 평균치가 높았다. 이는 기혼의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의 영

향으로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를 추구하고, 미혼의 경우 외벌

이가 많아 저가지향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유형에서는 

심미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고용주/자영업자의 심미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았다. 이 

직업군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집단이지만 심미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를 

추구하지 않았다.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자율지향가치와 저가지향가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율지향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이 500만원이상‐700만원

미만이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300만원이

상‐500만원미만이 가계의 여유가 없는 편이라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

였다. 반면 300만원미만의 경우는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

균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저가지향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이 제일 

낮은 집단의 평균치가 높았고, 반면 제일 높은 집단의 평균치가 낮았다. 

가계 월 지출액의 경우는 타인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 저가지향가

치, 혁신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 월 지

출액이 가장 낮은 집단이 의외로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1인 가구가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표현지

향가치는 가계 월 지출액이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평균치가 제일 

낮았다.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평균치가 의외로 높게 나왔다. 이는 사회

적 체면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저가지향가치는 가계 월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집단의 평균치가 높고, 지출액이 가장 높은 집단의 평균치가 낮았

다. 혁신지향가치는 가계 월 지출액이 가장 높은 집단의 평균치가 높았

다.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서는 자기표현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 두 가치에서는 100만원이상‐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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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미만이 가장 평균치가 높게 나왔고, 이 집단이 상류층의 삶을 동경

하고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를 분석

해 본 결과 총 10가지 요인이 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동체지향

가치는 군사 독재 정권과 노동분쟁을 겪은 한국 50대가 가장 높은 평균

치를 보였다. 타인지향가치는 버블 경기 때 구매했던 옷을 그대로 입는 

일본 50대의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 특히 일본 50대 내에서는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타인지향가치 평균치가 두드러지게 

낮아서 일본 50대 타인지향가치의 전반적 평균치를 낮게 만들었다. 효용

지향가치는 한・일 20대는 부모 세대의 소비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인터

넷이 더 발달된 한국 20・50대가 일본 20・50대보다 평균치가 높았다. 자

기표현지향가치는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일본 50대의 평균치가 가

장 낮았다. 일본 50대 내에서는 여성, 미혼,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

상‐300만원미만의 세 집단의 자기표현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았다. 자율

지향가치는 한국 20대와 한국 50대, 일본 20대와 일본 50대가 비슷한 평

균치를 가지며,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치가 낮았다. 일본 50대의 부모 밑

에서 자란 일본 20대는 그 영향으로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았다. 

안전지향가치는 연륜에 따른 경험 차이로 한・일 50대가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저가지향가치는 높은 학생의 비율,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이유

로 한국 2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심미지향가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평균치가 높았고, 특히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는 한국 20대

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쾌락지향가치는 한・일 20대가 인터넷, 

SNS의 발달, 높은 문화 수준으로 평균치가 높았다. 혁신지향가치는 일본 

50대의 경우 독신이 많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 젊은 세대와 교류가 없

는 이유로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 일본 50대 내에서는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두 집단의 혁신

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아서 일본 50대 혁신지향가치의 전반적 평균치가 

낮아진 원인의 하나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50대는 동거하는 자녀의 영

향을 받아 혁신지향가치는 한국 20대와 비슷한 평균치가 나왔다. 

 

 

주요어 : 소비가치, 한・일 20대, 한・일 50대, 삼포세대, 구포세대, 사

토리세대, 한・일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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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은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불경기로 인해 최근 20대를 

삼포 세대를 넘어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 관계, 집장만, 희망, 꿈, 

건강, 외모까지 9개를 포기한 구포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강원일보, 

2015.10.06). 일본에서도 1991년에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경기 장기 침체로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에 욕심없는 20대를 사토리(깨

닫다는 뜻)세대라고 부른다 (후지모토 코우헤이(藤本耕平), 2015). 한・

일 20대는 나라는 달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고 소자녀화 세대, 취업난, 

절약성, 가치관의 다양성, 디지털 시대라는 공통점들도 있다. 

또한 사토리 세대는 소비를 안 한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소비를 안 

하기 보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가치관과 소비행동이 다양해졌다

고 볼 수 있다고 한다(사카모토 세츠오(阪本節郎)・하라다 요우헤이(原

田曜平), 2015). 즉, 사토리 세대의 가치관과 소비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시사했다. 

사실,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선

택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는 현대 소비사회와 소비자를 이

해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소비가치란‘소비생활이라는 삶

의 한 영역에서 다양한 개별 소비상황 및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

의 행동과 태도를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신념들’로 정의된다

(구명진 외,2015). 

하지만 이러한 한・일 20대의 공통점 그리고 20대의 소비가치와 소비

행동의 밀접한 관계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20대의 소비행

동을 결정하는 한・일 20대의 소비가치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나라는 

달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일 20대는 어떤 소비가치를 가지고, 어

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대의 소비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의 하나로써, 20대

의 부모세대인 50대의 소비가치와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시라

이 토오루(白井徹)・타케우치 타로우(竹内太郎), 2015). 일본의 50대는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 20대였다. 버블시대를 경험한 50대를 동경하는 

20대가 50대의 소비가치을 물려받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20대와 50

대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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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한・일 50대의 소비가치도 조사하여 50대의 소비가치가 20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는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

성되고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한・일 20대 및 50대의 각 집단 내 

본인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비가치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내

고자 한다. 마지막에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 행동의 배경에 있는 소비가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일 상호 이해나, 또한 양국의 20대 및 50대의 소비 행동에 관한 분

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한・일 20대 및 50대

의 소비가치를 객관적이고 올바른 소비가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또한 기존의 소비가치 척도들은 여러 제한 점을 갖고 있다 (구명진 외,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를 측정하

기 위해 기존 소비가치 척도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구명진 외(2015)가 새

로 개발한 소비가치 척도를 사용하고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기로 했다. 

 

제2절 연구목적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는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한・일 20대 및 50대의 집단 내 본인관

련 특성, 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비가치의 차이,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

가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소비가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일 상호 이해와 한・일 20대 및 50대 소비가치를 

객관적이고 올바른 소비가치의 기초자료로 회사나 마케팅에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2015년에 개발된 소비가치의 측정도구인 구명진 외(2015)을 최

초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기존 척도에서 부족한 보편성, 포괄성을 보충

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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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연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

에 관한 연구, 소비가치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로 이루어진다.  

제3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자료의 수집과 구

체적인 분석방법에 관해서 언급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를 유형화하고, 한・일 20대 및 

50대 집단 내의 소비가치의 차이를 밝혀내고, 마지막에 국가간 및 세대

간 소비가치 차이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정리하고 함의 및 후속연구

에 대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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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한・일 20대 및 50대의 시대적 경험 및 특징 

 

1. 한・일 20대 및 50대의 시대적 경험 

 

한・일 20대 및 50대가 현재까지 경험했던 시대적 경험을 정리하면 <

부록1>와 같다. 

 

1) 한국 20대 및 50대의 시대적 경험 

 

한국 50대가 태어났던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전반은 한국 전쟁

이 끝나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며 군사 독재 정권이었다. 박정희 대통

령의 시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이 시작하여 소위 ‘한강의 기적’

이 시작되었다. 

한국 50대가 10대였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까지는 박정희 

정권 시대가 이어져서 포항종합제철 설립,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양강다

목적 댐 준공, 서울지하철1호선 개통 등 고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오적 필화 사건, 실미도 사건, 민청학

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주구국선언 등 부정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백림 사건, 1.21 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등 북한 관련 사건도 많았다. 

한국 50대가 20대였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전반까지는 1979년

에 10.26사건이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이 끝났다. 그러나 12.12군사 반란

으로 인해 전두환이 대통령이 취임하여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이 이어졌다. 

군사 독재 정권이었으나 해외여행 자유화나 야간통행금지 해제 등 약간 

변화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사상 최초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 50대가 30대였고, 한국 20대가 태어났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

년대 전반은 6월 항쟁으로 인해 6.29선언,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민주화로 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민연금제도나 의

료보험의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군부 출신의 대

통령이 아닌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프랑크

푸르트 선언이 있어 지금의 삼성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

괴,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경제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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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 50대가 40대, 한국 20대가 10대였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까지에는 1997년에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금 모으기 운동, 대우그

룹 도산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 때부터 현재까지 고용 불안정

이 되고 취업난 문제가 생겨났다. 

 

2) 일본 20대 및 50대의 시대적 경험 

 

일본 50대가 태어났던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까지에는 제2차 세

계 대전에서 부흥, 메이신 고속도로나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통, 도쿄 올

림픽이 개최 등 고도 경제성장기였다. 그러나 안보투쟁, 전학공투회의

(全學共闘會議) 등의 학생운동이 절정이었고 4대 공해병의 욧카이치 천

식이나 제2미나마타병의 발생 등 경제 발전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일본 50대가 10‐20세였던 1970년대에는 남녀고용균등법이 시행되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때문에 

고도경제성장이 끝났다. 요도 호 하이재킹 사건, 아사마 산장 사건, 로

드 공항 사건, 미츠비시 중공 빌딩 폭파 사건, 일본항공472편 납치사건 

등 과격한 좌익이 일으킨 사건들이 많았다. 그리고 괌이나 필리핀에서 

구 일본병의 발견, 오키나와 반환 등 제2차 세계 대전을 연상시키는 사

건들도 있었다. 

일본 50대가 20‐30세였고, 일본 20대가 태어났던 1980년대에는 1986

년부터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버블 경기가 시작하였다. 그

리고 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가 국영에서 민영화

가 되었다. 세이칸 터널과 세토 대교가 개통되어 혼슈와 홋카이도, 혼슈

와 시코쿠가 연결되어 일본 열도 4개의 큰 섬이 모두 연결되었다. 

1990년대에는 1991년에 버블 붕괴했다. 이 시기는 일본 50대가 당시30

‐40세였고, 일본 20대가 그 당시 0‐10세였던 시기였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시기로,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과 야마이치 증권이 파

탄되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마쓰모토 사린 사건, 한신・아

와지 대지진,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휴대폰, 인터넷, 윈도우 95가 등장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시

대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는 일본 50대가 40‐50세이고, 일본 20대가 10‐20세인 시기

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고미즈미 내각이고, 이 시기에는 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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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 우정 민영화 등 정책이 있었다. 2012년부터의 제2차 아베 내각

의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를 부활 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사

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3) 한・일 20대 및 50대의 시대적 경험 비교 

 

한국과 일본의 시대적 경험을 정리하면, 한국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까지는 군사 독재 정권였다. 이 시기에 부정적인 사건들도 

많았으나 고도 경제성장하여 한국 발전 기초가 되었다. 민주화 이후는 

1997년에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이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현재

에 이르기까지 고용 불안정 등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1950년대 전반 민주 정부가 정착되었고, 1950년대부터 1970년

대 전반까지는 고도 경제성장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는 버블경제였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일본 경제를 부

활 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 한・일 20대 및 50대의 특징 

 

1) 한국 20대의 특징 

 

전영수(2013)는 한국의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을 이케아 세대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이케아 제품의 특징과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특

징이 비슷해서이다. 이케아 세대는 돈도 없는데 문화 수준과 눈이 높다

고 한다. 이 세대는 취업난 때문에 스펙을 쌓을 필요가 있어 해외 체류 

경험이나 다양한 문화에 접했다. 샤넬이나 루이뷔통들의 명품 지식이나 

관심도 있으나 현실은 돈이 없어 다이소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이케아 

세대는 대학 졸업은 기본이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도 할 수 있어 고스

펙, 고학력이다. 그러나 취업이 어렵고 계약직 등 단기고용 때문에 불안

정이다. 그래도 견디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이케아 세대는 사회에 나갔

다고 해도 아직 인생 길이 길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반복해야 

한다. 이케아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고 계획 세우기도 어렵다. 

회사에 입사해도 몇 년째에 어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 못 

한다. 게다가 연봉 인상폭은 물가상승률을 따르지 않는다. 월셋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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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등 부동산 가격도 비싸서 집을 소유 안 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바

뀌었다. 결혼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

다. 그래서 연애도 쉽지 않다. 

  이케아 세대는 태어나서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까지 평균10%에 육

박하는 고성장기에 청소년기를 유복하게 보냈다. 그 동안에는 아시안게

임이나 서울 올림픽 등 국제적인 이벤트도 있었다. 가족구성원 수도 적

어지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기만의 방까지 가질 수 있었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인터넷 발달로 인해 세계 문화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위

기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해져서 취업난이 생겼다. 이전의 세대와 달리 대

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게 되었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많아졌다. 

이케아 세대는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고가의 가구 대신 이케

아 가구, 명품이나 백화점 대신 자라나 유니클로, 백화점 수입 고가 화

장품 대신 미샤나 이니스프리 등 로드숍 제품을 구입한다. 

 

김우성(2005a)에 의하면 20대는 Y세대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잘 사

용하고 서구식 사고나 생활방식에 거부감이 없고 쇼핑 자체를 즐긴다. 

집단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를 가진

다. 가족을 중요시하고 인종문제, 소수민족 문제, 성역할, 동성애 등에

서 다양성을 허용하고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1980년에서 1999년에 태

어난 세대라고 한다. 

 

김우성(2005b)에 의하면 20대는 Y세대이고 가치관이나 개성이 다양하

고 오락성과 즐거움을 중요시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

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유명 브랜드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

랜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신의 친구들이 

선호, 소유하는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브랜드와 자신과의 적합

성, 브랜드와 자신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전

통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브랜드들이 고전이 될 수 있다. 

 

  김우성・허은정(2007)은 경남지역에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소

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비교를 하였다. 198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Y세대라고 정의했다. Y세대는 민주화가 정

착된 가운데 성장하여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며, 경제적으로 성장

과 분배 사이의 균형에 관심을 가지며, 국제화, 정보화, 컴퓨터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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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의 보급 등을 경험하였다. 

소비관련 가치에서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4년‐1964년 출생)와 X

세대(1965년‐1979년 출생)에 비해 다양성의 허용, 자아존중, 자아실현, 

성취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삶에서의 즐거움 및 흥분, 짜릿함을 강

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에서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X

세대에 비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시, 쇼핑 자체를 즐김, 감각적, 쾌락

적 소비행태, 패션 지향적 행동의 특성을 보였다. 

 

  즉, 요약하면 한국 20대는 소자녀화 세대이며, 청소년기에는 고성장기

였기 때문에 유복했다. 그러나 1997년이후 IMF외환위기 여파로 취업난을 

겪었다.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고스펙, 고학력이 되었다. 스펙을 

쌓기 위해 해외 경험이나 다양한 문화에 접해서 문화 수준과 눈이 높아

졌다. 고용 불안정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고 불안감도 많으나 인내심

은 강하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 소비행태는 

유명 브랜드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등 절약적이며 합

리적이다. 가치관과 개성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하다. 

 

2) 일본 20대의 특징 

 

사카모토 세츠오(阪本節郎)・하라다 요우헤이(原田曜平)(2015)는 일본

의 세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사카모토 세츠오・하

라다 요우헤이(2015)는 1947‐51년생을 단카이 세대, 1952‐60년생을 뽀

빠이(POPEYE)・JJ세대, 1961‐65년생을 신인류 세대, 1966‐70년생을 버

블 세대, 1971‐82년생을 단카이주니어 세대, 1983‐94년생을 사토리 세

대로 정의했다. 현재 일본의 20대는 사토리 세대에 해당된다. 

사카모토 세츠오・하라다 요우헤이(2015)에 의하면, 사토리 세대는 소

자녀화 세대라서 세대간의 경쟁이 적었다고 한다. 세대 인구가 감소했지

만 오히려 대학교의 수는 많아졌다. 또 수험 난이도도 떨어져서 대학 전

입（全入）시대라고 불린다. 

사토리 세대는 1983‐94년생으로 인생 대부분을 버블경제 붕괴 후의 

불경기 속에서 보냈으며, 이 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취업난을 겪었다. 사토리 세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게다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소위 ‘블랙기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미래의 꿈, 희망, 기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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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리 세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으며, 이메

일이나 SNS를 사용하여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반면 부작용도 있다. 

SNS로 24시간 내내 자기 행동을 감시 당해 숨이 막히는 인간관계가 된다

고 한다. SNS로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이점도 있지만, 주위로부터 외톨이

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동조지향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토리 세대는 현재의 생활에 아주 만족해하는 반면 미래에 대

한 불안도 크다고 한다. 불경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현재 생활에 만족하

는 이유는 미래의 기대치를 의식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기대치가 낮아 

현재의 소소한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사토리 세대는 계속 불경

기 시대를 살아 와서‘안정지향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니

라 대기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장기간 불경기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이어졌고, 패스트패션이나 100엔

샵 등 저가격・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럭셔리한 것을 소비하는 것이 즐거운 생활이다’라는 기존의 

버블 세대적 가치관이 붕괴되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 된다’라는 가치관도 붕괴되어, 자신에 꼭 필요한 것

만 사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사토리 세대는 소비를 안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비를 안 하기 보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가치관과 소

비행동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사토리 세대는 연애를 안 하는 세대로 알려져 있다. 사실, 한 결혼정

보서비스의 2011년 조사에 의하면 20‐30대 독신남성의 75%, 독신여성의 

65%가 애인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과거 15년간에서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토리 세대는 연애를 싫어한다기 보다는 못 하는 것이라

고 한다. 그 이유의 하나로써 불안정한 고용 등 경제적 영향 등이 있다

고 한다. 

 

15세에서 79세까지 남녀 약1만명을 방문 생활실태 조사를 한 노무라

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 외(2013)를 살펴보자. 이 연구에 의하면 과

거의 20대에 비해 요즘 20대들은 소비를 안 한다고 했지만, 최근 10년간

의 20대 소비지출액을 조사한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20대의 지출액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요즘 20대는 10년전에 비해 지출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돈을 쓰

는 데가 바뀌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요즘 20대는 10년전의 20대에 

비해 자동차, 고급브랜드품, 교체비(交際費)의 지출은 줄였다. 반면, 생

활을 위한 식비, 가전제품, 가구, 가사용품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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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과거와 현재 20대의 소비 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즘 20대의 소비 의식는 ‘자기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하여 상품을 고

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비싸더라도 돈을 모아서 산다’,‘주변 사

람들과 다른 개성적인 것을 고른다’ 등 자기 고집이나 개성 연출 의식이 

10년전의 20대보다 강해지고 있다. 또한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

가를 알고 싶다’라는 평가를 의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요즘 20대는‘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고르는 것이 많다’라는 비율

도 높다. 이는 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 적당히 자기 고집을 연

출하는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행동의 

변화의 배경은 10년전에 비해‘자기 주장보다 남과 조화를 존중한다’, 

‘윗사람들의 말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항목이 높아진 것에

서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요즘 20대는 동조성을 보인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10년전에 비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

아져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있다. 요즘 20대는 불경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명한 대학교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 ‘직

함이 필요하다’ 라는 항목이 높아졌다. 이것은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2011년 동

일본대지진 때의 자원봉사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에 사회 공헌을 

하고 싶다’는 항목도 많아졌다. 

 

  일본 전 지역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남・녀 3만명 온라인 소비자 조

사를 한 마크로밀 브랜드 데이터 뱅크(マクロミル ブランドデータバン

ク)(2014)의 조사는 다음과 같다. 

20‐24세 남성은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돼어 

취미 1위와 관심사 2위 모두 인터넷이다. 휴대폰이 컴퓨터보다 편리해서 

익숙하다. TV로 애니메이션이나 스포츠, 음악 프로그램은 보나 뉴스는 

잘 보지 않는다.  

20‐24세 남성의 가치관은 신상품이나 남들로부터 주목 받는 물건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신상품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중요하고, 친구와 

다른 자신만의 센스를 티를 안 내면서도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한다. 옷, 

시계, 가방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센스가 있는 것을 

고를 수 있으면 만족한다고 한다. 이 연령대의 54.4%가 학생이라서 자유

시간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10년전과 달리 요즘 20‐24세 남성은 해외

여행 대신 가까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간다고 한다. 

  요즘 20‐24세 여성의 기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혼율은 2010년은 



11 

9.2%, 2012년은 11.9%, 2014년은 13.4%로 점점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전

업주부의 비율도 2010년 5.9%, 2012년 7.9%, 2014년 9.6%로 증가되고 있

다. 기혼율과 전업주부의 비율이 증가하는 첫째 이유는 불경기이고, 둘

째는 일보다 가정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애・결혼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10.6%, 여성은 24.3%

로 남녀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24세 여성의 취미는 쇼핑, 가라오케, 영화이고 관심사는 여행, 영

화, 연극, 패션이라고 한다. 취미와 관심사는 많고 정보를 수집할 때 친

구, 인터넷, SNS, 잡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적 여유가 없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와 선택

을 하며,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0‐24세 여성은 동세대 

남성들에 비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현실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25‐29세 남성은 10.3%가 무직, 14.8%가 아르바이트이다. 기혼율은 

2014년 21.2%로 2년전에 비해 4.5% 떨어졌다. 연애・결혼에 관심이 있다

고 하는 응답자는 2010년 13.8%, 2012년 12.0%, 2014년 10.8%로 관심도는 

점점 낮아졌다. 위와 같이 연애・결혼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적은 

수입 때문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25‐29세 남성의 취미, 스포츠 등 관심사의 수치도 2년전에 비해 

떨어졌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티가 안 나게 패션에는 신경을 쓴다

고 한다. 외출보다는 집에서 버라이어티 쇼, 애니메이션, 스포츠 중계 

등 TV를 보면서 지낸다고 한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아 국내여

행도 해외여행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 불안정한 수입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5‐29세 여성은 미혼자가 55.2%, 기혼자가 47.8%로 된다. 미혼자 중 

정규직은 58.5%, 아르바이트는 25.9%, 무직은 11.2%이다. 가치관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우울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취미는 

기혼 미혼 상관없이 쇼핑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많았다. 유행에 민감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옷을 사고 꾸민다고 한다. 또한 쇼핑 장소는 백화점

이지만 여러 100엔샵에도 자주 가고 있다고 한다. 

25‐29세 여성 기혼자의 취미는 맛집 찾기나 요리의 응답율이 높았다.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가사부담이 없어 음악감상, 국내여행, 독서, 영

화감상의 응답이 많았다. TV는 버라이어티 쇼, 음악프로그램, 드라마를 

자주 본다. 동세대 남성에 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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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불행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것은 틀린 인

식이라고 후루이치 노리토시(古市憲寿)(2011)가 지적했다. 요즘 사회는 

소위 격차사회라고 불려서 젊은이들은 불행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

로 젊은이들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돼 반향을 일으켰다. 

후루이치 노리토시(2011)가 한 일본 내각부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

대의 2010년 생활만족도는 과거 40년간을 통틀어 사상 최고였다. 20대의 

2010년 생활만족도는 20대 남성은 65.9%, 여성은 75.2%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는 40년간에 생활만족도가 

15%나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조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고민이

나 불안을 느끼고 있냐’라는 질문에 20대의 6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고 한다.  

 

  쿠가 나오코(久我尚子)(2014)는 정부의 통계를 사용하여 젊은이들의 

소비 실태를 밝혔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안 쓴다고 하나 디플레이션

의 진행, 유통환경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소비사회가 성숙

해져 저렴하면서 고품질인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요

즘 젊은이는 버블 경제 때의 젊은이보다 돈을 안 써도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한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소비 가치관

의 변화로, 버블 경제 때 젊은이들이 선호했던 자동차나 고급브랜드품 

등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한다. 

 

  즉, 요약하면 일본 20대는 소자녀화 세대이며, 세대간의 경쟁이 적었

으나 인생 대부분을 불경기 속에서 보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또한 취업난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그러나 현재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

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만 SNS의 발달

로 인한 부작용으로 SNS의존, 대인 관계 스트레스, 동조지향성을 보인다. 

소비행태는 가치관이 다양하며, 자신이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절약성이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조화하며 적당히 자기 고집을 연출한다는 

소비 의식도 있다. 

 

3) 한국 50대의 특징 

 

송양민(2010)은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의 궤적을 종합적으로 기록

하고 오늘의 모습을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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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세대이다. 2010년부터 은퇴가 시작했다. 그러나 노후 준비가 부

실한 경우가 많고 연금제도도 충분하지 않아서 빈곤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노후 준비에 소홀했던 이유는 자녀 부양 및 교육에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정년퇴직과 종신고용이 무너

져서 베이비붐 세대는 아이 교육비 투자를 많이했다. 또한 이 시기에 기

러기 아빠가 등장해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약12%에 해당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은 1955년의 14억 달러가 2009년에는 약590배인 8,329

억 달러까지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크게 기여

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 이후 가계의 소득과 중산층의 증가함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컬러, 텔레비전, 전화기, 자동차 등 값비싼 내구소비재

를 소비하는 대량 소비시대를 열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핵가족 시대를 가져 왔다. 1960년대까지는 국민의 대

부분이 농업종사자였고, 일손이 필요해 대가족 형태였다. 1970년대부터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이 시작돼 베이비부머들은 지방

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말부터 서울의 주택난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베이비붐 세대 결혼 러시가 시

작돼서 수도권에서 심각한 주택난이 생겼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이나 일산 등 신도시를 개발했다. 현재 한국 주택의 약50%가 

아파트이다. 

베이비붐 세대 여성들은 사회진출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수출 붐

이 일어나서 섬유와 전자업체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을 대량 

채용해 공순이가 등장했다. 여상이나 대학교를 졸업 한 소수의 여성은 

공무원이나 은행원, 사무원,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로 되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넓혔다. 

1964년에는 수출액이 1억 달러였지만 1971년에는 10억 달러, 1977년에

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70년 중반 수출 붐과 더불어 1970년대 후

반에는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다. 이 덕분에 1970년대 중・후반에 대학

을 다녔던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이 취직할 수 있었다. 공고나 상고를 

졸업한 베이비붐 세대도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일자리를 잡았다. 즉, 취

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고 1970년대에 대학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고등학

교 졸업자 중 30%만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형제 한 명이 대학에 가면 다

른 형제들은 진학을 포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되었다. 받은 월

급은 생활비만 빼고 모두 고향으로 보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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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학교에서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마쳤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는 

노동 운동도 빈번히 발생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을 경쟁 속에서 보냈다. 어린시절은 형제들과, 

학교에서는 동급생들과, 대학 입학시험도 치열한 경쟁, 대학을 졸업해도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있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강한 생존능력을 가진다. 특히 회사에서 경쟁이 치열해 회사형 

인간이 었고, 여가를 즐길지 모른다. 

 

김우성(2005a)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가족 중심적이고 

긍정적, 다소 보수적이라고 한다. 1953년에서 1964년에 태어난 세대라고 

한다. 

 

김우성(2005b)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집단적인 성향이 

있고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족 중심적이고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

타낸다. 지나친 사회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건강,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레저에도 관심을 가진다. 특히 교육에 중점

을 둔다.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함인희(2002)는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태어난 세

대로 정의하고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과밀과 과잉의 통과의례” , 

“유신세대, 좌절한 진보주의자”, “절대적 빈곤의 극복과 상대적 박탈

감의 강화”, “불확실성의 가치, 취향의 무정형성”의 4개 키워드로 살

펴봤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

고 재수생 누적 현상과 과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반(反)정부적 입장에서 민주화 창조의 전위세력으로 질풍노도의 

시대를 관통했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절대빈곤은 해소된 상태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1인당 GNP의 성장을 보면, 1955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

대의 경우 7살때인 1962년 87달러, 13살때인 1968년 169달러, 16살때인 

1971년 278달러, 19살때인 1974년 523달러 그리고 23살때인 1978년 

1,279달러를 기록했다. 1961년 출생한 경우는 1968년 7살때 169달러, 

1974년 13살 때 523달러, 1977년 17살 때 965달러, 1980년 19살때 1,589

달러, 그리고 1984년 23살때에는 2,044달러를 기록했다. 

 

김우성・허은정(2007)은 경남지역에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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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비교를 하였다. 베이비붐 세

대는 6・25 전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태어

난 집단이고 청소년기에 유신시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도의 경

제성장, 에너지 위기, 교육에서의 과밀화 등을 경험한 집단으로 1954년

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으로 정의했다. 

소비관련 가치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X세대, Y세대에 비하여 가족 중심

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라이프스타일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X세

대, Y세대에 비하여 절약, 검소한 소비행동, 계획적인 소비, 시간절약에 

민감함의 특성들을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을 궁극

히 보낸 그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한다. 

 

  즉, 요약하면 한국 50대는 어린시절은 가난했고 군사 독재 정권을 경

험했으나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창조에 공헌했다.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핵가족 시대를 가져왔고 여성은 사회 진출을 하였다. 평생 경

쟁 속에 살아와서 강한 생존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자녀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노후 준비를 못 해서 은퇴가 시작되면서 

빈곤층이 증가가 염려된다고 한다. 소비행태는 가족중심적이며, 어린 시

절을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계획적, 근검절약의 소비행동을 보인다. 

 

4) 일본 50대의 특징 

 

마크로밀 브랜드 데이터 뱅크(2014)는 일본 전 지역에서 20대에서 60

대까지 남・녀 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에 의하면 50‐54세 남성은 20대를 버블 경제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

직도 그 당시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이나 

타블릿을 갖고 있고 인터넷을 쓰지만 정보나 뉴스는 주로 TV나 신문에서 

얻는다. 그리고 인생에 불만이 없고 자기가 특이하더라도 신경을 안 쓰

고 특별히 꾸미지도 않고 핫플레이스에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  

  50‐54세 여성은 약40%가 전업주부, 약27%가 아르바이트, 약26%가 정

규직이라고 한다. 40대 여성보다 취미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버블 경

제 때 20대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브랜드를 선호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자신 의견만을 내세우

거나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꺼리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잘 만든다. 현재

까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생과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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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9세 남성은 미래가 걱정돼 사고 싶은 것도 없고 핫플레이스와 유

행에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50‐54세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년전이나 현

재나 옷차림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55‐59세 여성은 성격이 긍정적이고 유행에 민감하고 해외 브랜드를 

선호한다. 이것은 어린시절이 고도경제성장기, 30세쯤이 버블 경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한다고 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외(2013)는 15세‐79세 남녀대상으로 약1만명을 방

문 생활실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미혼 50대 여성은 미혼 30, 40대 여

성에 비해 소비욕이 떨어지고 취미도 적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미혼 50

대 여성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했고, 

그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 미혼 50대의 연금보험 가입비율이 높은 이

유는 정규직이 많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다. 

 

사카모토 세츠오・하라다 요우헤이(2015)는 일본의 세대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현재 일본의 50대를 뽀빠이(POPEYE)・JJ세대와 신인류 세대 2

세대로 나누었다. 1952‐60년생인 뽀빠이(POPEYE)・JJ세대에 초점을 맞

춘 연구가 미흡하다. 이는 단카이 세대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이

다. 

사카모토 세츠오・하라다 요우헤이(2015)에 의하면, 뽀빠이(POPEYE)・

JJ세대의 유래는 ‘뽀빠이(POPEYE)’나 ‘JJ’라는 인기 잡지가 창간됐을 

때 생겨난 말이다. 위 두 잡지는 아직도 일본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고 있

는 잡지이다. 뽀빠이(POPEYE)・JJ세대는 핵가족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세대부터 대학진학률이 높아졌다. 1950년 대학진학률 10%에서 1976년에

는 38.6%가 되었다. 뽀빠이(POPEYE)・JJ세대는 단카이세대에 비해 경쟁

심이 없고 인생을 즐기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있다. 자신은 자신, 남은 

남이라는 생각도 있어 남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남에게서 강

요를 받는 것도 싫어한다. 그리고 아이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즉, 자유

주의적이다. 

뽀빠이(POPEYE)・JJ세대는 브랜드 붐을 일으켰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대생들이 브랜드에 미쳤고 남성들까지 그 영향을 받아 이른바 브랜드 

붐이 일어났다. 브랜드 붐을 통해 개인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소비형태

가 이전의 세대에 비해 다양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1981년

에 패션이나 브랜드,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그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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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것 자체가 주제였던 다나카 야스오(田中康夫)(1981)의 소설 “어

쩐지 크리스탈(なんとなく、クリスタル)”가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가

이드북과 패션 잡지가 합쳐진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1971년에는 맥도날

드 1호점이 도쿄 긴자에 개점, 닛신이 컵누들을 판매하고, 1974년에는 

세븐일레븐이 도쿄에 개점한 등 간편한 소비문화가 이 시기에 많이 등장

하여 소비가 늘어났다. 1978년에 인베이더 게임, 1979년에는 워크맨이 등

장했다. 뽀빠이(POPEYE)・JJ세대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지만 젊었을 때에 

인베이더 게임이나 워크맨의 영향을 받아서 디지털에 대한 태도가 이전

의 세대보다 유연하다고 한다. 이 당시 만화가 많이 출간되고 1966년에

는 TV에서 <울트라맨>, 1971년에는 <가면라이더>가 방영되면서 특정 취

미에 강한 사람, 단순 팬, 마니아 수준을 넘어선 오타쿠가 탄생했다. 이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서브컬처의 원형이 되었다. 

신인류 세대는 핵가족 가정에 태어나고 어린시절 고도경제성장기였다. 

신인류의 유래는 저널리스트였던 치쿠시 테츠야(筑紫哲也)(1986a)(1986b)

가 저서 “신인류도간(新人類図鑑)”에서 당시의 젊은이와 대담(對談)을 

통해 명명했다. 신인류 세대는 뽀빠이(POPEYE)・JJ세대보다 더욱 인생을 

즐기며 ‘즐기는 것이 최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봉건적 사

고방식이 무너지면서 상하관계 의식이 약해졌다. 

신인류 세대는 여성이 소비의 중심이었다. 1988년에 잡지 Hanako가 창

간되었다. Hanako는 기존의 패션 잡지나 정보 잡지와 달리 처음으로 문

화나 맛집 정보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직장 여성들이 잡지를 가지고 거

리를 다니거나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하여 소비를 즐기고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상이 널리 퍼졌다. 신인류 세대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소비하는 것도 좋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뽀빠이(POPEYE)・

JJ세대에 비해 더욱 브랜드에 익숙해졌다고 한다. 신인류 세대가 10대였

던 1970년에 애니메이션 붐이 일어났고, 오타쿠 문화가 진화되어 오타쿠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에는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이 시행돼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되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시행돼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아 결혼 후

에도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결혼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 결혼과 가정

보다는 일을 택하는 여성이 증가했다. 결혼보다 일을 택하는 미혼 여성

이 많아지고 결혼해도 이혼하는 여성도 많아졌다. 즉, 여성의 속성이 다

양해졌다. 신인류 세대부터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이 돼 맞벌이가 증

가하고, 미혼자도 많아져 이 세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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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다. 그리고 이 세대는 나이를 먹어도 젊어보이고 싶다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옷과 화장품에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한다. 

 

즉, 요약하면 일본 50대는 핵가족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린시절는 고도 

경제성장기였다.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간편한 

소비문화, 디지털 제품, 서브컬처에 접하고 자유주의적이며 인생을 즐기

면서 항상 젊은 마인드를 가지는 세대이다. 그리고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의 시행으로 여성의 속성이 다양해졌다. 소비행태는 소비를 즐기는 문화

로 시작하여 소비행태의 다양화가 되었다. 그리고 버블 경제의 영향을 

받아 브랜드를 선호한다. 

 

3. 한・일 20대 및 50대의 세대 간 비교 

 

지금까지의 고찰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1>과 <표2>와 같다. 

  한・일 20대의 공통점은 소자녀화 세대이고 취업난 때문에 생활이 불

안정하며 소비행태는 절약적이다. 가치관이 다양하고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 

한・일 20대와 다르게 한・일 50대는 서로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핵가족이라는 공통점도 있지

만, 한・일의 베이비붐 시기의 차이가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1951년에 태어난 세대, 즉 단카이 세대라 불린다. 반면 한국의 베

이비붐 세대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954‐1964년에 태어난 세대

이다. 즉, 한국의 베이비붐은 일본의 베이비붐과 시작 시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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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일 20대의 비교 

 한국20대 일본20대 

출생 1987‐1996년 

선행연구 

세대정의 

이케아 세대 

(20대후반‐40대초반) 

Y세대(1980‐1999년 출생) 

사토리 세대 

(1983‐1994년 출생) 

인구규모 669만명(남성53%, 여성47%) 1,245만명(남성51%, 여성49%) 

특징 

소자녀화 세대이며, 청소년기에

는 고성장기였기 때문에 유복했

다. 그러나 1997년이후 IMF외환

위기 여파로 취업난을 겪었다.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고

스펙, 고학력이 되었다. 스펙을 

쌓기 위해 해외 경험이나 다양한 

문화에 접해서 문화 수준과 눈이 

높아졌다. 고용 불안정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고 불안감도 많

으나 인내심은 강하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 

소자녀화 세대이며, 세대간의 경

쟁이 적었으나 인생 대부분을 불

경기 속에서 보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또한 취업난

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

라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그러

나 현재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

온 이유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

라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

터넷,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만 

SNS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으로 

SNS의존, 대인 관계 스트레스, 

동조지향성을 보인다. 

소비 

행태 

유명 브랜드보다 자기가 좋아하

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등 절약적

이며 합리적이다. 가치관과 개성

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하다. 

가치관이 다양하며, 자신이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절약성이 있

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조화

하며 적당히 자기 고집을 연출한

다는 소비 의식도 있다. 

공통점 

소자녀화 세대이고 취업난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하며 소비행태는 절

약적이다. 가치관이 다양하고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폰을 잘 사용한

다. 

 

인구규모 출저: 총무성통계국(総務省統計局)(http://www.stat.go.jp/),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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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한・일 50대의 비교 

 한국50대 일본50대 

출생 1957‐1966년 

선행연구 

세대정의 

베이비붐 세대 

(대략 1954‐1964년 출생) 

뽀빠이(POPEYE)・JJ 세대 

(1952‐1960년 출생) 

신인류 세대 

(1961‐1965년 출생) 

인구규모 834만명(남성50%, 여성50%) 1,812만명(남성51%, 여성49%) 

특징 

어린시절은 가난했고 군사 독재 

정권을 경험했으나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창조에 공헌했다.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여 핵가

족 시대를 가져왔고 여성은 사회 

진출을 하였다. 평생 경쟁 속에 

살아와서 강한 생존 능력을 가진

다. 그러나 자녀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노

후 준비를 못 해서 은퇴가 시작

되면서 빈곤층이 증가가 염려된

다고 한다. 

핵가족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는 고도 경제 성장기였다.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간편한 소비문

화, 디지털 제품, 서브컬처에 접

하고 자유주의적이며 인생을 즐

기면서 항상 젊은 마인드를 가지

는 세대이다. 그리고 남녀고용기

회균등법의 시행으로 여성의 속

성이 다양해졌다. 

소비 

행태 

가족중심적이며, 어린 시절을 가

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계획적, 

근검절약의 소비행동을 보인다. 

소비를 즐기는 문화로 시작하여 

소비행태의 다양화가 되었다. 그

리고 버블 경제의 영향을 받아 

브랜드를 선호한다. 

공통점 여성의 사회 진출, 핵가족 

 

인구규모 출저: 총무성통계국(総務省統計局)(http://www.stat.go.jp/),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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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비가치 

 

1. 소비가치 연구의 흐름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는 현대 소비사회와 소비자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키워드’

라고 한다(구명진 외, 2015).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비가치를 측

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어 왔다. 

Rokeach(1973)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RVS(Rokeach Value Survey)라

는 측정도구를 선구적으로 개발하여 가치를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로 나눴다. 궁극적 가치는 안락한 생활, 활동적 생활, 지속적 공헌, 세

계평화, 자연의 아름다움, 평등, 사랑하는 사람을 돌봄, 자유, 만족, 조

화, 친밀감, 안전, 여가 생활, 영원한 삶, 자아존중, 사회적 존경, 밀접

한 친구관계, 인생에 대한 성숙한 이해의 총 18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

된다.  

도구적 가치는 야심차고 큰 포부, 편견이 없고 관대함, 유능함, 즐거

움, 청결하고 깨끗한 용모, 용감함, 타인에게 너그러움, 도움이 됨, 정

직하고 진실됨, 상상력이 풍부하고 대담함, 신뢰함, 영리하고 자기반성

적임,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임, 감정이 있고 부드러움, 의무적으로 존경

함, 공손하고 예의 바름, 신뢰적임, 자기통제와 자기억제의 총18개의 하

위차원으로 구성된다. 

RVS는 문헌고찰과 샘플링을 통해 개념적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항목의 설명력이나 대표성, 항목의 계층화의 적합

성, 항목 수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이경옥・정용선, 1999, 김병희 외, 

2002, 김서영, 2009). 

 

Kahle(1983)는 RVS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RVS의 도구적 가치를 제

외하고 궁극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인 LOV(List of Value)를 

개발하였다. LOV의 하위차원은 자아존중, 성취감, 생활안정, 즐거움, 신

바람, 소속감, 존경, 자아성취, 사회관계의 총 9개이다(김서영, 2009). 

LOV는 RVS에 비해 가치항목을 축소시켜 RVS의 번거로움과 응답자들의 부

담감도 많이 덜어주었다고 한다(이경옥・정용선, 1999). 

 

미국 스탠포드 조사 연구소(Stanford Reserch Institute:SRI)는 RV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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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으며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근거하는 가치 측정도구인 

VALS(Value and Life Style)를 개발하였다. 처음에는 VALS는 소비자 집단

을 외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 내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 욕구 지향적 소

비자 집단의 3집단으로 나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외부 지향적 

소비자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VALS를 보완해서 VALS2가 개발되었다. 

VALS2는 자원보유 정도와 자기 지향성을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을 실현형, 

자족형, 확신형, 성취 추구형, 노력형, 체험형, 실행형, 분투형의 8개로 

나눴다(김서영, 2009, 전지현, 2010, 김하나, 2010).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가치 측정방법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비행동을 설

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치 항목들은 소비행동을 통해 실

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남수정, 2007, 심영, 2012).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Sheth 외(1991)는 가치 중에서 소비와 관련된 

가치를 추출하고 소비가치를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로 분류하였다(심영, 2012). 기능적 가치는 제

품의 기능적, 실용적, 물리적 특성으로 제품의 품질, 기능, 가격, 서비

스와 관련된 소비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는 제품을 소비하는 사회계층집

단과 관련된 소비가치이다. 감정적 가치는 제품소비로 인한 긍정적・부정

적 감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로 심미적 제품이나 감정적 반응을 유발시

키는 서비스 제품이 감정적 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 진귀적 가치는 호기

심을 자극하거나 새로움을 제공하는 제품들과 관련된 소비가치이다. 상

황적 가치는 제품소비를 하도록 하는 주변 상황이나 특정한 상황의 결과

와 관련된 것이다. 

 

한국 국내에서의 소비가치에 대한 연구는 Sheth 외(1991)의 소비가치 

하위자원을 소비가치 척도의 틀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 예로 남수정

(2007)의 연구에서는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집단주의와 소비가치의 소비에 대한 

자기조절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봤다. 남수정(2007)은 연구에 맞지 않는 

상황적 가치를 제외한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가치를 측정하였다. 

김서영(2009)은 20‐30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소비가치에 관한 연

구를 하였다. 또한 Sheth 외(1991) 등 기존 소비가치 척도들과 소비가치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소비가치 척도를 재구성하여 소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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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차원을 분류했다. 그 결과, 사회성, 자기충실성, 건강민감성, 과시

성, 실용성, 심미성의 총 6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심영(2012)은 중국 대도시 소비자의 로하스성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heth 외(1991)의 소비가치 척도와 Sheth 외를 토대로 소

비가치를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소비가치 척도를 구성하였

다. 소비가치 하위차원은 실용적 가치, 차별화 가치, 과시적 가치, 자기

충실 가치, 동조적 가치의 5개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소비가치 척도들은 여러 제한 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시대성의 한계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비가치 척도들은 

오래 전에 개발된 것들이 많아서 현재 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맞지 않게 

되었다. 둘째, 보편성의 한계이다. 기존의 소비가치 척도는 개별 상품의 

구매층이나 특정 소비자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보편성이 떨

어진다. 셋째, 포괄성의 한계이다. 기존의 소비가치 척도들은 척도의 하

위차원을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치를 도출하였다. 그래서 소비생활 전

반에서 소비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비가치들을 모두 포함하

고 있지 않아 포괄성이 떨어진다(구명진 외, 2015). 

 

위 기존의 소비가치 척도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명진 외(2015)

는 포괄적인 소비가치 척도를 도출했다. 기존의 소비가치 연구들을 포함

한 다양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상품 관련 소비가치뿐만 아니라 소비자 자

신과 소비공동체에 근거한 소비가치들을 하위차원으로 구성한 포괄적인 

소비가치 척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별 하위 소비가치는 효용지향가

치, 저가지향가치, 안전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혁신지

향가치, 타인지향가치, 공동체지향가치, 자율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

치로 총 10개이다. 

효용지향가치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에 대한 가치이고, 저가지향

가치는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가치, 안전지향가치는 신체적 안전을 추

구하는 가치, 쾌락지향가치는 재미, 향유를 추구하는 가치, 심미지향가

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혁신지향가치는 새로운 자극의 추

구로부터 도출된 가치이고, 타인지향가치는 사회 소속감이나 물질적 과

시에 근거한 가치이다. 공동체지향가치는 친환경이나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 자율지향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생활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

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기는 가치이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소비생활을 통해 타인과는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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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인 ‘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이다. 

이 연구에서의 소비가치 측정문항들은 가능한한 특정한 상품이나 상황

의 제시 없이 다양한 소비 생활 영역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일반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있다. 

 

2. 소비가치의 국가간 및 세대간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비교 연구를 위해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를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전반적으로 국가

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비교 연구는 연구가 미약한 상황이다. 

  김선우(2013)는 한국, 미국, 스웨덴의 소비가치 개념을 포함한 소비문

화를 비교하기 위해 문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국가내

에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소비문화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비문화의 차

원은 각 두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기능 차원은 경제성지향

과 검약지향, 개인적 상징 차원은 향유지향과 자기표현지향, 사회적 기

능 차원은 윤리적 소비지향과 친환경지향, 사회적 상징 차원은 타자승인

지향과 유명선호지향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세 국가간의 소비문화

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타자승인지향, 즉 사회적 상징 차원을 중요시하

고 있었다. 미국은 향유지향, 즉 개인적 상징 차원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으며 개인적 기능 차원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연령대에 따른 소비문화에서는 개인적 상징 차원, 사회적 상징 차원에

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한국 20대가 개인적 상징 차원, 사회적 상

징 차원에서 높은 소비 수준을 보였고 한국 30대와 40대는 두 상징 차원

의 소비수준이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20대와 30대

가 두 상징 차원의 소비수준이 동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시장경

제와 소비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연령대별 소비문화의 양성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한다. 개인적 기능 차원, 사회적 기능 차원

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박애화(2009)는 김선우(2013)와 동일한 소비문화 차원을 이용하여 한

국과 중국의 국가간, 도시간 소비문화 비교를 하였다. 두 국가간 비교 

연구 결과, 개인적 상징 차원, 사회적 상징 차원,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 

소비수준이 한국보다 중국이 높게 나타나며 중국 소비자들이 사회성과 

상징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김우성・허은정(2007)은 경남지역에서 베이비붐 세대(1954년‐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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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X세대(1965년‐1979년 출생), Y세대(1980년‐1999년 출생) 소비자

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세대간 비교를 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는 소비관련 가치에서 X세대, Y세대에 비하여 가족 중심적 가치

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라이프스타일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X세대, Y세

대에 비하여 절약, 검소한 소비행동, 계획적인 소비, 시간절약에 민감함

의 특성들을 보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을 궁극히 보

낸 그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한다. 

Y세대는 소비관련 가치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 비해 다양성의 

허용, 자아존중, 자아실현, 성취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삶에서의 즐

거움 및 흥분, 짜릿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에서 Y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 비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시, 쇼핑 자

체를 즐김, 감각적, 쾌락적 소비행태, 패션 지향적 행동의 특성을 보였

다. 

  X세대는 소비관련 가치, 라이프스타일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Y세대의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즉,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비교 연구에서는 각 국가나 각 세대의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개념, 문화적 배경, 세대적 배경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가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의 관계 

 

소비가치란‘소비생활이라는 삶의 한 영역에서 다양한 개별 소비상황 

및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움직이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신념들’라고 정의된다(구명진 외,2015). 즉, 소비가치와 소비

행동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의외로 미약하다. 

니시 카즈모리(西和盛) 외(2007)는 소비자가 가지는 가치관과 농산물 

판매 점포 선택 행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래더링(Laddering)기법과 체

이드(CHAID)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했다. 농산물 판매 점포로 생

협, 슈퍼마켓, 농협 직영 농산물 직판장,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의 4점포를 설정했다. 연구 결과, 생협을 선호한 소비자의 가치관

은 안전, 건강, 환경을 중시하며 가격을 중시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슈퍼마켓과 농협 직영 농산물 직판장을 선호한 소비자의 가치관은 안전, 

건강, 가격을 중시하지만 환경은 중시하지 않았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

는 농산물 직판장을 선호한 소비자의 가치관은 안전, 건강을 중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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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가격도 어느 정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경향에 따라 선택하는 점포가 달라지는 것을 증명했다. 

전지현(2010)은 가치소비의 개념적 틀과 유형을 규명하고 가치소비와 

가치의 관계, 가치소비와 양면적 소비행동의 관계, 가치소비 유형에 따

른 집단을 규명했다. 가치소비의 하위차원으로 생태적 가치소비, 감정적 

가치소비, 가족중심 가치소비, 실용적 가치소비의 4개가 도출되었다. 생

태적 가치소비는 친환경, 타인을 고려하는 소비, 감정적 가치소비는 제

품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으로 ‘나’의 가치를 높힐 수 있는 것을 추구

하는 소비, 가족중심 가치소비는 가족을 위한 소비, 실용적 가치소비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이다. 

  가치소비와 양면적 의복소비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생태적 가치소비와 

가족중심 가치소비는 양면적 의복소비행동과 관련성이 거의 없었다. 감

정적 가치소비는 브랜드, 유행스타일, 점포, 가격, 계획성의 양면적 의

복소비행동 모두 유형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실용적 가치소비

는 브랜드, 유행스타일, 점포의 3개 양면적 의복소비행동에서 정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감정적 가치소비와 실용적 가치소비가 동시에 나타

났다는 것은 감성과 이상이라는 상반된 의미, 즉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중요시

하는 소비가치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좌우되는 것이 명백해 보인

다. 소비가치와 소비행동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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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의 하위차원과 이들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또한 본인 관련변수와 경제

적 변수의 특성에 따른 집단 내 차이 그리고 한・일 국가간 및 세대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한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

들의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는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한・일 20대 및 50대의 각 집단 내에서 소비가치별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는 어

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제2절 연구방법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소비가치 

 

소비가치에 관한 정의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서 제각기 정의되고 있

다. 소비가치란,‘소비생활이라는 삶의 한 영역에서 다양한 개별 소비상

황 및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움직이는 지속적이

고 보편적인 신념들’로 구명진 외(2015)는 정의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비가치’용어를 위의 연구의 의미

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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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방법 

 

1) 소비가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가치 측정 도구는 구명진 외(2015)에서 개발

된 것을 사용했다. 소비가치 측정 도구는 하위차원 10개 (공동체지향가

치,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 자율지향가치, 안

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쾌략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소비가치에 관

한 문항(나는 소비를 할 때 ‐을(를)중요하게 여긴다) 총40개를 물었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할당하였다. 

 

2) 본인 관련 특성에 관한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본인 관련 특성에 관한 변수는 구명진 외(2015)에

서 개발된 것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항목은 연령, 성별, 가

구원수, 함께 거주하는 사람(동거인), 혼인상태, 자녀수, 최종학력, 직

업, 근로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업주부, 무직을 제외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근로유형을 알아 보았다. 

 

3) 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 

 

경제적 변수의 측정항목은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으로 이뤄졌다.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비교하기 위해 양국의 수

도인 서울특별시와 도쿄 23구를 선정하였다. 서울 20대 및 50대와 도쿄 

20대 및 50대 각 100명, 총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9 

<표3> 서울특별시와 도쿄23구 개관 

 서울특별시 도쿄23구 

면적(km²) 605.20 621.83 

인구밀도(명/km²) 16,846.2 14,386.1 

인구(명) 10,062,309 9,102,598 

20대 인구(명) 1,499,480 1,153,629 

20대 인구비율(％) 14.9 12.7 

50대 인구(명) 1,529,452 1,067,435 

50대 인구비율(％) 15.2 11.7 

1차산업 노동인구비율(％) 0.1 0.2 

2차산업 노동인구비율(％) 9.6 16.6 

3차산업 노동인구비율(％) 90.4 83.3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내각부 통계정보・조사결과(内閣府 統計情報・調査結果) 

(http://www.esri.cao.go.jp/), 

도쿄도의 통계(東京都の統計) 

(http://www.toukei.metro.tokyo.jp/juukiy/2015/jy15000001.htm) 

 

2. 자료수집방법 

 

연구자가 직접 한국어 최종 설문지를 일본어로 번역한 후에 일본 도

쿄 소재 한국어학원 I.K.Bridge 외어학원(アイケーブリッジ外語学院) 

(http://www.ikbridge.co.jp/)에 의뢰하여 일본어로 역번역을 하였다. 

재번역된 설문지와 한국어 설문지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

었다. 

  본 조사는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총 400부를 인터

넷 조사업체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의 보유패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도쿄 거주 20대 100명, 도쿄 거주 50대 100명, 서울 거주 20대 100명, 

서울 거주 50대 100명, 총 400명을 본 조사의 유효 자료로 수집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으로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가치의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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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각 변수별로 한국 20대, 일본 20

대, 한국 50대, 일본 50대의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 20대의 가구원수는 4인이 49명 49%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3인이 22%로 2위를 차지했다. 일본 20대의 가구원수는 1인 35%, 3인 28%, 

4인 18% 순으로 많았다. 한국 50대의 가구원수는 4인이 46%, 3인이 28%

로 나타났다. 일본 50대의 가구원수는 2인 34%, 1인 23%, 3인 2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20대의 동거인은 어머니 76%, 아버지 71%, 형제・자매 68%로 나

타나 주로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혼자 살고 있

는 20대는 8명 8%에 불과했다. 일본 20대의 동거인은 어머니 47%, 아버

지 42%, 혼자 35%, 형제・자매 24% 순이었다. 한국 20대와 달리 일본 20

대는 1인 형태의 가구와 부모나 형제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명확

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50대의 동거인은 배우자, 자녀 

각각 83%로 나타났다. 일본 50대의 동거인은 배우자 63%, 자녀 44%, 혼

자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50대는 한국 50대에 비하면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 자녀와 동거 비율도 낮게 나왔다. 

 

다음은 한국 20대의 혼인상태는 95%가 미혼이다. 일본 20대의 혼인상

태는 미혼이 81%, 기혼이 19%로 나타났다. 일본 20대의 기혼 상태는 19%

로, 한국 20대 기혼 상태 5%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 

20 대의 경우는 학생의 비중이 37%(일본 20대 학생비율 18%)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50대의 혼인상태는 

기혼이 85%, 미혼이 15%로였다. 일본 50대의 혼인상태는 기혼이 67%, 미

혼이 33%로 나타났다. 일본 50대의 미혼 비율은 한국 50대에 비해 약 두

배 더 높았다. 사카모토 세츠오・하라다 요우헤이(2015)가 지적한 듯이 

일본 50대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에 따라 미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20대의 자녀수는 91%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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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수는 0인이 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 50대의 자녀

수는 2인이 57%로 가장 많았다. 일본 50대의 자녀수는 0인 44%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인 25%, 1인 23%의 순이었다. 일본 50대의 혼인상태 특징으

로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녀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한국 20대의 최종학력은 대학재학 36%, 대졸 55%로 대학교 진학이 거

의 9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일본 20대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55%

로 가장 많았고, 대학재학 17%, 고졸이하 17%로 나타났다. 한국 50대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68%, 고졸이하 24%였다. 일본 50대의 최종학력은 대

졸 70%, 고졸이하 22%로 나타났다. 

 

한국 20대의 직업은 학생이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하고 

있는 경우 사무직이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20대의 직

업은 사무직이 28%, 학생 1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20대의 경우 학생 

비중이 37%인 반면 일본 20대의 학생 비중이 18%로 한국에 비해 약 2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50대의 직업은 사무직 42%, 전업주부 24% 

순으로 많았다. 일본 50대의 직업은 사무직 31%, 전업주부 2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20대의 근로유형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77.8%로 가장 많았다. 

일본 20대의 근로유형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8.2%, 임시직 임금근로자

가 35.8%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서 근로유형 부분에서 한・

일 20대의 차이점을 보였다.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한국 20대는 13%인 반

면에 일본 20대는 35.8%로 일본 20대의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20대는 한국 20대만큼 학생 비율이 높지 않고 직

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 20대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50대의 근로유형은 상용직 임금

근로자가 62.7%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 50대의 근로유형도 상용직 임금

근로자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20대의 가계 월 소득액은 300만원미만 40%, 300만원이상‐500만

원미만이 32%로 나타났다. 일본 20대의 가계 월 소득액은 300만원미만이 

48%로 가장 많았다. 한국 50대의 가계 월 소득액은 300만원이상‐500만

원미만 33%, 500만원이상‐700만원미만 32%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50대

의 가계 월 소득액은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2%, 700만원이상 2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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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국 50대와 가계 월 소득액을 비교해 보면, 한・일 50대의 

가계 월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500만원미만이 한・일 공동 1위를 차지

했다. 특이한 점은 일본 50대의 경우 가계 월 소득액이 700만원이상이 

27%로 2위를 차지한 점이다. 

 

한국 20대의 가계 월 지출액은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 59%로 가

장 많았다. 일본 20대의 가계 월 지출액도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58%

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50대의 가계 월 지출액은 100만원이상‐300만

원미만 38%,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41%로 나타났다. 일본 50대의 가

계 월 지출액은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이 

각각 38%로 나타났다. 

 

한국 20대의 개인적인 월 지출액은 50만원미만이 40%로 1위를 차지했

다. 일본 20대의 개인적인 월 지출액도 50만원미만이 51%로 가장 많았다. 

한국 50대의 개인적인 월 지출액은 50만원미만이 36%, 50만원이상‐100

만원미만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50대의 개인적인 월 지출액은 50

만원미만이 40%, 200만원이상이 23%로 나타나며 한국 50대와 달리 개인

적인 월 지출액 200만원이상이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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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한・일 20대 및 50대의 일반적 특성(본인 관련변수) 

 구분 한국20대 한국50대 일본20대 일본50대 전체 

성별 
남성 50(50.0%) 50(50.0%) 50(50.0%) 50(50.0%) 200(50.0%) 

여성 50(50.0%) 50(50.0%) 50(50.0%) 50(50.0%) 200(50.0%) 

가구원수 

1인 8(8.0%) 6(6.0%) 35(35.0%) 23(23.0%) 72(18.0%) 

2인 8(8.0%) 8(8.0%) 9(9.0%) 34(34.0%) 59(14.8%) 

3인 22(22.0%) 28(28.0%) 28(28.0%) 21(21.0%) 99(24.8%) 

4인 49(49.0%) 46(46.0%) 18(18.0%) 14(14.0%) 127(31.8%) 

5인이상 13(13.0%) 12(12.0%) 10(10.0%) 8(8.0%) 43(10.8%) 

동거인 

혼자 8(8.0%) 6(6.0%) 35(35.0%) 23(23.0%) 72(18.0%) 

배우자 6(6.0%) 83(83.0%) 19(19.0%) 63(63.0%) 171(42.8%) 

어머니 76(76.0%) 11(11.0%) 47(47.0%) 12(12.0%) 146(36.5%) 

아버지 71(71.0%) 4(4.0%) 42(42.0%) 3(3.0%) 120(30.0%) 

자녀 4(4.0%) 83(83.0%) 12(12.0%) 44(44.0%) 143(35.8%) 

형제・자매 68(68.0%) 4(4.0%) 24(24.0%) 1(1.0%) 97(24.3%) 

기타 10(10.0%) 4(4.0%) 10(10.0%) 5(5.0%) 29(7.3%) 

혼인상태 
미혼 95(95.0%) 15(15.0%) 81(81.0%) 33(33.0%) 224(56.0%) 

기혼 5(5.0%) 85(85.0%) 19(19.0%) 67(67.0%) 176(44.0%) 

자녀수 

0인 91(91.0%) 11(11.0%) 86(86.0%) 44(44.0%) 232(58.0%) 

1인 7(7.0%) 23(23.0%) 10(10.0%) 23(23.0%) 63(15.8%) 

2인 2(2.0%) 57(57.0%) 4(4.0%) 25(25.0%) 88(22.0%) 

3인이상 0(0.0%) 9(9.0%) 0(0.0%) 8(8.0%) 17(4.3%) 

최종학력 

고졸이하 4(4.0%) 24(24.0%) 17(17.0%) 22(22.0%) 67(16.8%) 

대학재학 36(36.0%) 0(0.0%) 17(17.0%) 6(6.0%) 59(14.8%) 

대졸 55(55.0%) 68(68.0%) 55(55.0%) 70(70.0%) 248(62.0%) 

대학원재학 이상 5(5.0%) 8(8.0%) 11(11.0%) 2(2.0%) 26(6.5%) 

직업 

학생 37(37.0%) 0(0.0%) 18(18.0%) 0(0.0%) 55(13.8%) 

전업주부 1(1.0%) 24(24.0%) 7(7.0%) 26(26.0%) 58(14.5%) 

자영업 2(2.0%) 13(13.0%) 3(3.0%) 12(12.0%) 30(7.5%) 

전문직 13(13.0%) 6(6.0%) 10(10.0%) 12(12.0%) 41(10.3%) 

사무직 33(33.0%) 42(42.0%) 28(28.0%) 31(31.0%) 134(33.5%) 

서비스・판매직 3(3.0%) 5(5.0%) 13(13.0%) 8(8.0%) 29(7.2%) 

무직 8(8.0%) 1(1.0%) 8(8.0%) 5(5.0%) 22(5.5%) 

기타 3(3.0%) 9(9.0%) 13(13.0%) 6(6.0%) 31(7.8%) 

근로유형 

상용직  

임금근로자 
42(77.8%) 47(62.7%) 39(58.2%) 42(60.9%) 170(64.2%) 

임시직  

임금근로자 
7(13.0%) 9(12.0%) 24(35.8%) 13(18.8%) 53(20.0%) 

고용주/자영업자 2(3.7%) 16(21.3%) 3(4.5%) 12(17.4%) 33(12.5%) 

기타 3(5.6%) 3(4.0%) 1(1.5%) 2(2.9%)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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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한・일 20대 및 50대의 일반적 특성(경제적 변수) 

 구분 한국20대 한국50대 일본20대 일본50대 전체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만 40(40.0%) 16(16.0%) 48(48.0%) 24(24.0%) 128(32.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2(32.0%) 33(33.0%) 18(18.0%) 32(32.0%) 115(28.8%)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9(19.0%) 32(32.0%) 19(19.0%) 17(17.0%) 87(21.8%) 

700만원이상 9(9.0%) 19(19.0%) 15(15.0%) 27(27.0%) 70(17.5%)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미만 10(10.0%) 4(4.0%) 20(20.0%) 8(8.0%) 42(10.5%)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59(59.0%) 38(38.0%) 58(58.0%) 38(38.0%) 193(48.3%)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4(24.0%) 41(41.0%) 17(17.0%) 38(38.0%) 120(30.0%) 

500만원이상 7(7.0%) 17(17.0%) 5(5.0%) 16(16.0%) 45(11.3%) 

개인적인 

월지출액 

50만원미만 40(40.0%) 36(36.0%) 51(51.0%) 40(40.0%) 167(41.8%)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6(26.0%) 31(31.0%) 23(23.0%) 20(20.0%) 100(25.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20(20.0%) 16(16.0%) 8(8.0%) 8(8.0%) 52(13.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6.0%) 6(6.0%) 6(6.0%) 9(9.0%) 27(6.8%) 

200만원이상 8(8.0%) 11(11.0%) 12(12.0%) 23(23.0%) 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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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하위차원과 특성 

 

1.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하위차원 유형화 

 

1) 한국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 

 

한국의 소비가치가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

한 의미를 가진 자료를 찾아내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소비가치를 유형화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소비가치

와 관련된 40문항을 대상으로 SPSS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해 최초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방

법을 이용하여 직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Kaiser‐Meyer‐Olkin)와 Barttlet 구

형성 검정,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검정결과 KMO값은 0.85으로 나

왔고 Barttlet구형성 검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분

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크리

도표, 교유치, 누적분산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고유치값이 

1이상인 항목을 요인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구명진 외 

(2015)와 동일한 총 10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의 설명력을 살펴

보면 요인1은 11.87%, 요인2는 8.95%, 요인3은 8.12%, 요인4는 8.11%, 

요인5는 7.79%, 요인6은 5.97%, 요인7은 5.83%, 요인8은 5.75%, 요인9는 

5.71%, 요인10은 5.67%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이 총 설명력은 73.77%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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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한국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1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79 -.018 .040 .088 .024 .075 .004 .130 .054 -.018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 및 유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

다. 
.870 .116 .033 .046 .153 -.001 .115 .045 .037 -.064 

나는 소비를 할 때,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30 -.029 .030 .114 -.029 .144 .008 .081 .169 .069 

나는 소비를 할 때, 친환경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07 .106 -.011 .137 .079 -.023 .059 .114 .080 -.068 

나는 소비를 할 때,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03 .074 .135 .029 .060 .036 -.025 .107 .118 .045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771 .173 .140 .086 .224 .124 .161 .036 -.072 -.144 

나는 소비를 할 때,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04 .818 .194 -.058 -.032 .039 .139 .058 -.045 .175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07 .799 .085 .015 .069 .200 .071 .085 -.011 .122 

나는 소비를 할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64 .777 .186 .090 .006 .025 .156 .092 .177 .092 

나는 소비를 할 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198 .721 .151 -.018 .139 .130 .000 .403 -.009 .036 

나는 소비를 할 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279 .694 .044 -.052 .112 .111 .104 .412 .044 -.057 

나는 소비를 할 때, 소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63 .136 .865 .037 -.005 .118 -.012 .031 .106 .032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76 .143 .786 .029 -.034 .051 .183 .122 .076 .091 

나는 소비를 할 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53 .149 .703 .205 .016 .050 .064 .146 .011 .073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06 .123 .670 .045 -.013 .155 .322 .167 .005 .076 

나는 소비를 할 때,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66 -.008 .008 .844 .172 .048 .078 .108 .081 .107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14 -.060 .072 .829 .149 .152 -.019 .020 .094 -.056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44 .024 .118 .711 .241 .263 .112 -.065 .129 -.169 

나는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43 .059 .170 .667 .189 .234 .115 .029 .145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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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한국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2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08 .124 .178 .083 .845 .034 -.021 .029 -.043 .000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15 .038 -.002 .129 .768 .137 .015 .095 .114 .023 

나는 소비를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86 .048 -.058 .295 .653 -.101 .064 -.050 .241 .056 

나는 소비를 할 때,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28 -.010 -.189 .262 .550 .047 -.057 .286 .386 -.087 

나는 소비를 할 때,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61 .058 -.077 .249 .536 .349 .226 .095 .295 .149 

나는 소비를 할 때, 유명한 상표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71 -.056 -.198 .361 .497 .171 -.084 .271 .323 -.083 

나는 소비를 할 때,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42 .262 .142 .194 .187 .764 .153 .052 .130 .026 

나는 소비를 할 때, 세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13 .065 .201 .296 .071 .748 .123 .085 .171 .049 

나는 소비를 할 때,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99 .181 .089 .241 .017 .713 .218 .119 .104 .068 

나는 소비를 할 때, 재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117 .209 .257 .028 .029 .187 .816 .085 .100 .116 

나는 소비를 할 때, 오락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52 .133 .037 .189 -.030 .053 .748 -.024 .218 .288 

나는 소비를 할 때, 즐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17 .134 .278 .065 .090 .298 .735 .188 .013 .025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험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62 .235 .081 .084 .049 .022 .080 .786 .084 .040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92 .271 .332 .013 .123 .117 .079 .695 .030 .066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47 .332 .323 .007 .160 .140 .106 .673 -.018 .042 

나는 소비를 할 때, 최신 제품이나 최신 모델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86 .057 .080 .175 .280 .150 .105 .049 .807 -.026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적용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22 .065 .101 .066 .288 .098 .107 .071 .764 .071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롭고 색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10 .012 .181 .375 -.057 .210 .181 -.066 .586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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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한국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3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38 .029 -.082 -.018 -.068 -.006 .216 .042 .008 .851 

나는 소비를 할 때, 싸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07 .140 .109 -.023 .029 .066 .109 .009 -.006 .851 

나는 소비를 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12 .211 .360 -.052 .121 .065 -.015 .054 .071 .704 

고유치 4.749 3.581 3.250 3.243 3.115 2.388 2.332 2.300 2.285 2.266 

요인별설명력 11.872 8.952 8.124 8.107 7.787 5.969 5.831 5.749 5.712 5.665 

총설명력 7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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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 

 

일본의 소비가치가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

한 의미를 가진 자료를 찾아내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소비가치를 유형화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소비가치

와 관련된 40문항을 대상으로 SPSS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해 최초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방

법을 이용하여 직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Kaiser‐Meyer‐Olkin)와 Barttlet 구

형성 검정,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검정결과 KMO값은 0.87으로 나

왔고 Barttlet구형성 검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분

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크리

도표, 교유치, 누적분산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고유치값이 

1이상인 항목을 요인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소비

가치 요인 순서와 다르지만 한국의 소비가치와 구명진 외 (2015)와 동일

한 총 10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요인1은 

13.02%, 요인2는 10.97%, 요인3은 9.01%, 요인4는 8.70%, 요인5는 7.17%, 

요인6은 6.82%, 요인7은 6.46%, 요인8은 5.99%, 요인9는 5.54%, 요인10

은 4.73%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이 총 설명력은 78.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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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일본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1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친환경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33 .122 .107 .120 .064 .204 -.033 .101 .106 .130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 및 유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

다. 
.813 .118 .170 .129 .077 .170 -.028 .165 .058 .101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04 .248 .079 .153 -.008 .078 -.020 .111 .177 .099 

나는 소비를 할 때,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00 .186 .060 .112 .095 .080 -.036 .102 .163 .047 

나는 소비를 할 때,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780 .074 .172 .013 .201 .189 -.025 .100 .054 .150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773 .254 .078 .142 .057 .135 .030 .094 .049 .005 

나는 소비를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84 .803 .040 .166 -.063 -.036 -.038 .079 .061 .025 

나는 소비를 할 때,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96 .790 -.005 .097 .036 .001 .007 .064 .024 .195 

나는 소비를 할 때, 유명한 상표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06 .789 .079 .212 -.035 -.012 -.037 .307 -.016 .160 

나는 소비를 할 때,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36 .754 .068 .335 -.028 .053 .008 .245 .074 .102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367 .593 .098 .187 .022 .229 -.050 -.013 .312 .115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97 .581 .058 .217 -.057 .227 -.062 -.030 .268 .180 

나는 소비를 할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55 -.010 .828 .105 .195 .065 .059 .014 .143 .169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21 -.020 .816 .035 .185 .091 .054 .084 .066 .116 

나는 소비를 할 때,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51 .164 .788 .096 .189 .032 .206 -.020 .111 .035 

나는 소비를 할 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176 .102 .717 .044 .071 .373 .023 .095 .123 .056 

나는 소비를 할 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333 .068 .682 .057 -.019 .279 -.040 .111 -.04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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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일본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2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36 .266 .074 .846 .099 .069 .001 .111 .101 .092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69 .190 .162 .838 .086 .054 .033 .178 .169 .068 

나는 소비를 할 때,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17 .214 .076 .811 .092 -.021 .008 .136 .206 .131 

나는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73 .327 .006 .739 .194 .034 .102 .074 -.044 .150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48 .028 .159 .093 .849 .093 .115 .090 .124 -.015 

나는 소비를 할 때, 소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64 -.059 .213 .191 .817 .113 .042 .032 .068 .033 

나는 소비를 할 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48 -.063 .089 .077 .813 .075 .154 .038 .027 .165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31 .008 .212 .049 .568 .221 .069 .310 .136 -.198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험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89 .032 .240 .011 .158 .828 .122 .158 .095 -.052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319 .061 .202 .053 .103 .812 .109 .099 .124 .097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91 .078 .203 .052 .198 .804 .123 .085 .139 -.005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48 .021 -.008 -.028 .085 .057 .915 -.008 .100 -.033 

나는 소비를 할 때, 싸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37 .013 .074 .099 .098 .068 .902 -.053 .011 -.022 

나는 소비를 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02 -.141 .191 .024 .135 .134 .851 .027 -.019 .017 

나는 소비를 할 때,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64 .251 .060 .160 .147 .152 .081 .772 .149 .227 

나는 소비를 할 때, 세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59 .213 .068 .191 .169 .144 -.056 .719 .222 .083 

나는 소비를 할 때,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46 .193 .117 .211 .059 .101 -.108 .691 .296 .095 

나는 소비를 할 때, 재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230 .141 .169 .227 .140 .170 .062 .276 .754 .070 

나는 소비를 할 때, 오락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307 .295 .065 .051 .134 .036 .133 .216 .701 .229 

나는 소비를 할 때, 즐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25 .039 .271 .225 .161 .248 .007 .243 .67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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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일본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3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최신 제품이나 최신 모델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74 .418 .091 .247 .020 -.029 -.046 .199 .122 .732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롭고 색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72 .403 .138 .143 .037 .042 -.014 .298 .042 .669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적용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93 .333 .211 .321 .120 .042 -.026 .042 .188 .633 

고유치 5.209 4.390 3.605 3.478 2.866 2.730 2.583 2.397 2.216 1.890 

요인별설명력 13.024 10.974 9.012 8.696 7.165 6.824 6.457 5.992 5.539 4.725 

총설명력 7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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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가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지 확

인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자료를 찾아내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양한 소비가치를 유형화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기 위해 소비가치와 관련된 40문항을 대상으로 SPSS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해 최초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직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Kaiser‐Meyer‐Olkin)와 Barttlet 구

형성 검정,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검정결과 KMO값은 0.90으로 나

왔고 Barttlet구형성 검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분

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크리

도표, 교유치, 누적분산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고유치값이 

1이상인 항목을 요인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소비

가치, 일본의 소비가치, 구명진 외 (2015)와 동일한 총 10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요인1은 12.14%, 요인2는 9.64%, 

요인3은 8.84%, 요인4는 8.02%, 요인5는 7.46%, 요인6은 6.29%, 요인7은 

5.96%, 요인8은 5.88%, 요인9는 5.63%, 요인10은 5.23%로 나타났다. 또

한 요인이 총 설명력은 75.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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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1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 및 유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

다. 

.847 .141 .129 .079 .053 .122 -.037 .072 .087 .043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45 .145 .042 .121 .018 .082 -.028 .095 .098 .099 

나는 소비를 할 때, 친환경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26 .126 .101 .117 .040 .148 -.041 .054 .072 .096 

나는 소비를 할 때,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815 .091 .011 .106 .057 .075 .000 .112 .105 .141 

나는 소비를 할 때,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796 .050 .089 .016 .141 .182 -.003 .021 .039 .137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758 .238 .139 .131 .112 .086 -.026 .137 .078 -.038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33 .763 .142 .112 .137 .104 -.017 .055 .115 -.041 

나는 소비를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85 .756 .041 .179 -.035 -.080 .014 .052 .039 .125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09 .736 .088 .155 .011 .105 -.006 .087 .092 .040 

나는 소비를 할 때,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10 .669 -.051 .160 -.087 .143 -.044 .014 .005 .336 

나는 소비를 할 때, 유명한 상표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18 .666 .014 .261 -.095 .082 -.070 .233 -.017 .311 

나는 소비를 할 때,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31 .646 .090 .285 -.015 .028 .086 .313 .140 .249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12 .024 .809 .031 .152 .095 .077 .129 .083 .062 

나는 소비를 할 때,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28 .070 .808 .051 .192 .040 .201 .037 .120 .023 

나는 소비를 할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11 .032 .805 .088 .220 .065 .076 .039 .138 .172 

나는 소비를 할 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190 .127 .714 .022 .100 .402 .030 .098 .068 .024 

나는 소비를 할 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292 .093 .686 .012 .013 .356 -.041 .105 .035 -.018 

 



45 

<표13>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2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44 .201 .063 .839 .087 .038 -.016 .134 .106 .098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85 .246 .051 .818 .106 .034 -.056 .154 .108 .127 

나는 소비를 할 때,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94 .242 .042 .797 .060 .012 .039 .101 .145 .117 

나는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07 .243 .031 .720 .170 .040 .075 .165 .008 .172 

나는 소비를 할 때, 소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18 -.031 .165 .122 .839 .099 .042 .043 .057 .054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60 .017 .168 .068 .825 .083 .119 .096 .130 .040 

나는 소비를 할 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51 -.017 .121 .119 .775 .101 .117 .062 .030 .095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55 -.011 .173 .055 .620 .206 .068 .228 .253 -.022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험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77 .044 .185 .039 .085 .831 .078 .062 .100 .013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62 .132 .249 .035 .245 .768 .093 .101 .122 -.016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48 .118 .238 .042 .207 .760 .094 .113 .109 .062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89 -.036 -.012 -.033 -.004 .057 .887 -.008 .158 .008 

나는 소비를 할 때, 싸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16 .013 .109 .042 .097 .036 .881 -.006 .072 -.021 

나는 소비를 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13 -.016 .218 .017 .251 .115 .791 .051 -.038 .023 

나는 소비를 할 때,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099 .229 .159 .175 .158 .117 .070 .777 .144 .165 

나는 소비를 할 때, 세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77 .172 .081 .229 .200 .106 -.011 .754 .178 .144 

나는 소비를 할 때,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23 .144 .153 .211 .087 .091 -.028 .724 .257 .094 

나는 소비를 할 때, 재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175 .108 .189 .150 .188 .144 .085 .211 .800 .091 

나는 소비를 할 때, 오락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86 .167 .076 .080 .080 -.006 .192 .147 .760 .243 

나는 소비를 할 때, 즐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20 .059 .205 .175 .202 .246 .008 .206 .73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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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요인분석 결과‐3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최신 제품이나 최신 모델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127 .373 .073 .205 .058 .016 -.030 .150 .114 .764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적용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50 .344 .159 .201 .119 .057 .026 .038 .154 .675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롭고 색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223 .194 .104 .227 .115 -.032 .024 .302 .124 .672 

고유치 4.857 3.856 3.534 3.209 2.985 2.517 2.384 2.350 2.253 2.090 

요인별설명력 12.143 9.641 8.835 8.023 7.463 6.292 5.959 5.875 5.632 5.225 

총설명력 7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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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인분석에 따른 소비가치 하위차원 분류 

 

분석결과 한국의 소비가치, 일본의 소비가치,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모두 구명진 외 (2015)와 동일한 총 10개의 요인으로 유형화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요인의 특성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요인의 요인1은 친환경이나 사

회정의에 대한 가치인 공동체지향가치이다. 요인2는 사회 소속감이나 물

질적 과시에 근거한 가치인 타인지향가치이다. 요인3은 상품의 성능, 기

능, 품질에 대한 가치인 효용지향가치이다. 요인4는 소비생활을 통해 타

인과는 구분되는 존재인 ‘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인 자기표현지향가

치이다. 요인5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생활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자율지향가치이다. 요인6은 신체적 안전을 추구하는 가치인 안전

지향가치이다. 요인7은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가치인 저가지향가치이

다. 요인8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인 심미지향가치이다. 요인9는 재

미, 향유를 추구하는 가치인 쾌락지향가치이다. 마지막으로 요인10은 새

로운 자극의 추구로부터 도출된 가치인 혁신지향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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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하위차원과 신뢰도 분석‐1 

소비가치의 하위차원 요인이름 전체신뢰도 한국신뢰도 일본신뢰도 

요인1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 및 유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

긴다. 

공동체 

지향가치 
0.929 0.926 0.934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친환경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

다. 

나는 소비를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2 

나는 소비를 할 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타인지향가치 0.874 0.844 0.896 

나는 소비를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유명한 상표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3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효용지향가치 0.884 0.886 0.878 

나는 소비를 할 때,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성능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4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표현 

지향가치 
0.896 0.863 0.920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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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하위차원과 신뢰도 분석‐2 

소비가치의 하위차원 요인이름 전체신뢰도 한국신뢰도 일본신뢰도 

요인5 

나는 소비를 할 때, 소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율지향가치 0.849 0.843 0.849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6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험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안전지향가치 0.883 0.851 0.921 나는 소비를 할 때,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7 

나는 소비를 할 때,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저가지향가치 0.849 0.797 0.894 나는 소비를 할 때, 싸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8 

나는 소비를 할 때,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심미지향가치 0.866 0.843 0.881 나는 소비를 할 때, 세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9 

나는 소비를 할 때, 재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쾌락지향가치 0.853 0.839 0.864 나는 소비를 할 때, 오락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즐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요인10 

나는 소비를 할 때, 최신 제품이나 최신 모델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혁신지향가치 0.856 0.811 0.891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적용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새롭고 색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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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가치 하위차원 신뢰도 검증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 내적 신뢰도를 살펴보면 공동체지향

가치는 0.929, 타인지향가치는 0.874, 효용지향가치는 0.884, 자기표현

지향가치는 0.896, 자율지향가치는 0.849, 안전지향가치는 0.883, 저가

지향가치는 0.849, 심미지향가치는 0.866, 쾌락지향가치는 0.853, 혁신

지향가치는 0.85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10가지 소비가치의 하위차원 크론바하 알파 값이 모

두 0.6이상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소비가치의 척도가 상당히 신뢰할 수

준이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즉, 소비가치를 구성하는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제2절 한・일 20대 및 50대의 집단 내 소비가치 차이 

 

1. 한국 20대 

 

1)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성별, 혼인상태, 근로유형에 관해 살펴보았

다. 다만, 혼인상태와 근로유형은 대부분 미혼, 상용직 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했다. 성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혁신지향가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지향가치에서 평균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

다. 혁신지향가치에서 남성의 평균치가 높은 이유는 가전 제품 등 최신 

제품이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호하는 얼리어답터의 비중이 높기때문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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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한국 2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성별 

남 50 3.23 3.02 4.22 3.28 4.01 3.85 3.90 3.63 3.91 3.49 

여 50 3.10 2.83 4.14 3.38 3.97 3.91 3.67 3.81 3.88 3.13 

t값  .745 1.289 .564 -.639 .308 -.439 1.528 -1.153 .25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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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의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 관해 살펴 봤다. 이 중에서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에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에서는 안전지향가치와 저가지향가치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안전지향가치의 경우에서는 한국 20대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

만과 700만원이상의 경우는 다른 소득액에 비해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소득액이 제일 낮은 집단과 제일 높은 집단에서 안전지향가치가 중요하

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액이 낮은 경우 불안정한 직업

군에 속하므로 안전지향가치을 추구하며, 소득액이 제일 높은 집단은 고

소득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둘째, 저가지향가치의 경우에서는 한국 20대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만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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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한국 20대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만 40 3.22 3.00 4.23 3.41 4.07 4.09 4.03 3.77 4.06 3.4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2 3.03 2.94 4.09 3.20 3.89 3.76 3.56 3.59 3.75 3.13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9 3.21 2.82 4.27 3.46 3.87 3.61 3.70 3.82 3.86 3.26 

700만원이상 9 3.31 2.78 4.09 3.14 4.19 3.96 3.67 3.70 3.78 3.48 

F값  .443 .371 .499 .846 .969 2.771* 2.708* .432 1.525 .974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미만 10 3.27 2.60 4.04 3.43 4.03 3.90 3.93 3.60 3.93 3.23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59 3.15 2.98 4.20 3.31 3.95 3.94 3.84 3.73 3.90 3.29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4 3.07 2.94 4.18 3.38 4.07 3.76 3.60 3.68 3.82 3.43 

500만원이상 7 3.50 2.93 4.26 3.21 3.93 3.76 3.76 3.90 4.05 3.19 

F값  .544 .742 .205 .159 .233 .469 .747 .226 .248 .227 

개인적인 

월 지출액 

50만원미만 40 2.95 2.86 4.11 3.15 3.91 3.95 3.91 3.60 3.84 3.17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6 3.22 2.78 4.23 3.20 3.94 3.79 3.63 3.76 3.79 3.24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20 3.24 3.10 4.20 3.64 4.20 3.83 3.77 3.87 4.00 3.6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 3.61 3.17 4.27 3.54 4.13 4.06 4.11 3.78 4.28 3.61 

200만원이상 8 3.52 3.17 4.28 3.69 3.88 3.83 3.50 3.75 3.96 3.33 

F값  1.603 1.000 .250 2.356 .851 .330 1.146 .426 .895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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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50대 

 

1)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성별, 혼인상태, 근로유형에 관해 살펴보았

다. 이 중 성별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중에서는 안전지향가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하면 평균치가 높았다. 이는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 안전지향가치을 추구한다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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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한국 5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성별 

남 50 3.49 3.18 4.12 3.19 3.85 4.05 3.47 3.45 3.51 3.38 

여 50 3.73 3.16 4.37 3.23 4.08 4.34 3.46 3.64 3.49 3.32 

t값  -1.791 .119 -1.787 -.297 -1.836 -2.021* .046 -1.409 .155 .403 

혼인상태 

미혼 15 3.89 2.93 4.40 3.05 3.97 4.18 3.47 3.53 3.24 3.20 

기혼 85 3.56 3.21 4.22 3.24 3.96 4.20 3.46 3.55 3.55 3.38 

t값  1.712 -1.426 .907 -.878 .011 -.110 .019 -.061 -1.706 -.848 

근로유형 

상용직 47 3.70 3.24 4.20 3.26 3.88 4.23 3.35 3.55 3.58 3.41 

임시직 9 3.76 3.11 4.38 3.17 4.06 4.00 3.89 3.41 3.48 3.52 

기타 3 3.44 3.28 4.73 3.58 4.00 4.67 3.67 3.33 3.89 3.78 

고용주/ 

자영업자 
16 3.31 3.01 4.06 3.23 4.14 4.13 3.48 3.58 3.44 3.33 

F값  1.303 .462 .818 .209 .715 .658 1.595 .205 .52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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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의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 관해 살펴 봤다. 이 중에서 가계 월 소득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안전지향가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 50대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의 경우만 

다른 집단에 비하면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 한국 50대와 한국 20대의 가

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만의 경우 안전지향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위 두 

집단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에 속하므로 안전지향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지향가치는 한국 20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계 

월 소득액의 중간층이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이는 불안정한 계층이 아

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안전지향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

고 추측된다. 

 

둘째, 개인적인 월 지출액의 경우는 공동체지향가치와 저가지향가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지향가치에서는 한국 5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집단은 50만원미만의 집단, 50만

원이상‐100만원미만의 집단, 200만원이상의 집단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

였다. 또한 한국 5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의 집단과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집단은 비슷한 평균치를 나타냈

다. 두 집단이 평균치가 높고 비슷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친

환경제품이나, 공정하게 유통된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5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200만원이상의 경우는 고용주, 경영자 그리

고 자영업자로 생각되어진다. 이들은 노동자 인권 존중, 사회적 공헌 활

동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공동체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저가지향가치에서는 한국 5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만 저가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서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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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한국 50대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만 16 3.63 2.99 4.40 3.05 4.05 4.23 3.54 3.46 3.25 3.1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3 3.43 3.15 4.15 3.19 3.85 3.92 3.37 3.36 3.48 3.27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32 3.66 3.17 4.39 3.23 3.89 4.39 3.55 3.72 3.59 3.39 

700만원이상 19 3.84 3.35 4.03 3.34 4.22 4.33 3.40 3.63 3.60 3.60 

F값  1.561 .794 1.496 .451 1.699 2.742* .436 1.656 1.185 1.255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미만 4 3.33 2.71 4.15 2.50 3.63 3.67 3.50 3.00 2.83 3.08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8 3.75 3.14 4.40 3.20 4.03 4.25 3.54 3.54 3.54 3.32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41 3.50 3.21 4.15 3.21 3.90 4.21 3.49 3.50 3.49 3.28 

500만원이상 17 3.64 3.25 4.15 3.38 4.07 4.18 3.22 3.78 3.61 3.63 

F값  1.167 .709 .952 1.506 .825 .786 .852 1.615 1.687 1.088 

개인적인 

월 지출액 

50만원미만 36 3.53 3.10 4.13 3.22 3.87 4.05 3.47 3.41 3.35 3.21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31 3.44 3.17 4.29 3.15 3.98 4.20 3.71 3.54 3.61 3.52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6 3.98 3.32 4.24 3.14 3.94 4.38 3.31 3.69 3.50 3.48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 4.19 3.47 4.67 3.58 4.33 4.78 3.56 4.06 3.89 3.44 

200만원이상 11 3.53 3.00 4.27 3.25 4.09 4.09 2.91 3.52 3.48 3.09 

F값  3.160* .731 .774 .458 .830 1.723 2.984* 1.379 1.278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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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20대 

 

1)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성별, 혼인상태, 근로유형에 관해 살펴보았

다. 이 중 근로유형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유형의 경우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일본 20대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

는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낮게 나왔다. 임시직 임

금근로자의 타인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은 이유는 불안정한 지위, 수입, 

보너스 없음 등으로 브랜드, 유명한 상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할 수 없어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효용지향가치의 평균치도 타인지향가치와 마찬가지로 상용직 임금근로

자보다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더 낮게 나왔다. 효용지향가치는 성능이 좋

은 것, 실용적인 것, 가격만큼 가치가 있는 것, 안전, 건강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고성능, 건강식은 보통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 20

대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월급으로 소비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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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일본 2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성별 

남 50 3.52 3.17 3.95 3.20 3.68 3.94 3.51 3.45 3.85 3.27 

여 50 3.23 2.84 3.87 3.22 3.68 3.89 3.65 3.47 3.76 3.08 

t값  1.709 1.860 .532 -.089 .032 .269 -.831 -.085 .534 1.048 

혼인상태 

미혼 81 3.37 3.00 3.95 3.21 3.74 3.93 3.61 3.52 3.87 3.19 

기혼 19 3.39 3.04 3.74 3.20 3.39 3.88 3.46 3.21 3.53 3.12 

t값  -.060 -.198 1.066 .058 1.791 .220 .679 1.561 1.570 .273 

근로유형 

상용직 39 3.48 3.18 4.03 3.25 3.74 3.97 3.65 3.57 3.86 3.19 

임시직 24 3.22 2.78 3.70 3.18 3.65 3.88 3.72 3.35 3.69 2.93 

기타 4 4.25 3.92 4.55 4.13 3.88 4.42 3.75 3.92 3.92 4.17 

F값  3.030 3.789* 3.176* 2.605 .281 .893 .070 1.358 .382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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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의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 관해 살펴 봤다. 이 중에서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

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타인지향가치와 혁신지향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 20대 가계 월 소득액의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이 300만원미만보다 높았다. 타인지향가치는 브랜드, 유명 

상표, 주변에서 소비하는 것을 소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있는 것,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 일본 20대 가계 월 

소득액이 높을 수록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높게 나타났다. 

혁신지향가치는 일본 20대 가계 월 소득액이 500만원이상‐700만원미

만과 700만원이상이 300만원미만과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의 두 집단

보다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가계 월 소득액 500만원이상‐700만원미

만과 700만원이상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혁신지향가치를 추구할 수 있

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계 월 지출액에서는 공동체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가계 월 지출액 500만원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위 4가지 평균치가 높았다. 공동체지

향가치의 친환경 추구, 효용지향가치의 성능, 안전, 건강을 추구, 심미

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의 최신제품, 아이디어나 기술이 적응된 것을 추

구하는 것들의 평균치가 가계 월 지출액 500만원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온 이유는 가계의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진다.  

타인지향가치의 경우 일본 20대 가계 월 지출액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보다 평균치가 높았고, 500만원이상은 

다른 집단에 비하면 평균치가 더 높게 나왔다. 타인지향가치는 가계 월 

지출액이 높은 집단일 수록 브랜드, 유명상표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인 월 지출액의 경우는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자기표현지향가치에서는 일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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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과 200만원이상이 다

른 집단에 비하면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일본 20대 개인적인 월 지출

액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기표현지향가

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추측된다. 50만원이상‐100만원미안의 집단인 경

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편이지만,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심미지향가치는 일본 2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50만원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200만원이상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평

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200만원이상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

름답고, 세련 된 것을 중시하는 심미지향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추측

된다.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인 경우는 경

제적 여유가 없지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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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일본 20대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만 48 3.18 2.74 3.82 3.12 3.68 3.86 3.65 3.38 3.76 2.96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8 3.33 3.03 3.70 3.00 3.44 3.87 3.59 3.39 3.67 2.96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9 3.68 3.34 4.17 3.46 3.66 4.14 3.58 3.47 3.89 3.54 

700만원이상 15 3.68 3.42 4.13 3.42 3.97 3.87 3.36 3.80 4.02 3.64 

F값  2.254 3.607* 1.779 1.457 1.259 .517 .408 1.200 .570 4.116**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미만 20 3.47 3.02 3.70 3.40 3.59 3.70 3.42 3.57 3.73 3.15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58 3.23 2.80 3.86 3.09 3.63 3.92 3.66 3.32 3.76 3.01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7 3.44 3.32 4.08 3.15 3.76 3.96 3.61 3.55 3.76 3.33 

500만원이상 5 4.43 4.27 4.72 4.05 4.30 4.60 3.27 4.40 4.80 4.60 

F값  3.254* 5.575** 2.719* 2.601 1.332 1.500 .579 3.532* 2.381 5.851** 

개인적인 

월 지출액 

50만원미만 51 3.30 2.86 3.73 3.00 3.50 3.79 3.50 3.20 3.56 3.05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3 3.64 3.22 4.08 3.65 3.85 4.00 3.48 3.88 4.17 3.51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8 3.35 3.06 4.25 2.81 4.22 4.04 3.50 3.83 4.00 3.08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 3.36 2.89 3.93 3.13 3.50 3.72 3.50 3.06 3.83 2.61 

200만원이상 12 3.19 3.24 4.13 3.52 3.85 4.31 4.19 3.69 4.00 3.39 

F값  .759 .851 1.620 3.597** 2.323 1.052 1.710 4.888** 2.4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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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50대 

 

1)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성별, 혼인상태, 근로유형에 관해 살펴보았

다. 이 중 성별, 혼인상태, 근로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성별의 경우는 자기표현지향가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크로밀 브랜드 데이터 뱅크(2014)의 결과와 달

리 일본 50대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왔

다. 

 

둘째, 혼인상태에서는 자기표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일본 50

대 기혼이 미혼보다 평균치가 높았고, 이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추측된다. 그리고 저가지향가치는 미혼이 기혼보다 평균치가 높게 나

왔다. 일본 50대 미혼의 경우 외벌이인 경우가 기혼에 비하면 많기 때문

에 저가지향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쾌락지향가치

의 경우 일본 50대 기혼이 미혼보다 평균치가 높았다. 이는 가족들의 영

향으로 재미, 오락, 즐거움을 중시하는 쾌락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근로유형에서는 심미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주/자영업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안정

된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 직업군은 쾌락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

를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쾌락지향가치의 경우는 고용주/자영업자가 재미, 오락, 즐거

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경향이 있어서 평균치가 낮게 나온 것으

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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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일본 5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성별 

남 50 3.39 2.70 3.88 3.13 3.78 4.05 3.43 3.23 3.46 2.91 

여 50 3.34 2.56 4.14 2.80 3.81 4.29 3.48 3.28 3.47 2.73 

t값  .297 .929 -1.811 2.059* -.224 -1.791 -.291 -.307 -.055 1.097 

혼인상태 

미혼 33 3.34 2.50 3.93 2.73 3.80 4.15 3.83 3.14 3.25 2.60 

기혼 67 3.38 2.70 4.06 3.07 3.78 4.18 3.27 3.31 3.57 2.93 

t값  -.256 -1.261 -.837 -2.023* .137 -.225 3.263** -1.070 -2.495* -1.911 

근로유형 

상용직 42 3.41 2.68 3.99 3.02 3.76 4.25 3.44 3.35 3.56 2.90 

임시직 13 3.60 2.65 3.89 3.17 3.94 4.18 3.21 3.56 3.62 3.00 

고용주/ 

자영업자 
12 3.10 2.61 3.90 2.50 3.81 3.92 3.64 2.72 2.92 2.69 

기타 2 2.83 2.58 3.80 2.75 3.63 4.00 3.67 3.33 3.33 2.00 

F값  1.678 .036 .084 1.641 .283 .815 .502 3.000* 3.53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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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의 변수를 사

용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 관해 살펴 봤다. 이 중에서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

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자율지향가치와 저가지향가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율지향가치의 경우에는 일본 50대 가

계 월 소득액이 500만원이상‐700만원미만이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300

만원이상‐500만원미만이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일본 50대 가계 

월 소득액이 500만원이상‐700만원미만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율지향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은 도쿄의 물가와 연령대 고려해 볼 때 가계의 여유가 없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300

만원미만의 경우는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도쿄의 물가를 고려해 볼 때 50대의 가계 월 소득액이 300만원미

만인 경우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지향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저가지향가치의 경우는 일본 50대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만의 평균

치가 가장 높았고, 700만원이상의 평균치가 가장 낮게 나왔다. 이는 경

제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측된다. 

 

둘째, 가계 월 지출액의 경우는 타인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 저

가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타인지향가치는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 그 중 일본 50대 가

계 월 지출액이 100만원미만 집단이 타인지향가치 평균치가 의외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집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체면을 의식한 소비

를 하고,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표현지향가치에서는 가계 월 지출액이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이 1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보다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 자기표현지향가치에서 가계 월 지출액이 100만원미만인 경

우 타인지향가치와 마찬가지로 체면 의식으로 평균치가 높게 나온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가계 월 지출액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

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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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지향가치에서는 가계 월 지출액이 100만원미만 평균치가 높게 나

타났고, 500만원이상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 이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혁신지향가치에서는 가계 월 지출액이 500만원이상만 수치가 3을 넘고,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이 집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혁신지향가

치가 중시하는 최신제품, 새롭고, 색다른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셋째,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서는 자기표현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적 차이를 보였다.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

의 평균치는 일본 5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의 집단이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여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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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일본 50대의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변수 구분 빈도 공동체 타인 효용 자기표현 자율 안전 저가 심미 쾌락 혁신 

가계 월 

소득액 

300만원미만 24 3.40 2.47 3.94 2.86 3.84 4.26 3.89 3.13 3.38 2.60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2 3.30 2.58 3.98 2.91 3.55 4.08 3.45 3.25 3.42 2.64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7 3.29 2.61 4.05 3.09 4.13 4.10 3.53 3.16 3.49 3.02 

700만원이상 27 3.46 2.85 4.10 3.04 3.81 4.25 3.02 3.44 3.58 3.10 

F값  .286 1.256 .253 .381 3.063* .500 4.230** .894 .567 2.622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미만 8 3.56 3.00 4.43 3.25 3.78 4.38 3.83 3.42 3.63 2.92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8 3.31 2.35 4.05 2.59 3.79 4.19 3.73 3.04 3.31 2.47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8 3.39 2.76 3.86 3.06 3.74 4.14 3.27 3.31 3.46 2.95 

500만원이상 16 3.33 2.81 4.09 3.48 3.92 4.10 3.04 3.56 3.75 3.27 

F값  .303 3.458* 1.506 6.518*** .284 .326 3.437* 2.120 2.295 4.669** 

개인적인 

월 지출액 

50만원미만 40 3.32 2.62 4.09 2.84 3.62 4.20 3.44 3.12 3.41 2.78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0 3.35 2.69 4.14 2.91 3.84 4.08 3.48 3.17 3.43 2.63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8 3.71 2.92 3.83 3.72 4.22 4.46 3.71 4.00 3.92 3.33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9 3.06 2.48 4.13 2.67 3.83 3.89 3.44 3.37 3.37 2.56 

200만원이상 23 3.46 2.56 3.79 3.07 3.88 4.22 3.36 3.28 3.46 2.96 

F값  1.009 .477 .997 2.571* 1.673 .874 .214 2.550* 1.271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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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 

 

1.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소비가치 차이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소비가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하위차원 총 10개중 6개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25>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소비가치 차이 

하위차원 한국 일본 t값 

공동체지향가치 3.39(.79) 3.37(.80) .230 

타인지향가치 3.05(.73) 2.82(.84) 2.910** 

효용지향가치 4.21(.67) 3.96(.76) 3.501** 

자기표현지향가치 3.27(.75) 3.09(.83) 2.316* 

자율지향가치 3.98(.64) 3.73(.72) 3.538*** 

안전지향가치 4.04(.72) 4.05(.78) -.067 

저가지향가치 3.63(.75) 3.52(.90) 1.312 

심미지향가치 3.63(.74) 3.36(.77) 3.590*** 

쾌락지향가치 3.70(.67) 3.64(.77) .899 

혁신지향가치 3.33(.80) 3.00(.87) 4.012*** 

유의수준: *p<0.05 **p<0.01 ***p<0.001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타인지향가치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타인지향가치는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 유명 상표인 것, 내 주변사람

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 사회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

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효용지향가치은 한국과 일본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용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효용지향가치은 성능성, 실용성, 안전, 건강, 가격만큼의 가치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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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효용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

해 보면 인터넷 발달, 인터넷 쇼핑 인구가 많은 것들을 이유로 들 수 있

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한국과 일본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자기표현지

향가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등을 중시

하는 가치이다. 타인지향가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이 일본보다 사

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율지향가치는 한국과 일본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자율지향가치는 소비

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가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일본는 한국와 달리 무자녀, 독신 세

대가 많고, 자녀나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율지향가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일본이 낮은 평균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심미지향가치는 한국과 일본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심미지향가치는 아름

답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타인지향가치와 자

기표현지향가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이 일본보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혁신지향가치는 한국과 일본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혁신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혁신지향가치는 최신

제품이나 모델,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새롭고 색다른 것을 지향하

는 가치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빨라서 한국이 

혁신지향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동체지향가치, 안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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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20대와 일본 20대의 소비가치 차이 

 

한국 20대와 일본 20대의 소비가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하위차원 총 10개중 3개에서 한국 20대와 일본 20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는 한국 20대와 일본 20대의 소비가치 차이를 더욱 깊게 고찰하기 위해 

제2절의 연구 결과도 같이 보면서 분석하기로 했다. 

 

<표26> 한국 20대와 일본 20대의 소비가치 차이 

하위차원 한국20대 일본20대 t값 

공동체지향가치 3.17(.83) 3.38(.88) -1.744 

타인지향가치 2.93(.74) 3.01(.91) -.669 

효용지향가치 4.18(.64) 3.91(.79) 2.669** 

자기표현지향가치 3.33(.74) 3.21(.84) 1.074 

자율지향가치 3.99(.65) 3.68(.77) 3.050** 

안전지향가치 3.88(.68) 3.92(.86) -.303 

저가지향가치 3.79(.75) 3.58(.88) 1.790 

심미지향가치 3.72(.78) 3.46(.78) 2.325* 

쾌락지향가치 3.90(.65) 3.81(.87) .829 

혁신지향가치 3.31(.86) 3.17(.89) 1.128 

유의수준: *p<0.05 **p<0.01 ***p<0.001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효용지향가치는 한국 20대와 일본 2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효용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20대가 일본 20대보다 높았다. 

효용지향가치은 성능성, 실용성, 안전, 건강, 가격만큼의 가치있는 것을 

추구한다. 효용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국 20대가 일본 20대보다 높은 이

유를 추측해 보면 인터넷 발달, 인터넷 쇼핑 인구가 많은 것들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자율지향가치는 한국 20대와 일본 2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는 일본 20대가 한국 20대보다 낮았다. 

자율지향가치는 소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 내가 원하는 방

식으로 소비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자율지향가

치의 평균치가 일본 20대가 한국 20대보다 낮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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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20대는 한국 20대와 달리 독신 세대가 많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율지향가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일본 20대의 평균치

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심미지향가치는 한국 20대와 일본 2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20대가 일본 20대보다 높았다. 

심미지향가치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국 20대가 일본 20대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가 SNS를 통해 타인과의 온라인 소통을 즐

기는 라이프스타일이다. SNS사진에는 내적인 면보다 시각적인 면이 강하

다. 그 둘째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광고나 상품을 접하고 구매한다. 셋째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펙의 하나로 외모 가꾸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는 한국이 일본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20대 개인적 월 지출액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보면, 한국 20대에 

비해 일본 20대 50만원미만과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심미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았다. 이 요인이 한국 20대의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온 이유의 하나라고 추측된다. 

공동체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 안전지향가치, 저

가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3. 한국 50대와 일본 50대의 소비가치 차이 

 

한국 50대와 일본 50대의 소비가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하위차원 총 10개중 6개에서 한국 50대와 일본 50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는 한국 50대와 일본 50대의 소비가치 차이를 더욱 깊게 고찰하기 위해 

제2절의 연구 결과도 같이 보면서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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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한국 50대와 일본 50대의 소비가치 차이 

하위차원 한국50대 일본50대 t값 

공동체지향가치 3.61(.69) 3.37(.73) 2.468* 

타인지향가치 3.17(.70) 2.63(.74) 5.302*** 

효용지향가치 4.25(.71) 4.01(.73) 2.280* 

자기표현지향가치 3.21(.75) 2.96(.80) 2.227* 

자율지향가치 3.97(.63) 3.79(.67) 1.903 

안전지향가치 4.20(.72) 4.17(.68) .236 

저가지향가치 3.46(.72) 3.45(.91) .086 

심미지향가치 3.54(.69) 3.26(.76) 2.801** 

쾌락지향가치 3.50(.64) 3.46(.61) .452 

혁신지향가치 3.35(.74) 2.82(.82) 4.819*** 

유의수준: *p<0.05 **p<0.01 ***p<0.001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공동체지향가치는 한국 50대와 일본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공동체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

았다. 공동체지향가치는 사회적 공헌활동도 높은 기업의 제품,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 친환경 제품을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공동체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국 50대가 일본50대

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50대의 경우 군사 독

재 정권과 노동분쟁을 겪어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공헌활

동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서 일본 50대보다 평균치가 높아졌다고 보

인다. 

타인지향가치는 한국 50대와 일본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았다. 

타인지향가치는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 유명 상표인 것, 내 주변사람

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이 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 사회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한국이 일

본보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효용지향가치는 한국 50대와 일본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효용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았다. 

효용지향가치은 성능성, 실용성, 안전, 건강, 가격만큼의 가치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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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효용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은 이

유를 추측해 보면 한국이 더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쇼핑 인구가 많

은 것들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한국 50대와 일본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

다 높았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내가 어떤 사

람인지를 나타내는 것,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타인지향가치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한국이 일본보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표현지

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 50대 성별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같이 보면, 한국 50대에 비해 

일본 50대 여성의 평균치가 낮았다. 따라서 일본 50대 혼인상태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보면, 한국 50대에 비해 일본 50대 미혼의 평균치가 낮

았다. 또한 일본 50대 가계 월 지출액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보면, 한

국 50대에 비해 일본 50대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평균치가 낮았다. 

그래서 일본 50대의 자기표현지향가치의 경우, 한국 50대와 달리, 여성, 

미혼,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평균치가 낮아서 일

본 50대의 전반적인 평균치가 낮아졌다고 보인다. 이 요인들이 한국 50

대의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온 이유의 하나라고 추측된

다. 

심미지향가치는 한국 50대와 일본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았다. 

심미지향가치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

해 보면 타인지향가치와 자기표현지향가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이 

일본보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

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 50대 근로유

형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같이 보면, 한국 50대에 비해 일본 50대 고

용주/자영업자의 평균치가 낮았다. 이 요인이 한국 50대의 심미지향가치

의 평균치가 높게 나온 이유의 하나라고 추측된다. 

혁신지향가치는 한국 50대와 일본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혁신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가 일본 50대보다 높았다. 

혁신지향가치는 최신제품이나 모델,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새롭고 

색다른 것을 지향하는 가치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사회 변화가 굉

장히 빨라서 한국 50대가 혁신지향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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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 50대는 한국 50대와 달리 무자녀, 독신 세대가 많고, 자녀

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서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없어 혁신지향가치의 평

균치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한국 50대의 평균치가 낮지 않은 이

유는 자녀와 동거하여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자녀 세대인 

한국 20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율지향가치, 안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한・일의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 

 

한・일 20대와 한・일 50대의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하위차원 총 10개중 6개에서 한・일 20

대와 한・일 50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28> 한・일의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 

하위차원 한・일20대 한・일50대 t값 

공동체지향가치 3.27(.86) 3.49(.72) -2.768** 

타인지향가치 2.97(.83) 2.90(.76) .849 

효용지향가치 4.05(.73) 4.13(.73) -1.170 

자기표현지향가치 3.27(.79) 3.09(.79) 2.316* 

자율지향가치 3.83(.73) 3.88(.65) -.668 

안전지향가치 3.90(.78) 4.19(.70) -3.863*** 

저가지향가치 3.68(.82) 3.46(.82) 2.745** 

심미지향가치 3.59(.79) 3.40(.74) 2.468* 

쾌락지향가치 3.85(.77) 3.48(.62) 5.265*** 

혁신지향가치 3.24(.88) 3.08(.83) 1.878 

유의수준: *p<0.05 **p<0.01 ***p<0.001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공동체지향가치는 한・일 20대와 한・일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동체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일 50대가 한・일 20

대보다 높았다. 공동체지향가치는 사회적 공헌활동도 높은 기업의 제품,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 친환경 

제품을 중요시하는 가치이다. 공동체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일 5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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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0대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50대가 

한・일 20대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 사회적 공헌활

동도 높은 기업,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을 살 수 있어

서 공동체지향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간되어진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한・일 20대와 한・일 50대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일 20대가 한

・일 50대보다 높았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일 20대가 한・일 50대보다 높은 이유는 20대가 인터넷, 

SNS의 발달과 활용으로 다양한 소비가치의 형태를 보여 문화 수준이 높

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안전지향가치는 한・일 20대와 한・일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안전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일 50대가 한・일 20대보

다 높았다. 안전지향가치는 위험하지 않은 것,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안전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일 50대가 한・일 20대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연륜

에 따른 경험의 차이로 보인다. 

저가지향가치는 한・일 20대와 한・일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저가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일 20대가 한・일 50대보

다 높았다. 저가지향가치는 싸게 사는 것, 가격이 싼 것,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가치이다. 저가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일 20대

가 한・일 50대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20대

는 학생이 있고, 일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적고, 사회에 진출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경제적 이유로 저가지향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심미지향가치는 한・일 20대와 한・일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일 20대가 한・일 50대보

다 높았다. 심미지향가치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

는 가치이다. 심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한・일 20대가 한・일 50대보다 

높은 이유는 자기표현지향가치와 마찬가지로 20대가 인터넷, SNS의 발달

과 활용으로 다양한 소비가치의 형태를 보여 문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쾌락지향가치는 한・일 20대와 한・일 50대 간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쾌락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일 20대가 한・일 50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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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았다. 쾌락지향가치는 재미, 오락, 즐거운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자기표현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와 마찬가지로 한・일 20대가 한・일 50

대에 비해 평균치가 높게 나온 이유는 20대가 인터넷, SNS의 발달과 활

용으로 다양한 소비가치의 형태를 보여 문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맛집 어플, 패션 어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예약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도 20대를 타겟으로한 마케팅이 많기 때문

에 50대보다 소비의 선택 폭이 넓어져 즐겁게 가치소비를 할 수 있다. 

즉, 한・일 50대의 대량 소비에서 20대의 다양한 소비형태로 시대가 바

뀌었다고 볼 수 있다.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자율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세그먼트별 종합비교 :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하위차원 총 10개 모두 한・일 20

대 및 50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이 절에서는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

를 더욱 깊게 고찰하기 위해 제2절의 연구 결과도 같이 보면서 분석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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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 

하위차원 한국20대 한국50대 일본20대 일본50대 F값 

공동체 

지향가치 

3.17(.83) 3.61(.69) 3.38(.88) 3.37(.73) 
5.453** 

b a b b 

타인지향가치 
2.93(.74) 3.17(.70) 3.01(.91) 2.63(.74) 

8.445*** 
b a ab c 

효용지향가치 
4.18(.64) 4.25(.71) 3.91(.79) 4.01(.73) 

4.571** 
ab a c bc 

자기표현 

지향가치 

3.33(.74) 3.21(.75) 3.21(.84) 2.96(.80) 
3.824* 

a a a b 

자율지향가치 
3.99(.65) 3.97(.63) 3.68(.77) 3.79(.67) 

4.635** 
a a b ab 

안전지향가치 
3.88(.68) 4.20(.72) 3.92(.86) 4.17(.68) 

5.002** 
b a b a 

저가지향가치 
3.79(.75) 3.46(.72) 3.58(.88) 3.45(.91) 

3.585* 
한국20대>한국50대・일본50대1 

심미지향가치 
3.72(.78) 3.54(.69) 3.46(.78) 3.26(.76) 

6.442*** 
a ab bc c 

쾌락지향가치 

3.90(.65) 3.50(.64) 3.81(.87) 3.46(.61) 
9.547*** 한국20대>한국50대・일본50대, 

일본20대>한국50대・일본50대2 

혁신지향가치 
3.31(.86) 3.35(.74) 3.17(.89) 2.82(.82) 

8.564*** 
a a a b 

유의수준: *p<0.05 **p<0.01 ***p<0.001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1) 공동체지향가치 

 

공동체지향가치의 경우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검정을 한 결과 한국 50대가 다른 

집단(한국 20대, 일본 20대, 일본 50대)에 비해 평균치가 3.6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5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

                                                      
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Games-Howell 를 사용했다. 

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Games-Howell 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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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같이 보면, 다른 집단(한국 20대, 일본 20대, 일본 50대)에 비해 전

반적으로 평균치가 높았고 특히 한국 50대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평균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즉, 한

국의 50대의 경우 군사 독재 정권과 노동분쟁을 겪어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공헌활동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

균치가 높아졌다. 또한 한국 50대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의 집단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어 공동체지향가치를 더 추구하고 한국 50대의 평균치를 높게 만들었다. 

즉, 공동체지향가치는 군사 독재 정권과 노동분쟁을 겪은 한국 50대만 

특별하게 평균치가 높게 나왔고 다른 집단들은 그런 사건을 겪지 않아서 

평균치에 차이가 없었다. 

 

2) 타인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의 경우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50대, 일본 

20대, 한국 20대, 일본 50대 순으로 높았다. 타인지향가치는 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 유명 상표인 것, 내 주변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같

이 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는 한국 20대 2.93, 한국 50대 3.17, 일본 20대 

3.01로 많이 차이가 없지만, 일본 50대는 2.63으로 두드러지게 평균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 50대 가계 월 지출액에 따른 소비가

치 차이를 같이 보면, 다른 집단(한국 20대, 한국 50대, 일본 20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낮았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그다지 없는 일

본 50대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평균치는 2.35로 다른 집단보다 낮

아 타인지향가치를 덜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본 50대의 평균치를 낮

게 만들었다. 

일본 50대만 평균치가 낮게 나온 이유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

행연구마다 분석 결과의 차이가 나지만 예를 들어 마크로밀 브랜드 데이

터 뱅크(2014)에서는 특히 일본 50대 남성은 사고 싶은 것도 없고 핫플

레이스와 유행에도 관심이 없다. 옷차림이 20년전부터 변화가 없다고 한

다. 그들이 버블 경기 때 입던 브랜드의 옷을 시대가 바뀌었어도 쭉 즐

겨 입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에는 패션에 관심이 있었지만, 50대가 되

면서 관심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집단(한국 20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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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50대, 일본 20대)의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평

균치에 비해 일본 50대의 평균치는 두드러지게 낮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그다지 없어도 다른 집단은 타인지향가치를 추구하

지만 일본 50 대은 추구하지 않는다. 일본 50대는 다른 집단과 다른 체

면의식을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 

 

3) 효용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은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검정한 결과 한국 20대와 한국 50대가, 일

본 20대와 일본 50대가 비슷한 평균치로 나왔다. 즉, 한・일 20대는 부

모 세대의 소비가치와 비슷한 소비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

용지향가치은 성능성, 실용성, 안전, 건강, 가격만큼의 가치있는 것을 

추구한다. 효용지향가치의 결과는 나라로 나뉘어 나타났다. 효용지향가

치의 평균치가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인터넷 발달, 

인터넷 쇼핑 인구가 많은 것들을 이유로 들 수 있다. 

 

4) 자기표현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는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경우 일본 50대가 2.96으로 전체 소비가치의 평균치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그리고 일본 50대 성별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같이 보면, 다른 집단

(한국 20대, 한국 50대, 일본 20대)에 비해 일본 50대 여성의 평균치가 

낮았다. 따라서 일본 50대 혼인상태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보면, 다른 

집단(한국 20대, 한국 50대, 일본 20대)에 비해 일본 50대 미혼의 평균

치가 낮았다. 또한 일본 50대 가계 월 지출액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보면, 다른 집단(한국 20대, 한국 50대, 일본 20대)에 비해 일본 50대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평균치가 낮았다. 

특히 일본 50대의 자기표현지향가치의 경우, 다른 집단(한국 20대, 한

국 50대, 일본 20대)와 달리, 여성, 미혼,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의 평균치가 낮아서 일본 50대의 전반적인 평균치가 낮아

졌다. 즉, 일본 50대의 자기표현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은 이유는 일본 

50대의 여성, 미혼,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세 집

단의 의식이 다른 일본 50대의 집단과 다르기 때문에라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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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지향가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 등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타인지향가치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 50대의 경우 인생에 불만이 없고 자기가 특이하더라도 신경을 안 

쓰고 특별히 꾸미지도 않고 핫플레이스에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 또한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꺼려하고 주

변과 조화로운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일본의 50대는 개성적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독특함보다는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즉, 일본 50대의 여성, 미혼,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

만의 세 집단은 위와 같은 일본 50대의 특징을 가장 드러내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5) 자율지향가치 

 

자율지향가치는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자율지향가치는 소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 내가 원하

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사후검

정 결과 자율지향가치는 평균치 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나뉜 결과

가 나왔다. 즉, 한・일 20대는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

다. 특히 사카모토 세츠오・하라다 요우헤이(2015)가 언급한 듯이 일본 

50대는 자신은 자신, 남은 남이라는 생각이 있고 남에게 자기 생각을 강

요하거나 강요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아이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자유주의적 특징을 나타낸다. 자유주의를 중요시 하는 일본 50대는 자율

지향가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낮은 평균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20대의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게 나온 이유도 그들의 50대 부

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보인다. 

 

6) 안전지향가치 

 

안전지향가치는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안전지향가치는 위험하지 않은 것,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이 평균치의 결과는 

한・일 50대 그리고 한・일 20대로 나뉜 결과가 나왔다. 이는 50대와 20

대로 나뉜 이유를 유추해보면 연륜에 따른 경험의 차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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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가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는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저가지향가치는 싸게 사는 것, 가격이 싼 것,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가치이다. 저가지향가치 사후검정 결과는 한국 20대가 

한・일 50대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 20대는 학생 비율이 높

고, 일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적고, 사회에 진출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경제적 이유로 저가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8) 심미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는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심미지향가치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

치이다. 심미지향가치의 사후검정 결과는 우선 한국 20대와 50대를 비교

해 보면, 한국의 20대 심미지향가치 평균치가 높았다. 다음 일본 20대와 

50대를 비교해 보면 일본 20대 심미지향가치 평균치가 높았다. 전체적으

로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평균치가 높았다. 또한 한・일 

50대에 비해 한・일 20대 평균치가 높았다. 한・일 20대가 한・일 50대

에 비해 평균치가 높게 나온 이유는 20대가 인터넷, SNS의 발달과 활용

으로 다양한 소비가치의 형태를 보여 문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특히 한국 20대 심미지향가치 평균치가 높게 나온 여러가지 이

유를 추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가 SNS를 통해 타인과의 온라인 

소통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다. SNS사진에는 내적인 면보다 시각적인 

면이 강하다. 그 둘째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시

각적으로 아름다운 광고나 상품을 접하고 구매한다. 셋째는 자신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해서 스펙의 하나로 외모 가꾸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9) 쾌락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는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쾌락지향가치는 재미, 오락, 즐거운 것을 중시하는 가치이다. 한

국 20대가 한・일 50대보다 평균치가 높고, 마찬가지로 일본 20대가 한

・일 50대보다 평균치가 높았다. 심미지향가치와 마찬가지로 한・일 20

대가 한・일 50대에 비해 평균치가 높게 나온 이유는 20대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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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발달과 활용으로 다양한 소비가치의 형태를 보여 문화 수준이 높

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맛집 어플, 패션 어플 등을 사용

하여 쉽게 예약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도 20대를 타겟으로한 

마케팅이 많기 때문에 50대보다 소비의 선택 폭이 넓어져 즐겁게 가치소

비를 할 수 있다. 즉, 한・일 50대의 대량 소비에서 20대의 다양한 소비

형태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10) 혁신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는 한・일 20대 및 50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평균치를 살펴보면 일본 50대가 2.82로 평균치가 다른 집단에 비

해 낮게 나왔다. 혁신지향가치는 최신제품이나 모델,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새롭고 색다른 것을 지향하는 가치이다. 일본 50대는 한국 50

대와 달리 무자녀, 독신 세대가 많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서 젊

은 세대와의 교류가 없어 혁신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

다. 

  그리고 일본 50대 가계 월 지출액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를 같이 보면, 

다른 집단(한국 20대, 한국 50대, 일본 20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일본 

50대의 평균치가 낮았다. 특히 일본 50대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의 평균치는 다른 집단보다 낮아 혁신지향가치

를 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요인이 일본 50대의 혁신지향가치의 평

균치가 낮게 나온 이유의 하나라고 추측된다. 

반면 한국 50대의 평균치가 낮지 않은 이유는 자녀와 동거하여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자녀 세대인 한국 20대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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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결과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 특성을 살피고, 하위차

원의 요인 분석, 소비가치 차이,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

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소비가치에 관한 하위차원을 분석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공동체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 효용지

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 자율지향가치, 안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 쾌략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의 총 10가지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구명진 외(2015)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둘째, 한・일 20대 및 50대 각각의 집단 내 소비가치 차이를 조사하였

다.  

연구 결과 한국 20대 본인 관련변수의 경우,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 성별은 혁신지향가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혁신

지향가치의 평균치는 얼리어답터가 많은 남성이 높았다. 

경제적 변수는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안전지향

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또한 한국 20대 가계 월 소득액이 제일 

낮은 집단의 저가지향가치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한국 5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안전지향가치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의 평균치가 높았다. 이는 가족들을 위해 안

전지향가치를 추구한다고 추측된다.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 개인적인 월 지출액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경제

적 여유가 많이 없는 한국 50대 중간층이 안전지향가치에서 낮은 평균치

를 보였다. 개인적인 월 지출액의 경우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집단

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친환경제품, 공정하게 유통된 제품에 관심이 있

어 공동체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저가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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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근로유형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로유형의 경우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임시직 임

금근로자의 타인지향가치와 효용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은 이유는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불안정한 지위와 수입으로 브랜드 구입이 어렵기 때

문이라고 보인다.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

인적인 월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는 타인지향가치와 혁신지향가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고, 가계 월 소득액이 많을수록 브랜드를 선호하는 타인지향가치를 추

구했다. 최신제품을 선호하는 혁신지향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이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추구했다. 

가계 월 지출액은 공동체지향가치, 타인지향가치, 효용지향가치, 심미

지향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가계 월 지출액 500만원이상이 평균치가 높

았다. 이는 위 집단이 가계의 여유가 있어 친환경, 브랜드, 성능, 안전, 

건강, 심미 추구와 최신제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인 월 지출액의 경우는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심미지향가치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표현지향가치에서는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과 200만원이상 집단의 평균치가 높았

다. 이들은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인 이유로 해석된다. 심미지향가치에서

는 개인적인 월 지출액이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150만

원미만, 200만원이상의 집단의 평균치가 높았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

회적 체면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인다. 

 

일본 50대의 본인 관련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성별, 혼인상태, 근로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는 자기표현지향가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고, 선행연구와 달리 남성의 평균치가 높았다. 

혼인상태에서는 자기표현지향가치, 저가지향가치, 쾌락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표현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

는 일본 50대 기혼의 평균치가 높은 반면, 저가지향가치는 미혼의 평균

치가 높았다. 이는 기혼의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의 영향으로 자기표현지

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를 추구하고, 미혼의 경우 외벌이가 많아 저가지

향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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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형에서는 심미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고, 고용주/자영업자의 심미지향가치와 쾌락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낮았다. 이 직업군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집단이지만 심미지향

가치와 쾌락지향가치를 추구하지 않았다.  

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 가계 월 지출액, 개

인적인 월 지출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가계 월 소득액의 경우

는 자율지향가치와 저가지향가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자율지향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이 500만원이상‐700만원미만이 경제

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3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가계의 여유가 없는 편이라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반면 

300만원미만의 경우는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치가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저가지향가치는 가계 월 소득액이 제일 낮은 집단의 

평균치가 높았고, 반면 제일 높은 집단의 평균치가 낮았다. 

가계 월 지출액의 경우는 타인지향가치, 자기표현지향가치, 저가지향

가치, 혁신지향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 월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집단이 의외로 타인지향가치의 평균치가 높게 나왔

다.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1인 가구가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표

현지향가치는 가계 월 지출액이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평균치가 

제일 낮았다.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평균치가 의외로 높게 나왔다. 이는 

사회적 체면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저가지향가치는 가계 월 지출액이 

가장 낮은 집단의 평균치가 높고, 지출액이 가장 높은 집단의 평균치가 

낮았다. 혁신지향가치는 가계 월 지출액이 가장 높은 집단의 평균치가 

높았다. 

개인적인 월 지출액에서는 자기표현지향가치, 심미지향가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 두 가치에서는 100만원이상‐150만

원미만이 가장 평균치가 높게 나왔고, 이 집단이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

고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일 20대 및 50대의 국가간 및 세대간 소비가치 차이를 분석

해 본 결과 총 10가지 요인이 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동체지향가치는 군사 독재 정권과 노동분쟁을 겪은 한국 50대가 가

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타인지향가치는 버블 경기 때 구매했던 옷을 

그대로 입는 일본 50대의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 특히 일본 50대 내에서

는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타인지향가치 평균치가 

두드러지게 낮아서 일본 50대 타인지향가치의 전반적 평균치를 낮게 만

들었다. 효용지향가치는 한・일 20대는 부모 세대의 소비가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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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인터넷이 더 발달된 한국 20・50대가 일본 20・50대보다 평균치

가 높았다. 자기표현지향가치는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일본 50대

의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 일본 50대 내에서는 여성, 미혼, 가계 월 지

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의 세 집단의 자기표현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았다. 자율지향가치는 한국 20대와 한국 50대, 일본 20대와 일본 50대

가 비슷한 평균치를 가지며,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치가 낮았다. 일본 50

대의 부모 밑에서 자란 일본 20대는 그 영향으로 자율지향가치의 평균치

가 낮았다. 안전지향가치는 연륜에 따른 경험 차이로 한・일 50대가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저가지향가치는 높은 학생의 비율,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한국 2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심미지향가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평균치가 높았고, 특히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는 한

국 2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쾌락지향가치는 한・일 20대가 인

터넷, SNS의 발달, 높은 문화 수준으로 평균치가 높았다. 혁신지향가치

는 일본 50대의 경우 독신이 많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 젊은 세대와 교

류가 없는 이유로 평균치가 낮게 나왔다. 일본 50대 내에서는 가계 월 

지출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두 집단

의 혁신지향가치 평균치가 낮아서 일본 50대 혁신지향가치의 전반적 평

균치가 낮아진 원인의 하나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50대는 동거하는 자

녀의 영향을 받아 혁신지향가치는 한국 20대와 비슷한 평균치가 나왔다. 

 

제2절 함의와 제언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한・일 20대의 소비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20대가 그 부모 세대인 50대의 영향을 받아 공통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두 집단을 묶은 비교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20대와 50대, 일본 20대와 50대로 집단을 나눠 소비

가치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50대가 20대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

양한 소비가치를 이해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발현되는지 분석하고자 했

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개발된 소비가치의 측정도구인 구명진 외

(2015)을 최초로 연구에 적용하여 좀더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활동에 관한 연구의 단서가 되며, 

한・일의 상호이해에 도울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소비가치의 국가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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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비교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연구 결과는 양국의 소비 행동 

예측이나 회사 마케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

구는 2015년에 개발된 소비가치의 측정도구인 구명진 외(2015)를 토대로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한・일 20대를 비교하기 위해 20대뿐만 아니라 20대의 부모 

세대인 한・일 50대를 추가하여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

펴본 의의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 세대, 국제비교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과 일본의 수도 거주 20대와 50대에 국한된 연구를 하였지만, 광역시 

등 지방도시, 30대, 40대 등 다른 연령대, 중국 등 더 다른 나라와 비교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 20대 및 50대의 소비가치는 

사회변화에 의해 쉽게 바뀌므로, 몇 년마다 주기를 두고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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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한・일 20대 및 50대의 시대적 경험 

 한국 일본 

1950년대 

한국전쟁(1950‐53) 

사사오입개헌(1954)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 시작 

(1956) 

진보당 사건(1958) 

창랑호 납치 사건(1958) 

한국전쟁의 특수(特需)로 인해 

경제회복(1951) 

국민소득이 제2차전쟁전의 수준

에 회복(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일

본의 주권 회복(1951) 

NHK 텔레비전 방송 시작(1953) 

미국 수소 폭탄 실험으로 인해 

일본 어선이 피폭(1954) 

고도경제성장기(1954‐73) 

삼종의 신기(흑백텔레비전, 냉장

고, 세탁기)의 보급(1955) 

이타이이타이병(4대공해병의 하

나)의 발생(1955) 

미나마타병(4대공해병의 하나)의 

발생(1956) 

유엔에 가맹(1956) 

안보투쟁,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1959‐60) 

1960년대 

3・15부정선거, 4・19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 하야, 윤보

선 대통령 취임(1960) 

5・16군사 쿠데타(196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62) 

제2차 통화개혁(1962) 

박정희 대통령 취임(1963) 

광부・간호사 독일 파견(1963) 

베트남 파병(1964) 

울산정유공장 준공(1964) 

6・3사태(1964) 

한・일기본조약 조인(1965)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작

(1967)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준공(1967) 

욧카이치 천식(4대공해병의 하

나)의 발생(1960) 

컬러 텔레비전 방송 시작(1960) 

메이신 고속도로(나고야‐고베) 

일부개통(1963) 

제2미나마타병(4대공해병의 

하나)의 발생(1964) 

도카이도 신칸센(도쿄‐신오사

카) 개통(1964) 

도쿄 올림픽 개최(1964) 

검은 안개 사건(정치 불신 사

건) (1966) 

전학공투회의(학생운동 절정기) 

(19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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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1967) 

1・21 사태(1968) 

푸에블로호 사건(1968) 

향토예비군 창설(1968) 

국민교육헌장 공포(1968) 

포항종합제철 설립(1968) 

3선개헌(1969) 

호남정유공장 준공(1969)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 건설 

(1969)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1969)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1970) 

오적 필화 사건(1970)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8・15선언 발표(1970) 

전태일 분신 사건(1970) 

서울‐부산 자동전화 개통(1971) 

실미도 사건(1971) 

새마을 운동 시작(1971) 

그린벨트 제도 발표(1971) 

7・4 남북 공동 성명(197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1972) 

10월 유신, 유신 독재 체제 

(1972) 

한국방송공사 (KBS) 발족(1973) 

포항종합제철 제1기 설비 준공

(1973) 

소양강다목적댐 준공(1973) 

중화학공업화 정책 발표(1973) 

민청학련 사건(1974) 

인혁당 사건(1974) 

육영수 저격 사건(1974)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1974) 

민주구국선언(1976)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1976) 

가족계획 캠페인 시작(1976) 

오사카 세계 박람회 개최(1970) 

요도 호 하이재킹 사건(1970) 

제2차 베이비붐(1971‐74) 

괌에서 구 일본병 요코이 쇼이치

가 발견됨(1972) 

아사마 산장 사건(1972) 

오키나와가 미국에서 반환(1972) 

로드 공항 사건(1972) 

남녀고용균등법 시행(1972) 

제1차 석유 파동, 이로 인해 고

도경제성장기가 끝남(1973) 

환율이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바뀜(1973) 

대체 휴일 제도 실시(1973) 

김대중 납치 사건(1973) 

필리핀에서 최후의 일본병 오노

다 히로오가 발견됨(1974) 

미츠비시 중공 빌딩 폭파 사건 

(1974) 

오키나와 해양 박람회(1975) 

록히드 사건(1976) 

제2차전쟁의 전후배상 종료

(1977) 

일본항공 472편 납치사건(1977) 

제2차 석유 파동(1978) 

신도쿄국제공항(현 나리타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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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점화(1977) 

의료보험제도 도입(1977) 

부가가치세제 도입(1977) 

이리역 폭발 사고(1977) 

YH 사건(1979)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1979) 

부마민주항쟁(1979) 

10・26 사건, 비상계엄 선포

(1979) 

최규하 대통령 취임(1979) 

12・12 군사 반란(1979) 

항)이 개항(1978) 

1980년대 

컬러TV방송 시작(1980) 

5・17 쿠데타(19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언론 통폐합(1980) 

전두환 대통령 취임(1980) 

해외여행 자유화(1981) 

야간통행금지 해제(1982)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1982) 

KBS이산가족찾기 방송(1983) 

대한항공007편 격추사건(1983)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1983)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1985) 

5・3 인천 사태(1986) 

3저 호황 시작(1986) 

사상 최초 무역흑자 기록(1986) 

6월 항쟁(1987) 

6・29 선언(1987) 

대한항공858편 폭파 사건(1987)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 

노태우 대통령 취임(1988) 

서울 올림픽(1988) 

5공 비리 청문회(1988) 

황석영, 문익환, 임수경 북한 

방문(1989) 

도쿄 디즈니랜드 개업(1983) 

닌텐도가 패밀리 컴퓨터 판매 

(1983) 

일본전신전화공사가 민영화 

(1985) 

일본전매공사가 민영화(1985) 

일본항공123편 추락 사고(일본 

최대의 항공기 사고)(1985) 

플라자 합의로 인해 극단한 엔고 

상태가 됨(1985) 

버블 경기(1986‐91),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 

일본국유철도 분할 민영화(1987) 

리크루트 사건(정치 스캔들) 

(1988) 

세이칸 터널 개통(1988) 

세토 대교 개통(1988) 

쇼와 천황 붕어, 헤이세이 시대 

시작(1989) 

소비세 도입(3%)(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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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개업(1989)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1989) 

분당, 일산 수도권 신도시 건설

(1989)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1989) 

1990년대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3당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결성(1990)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1991) 

한・중 수교(1992) 

김영삼 대통령 취임(1993) 

대전 세계 박람회 개최(1993) 

금융실명제 실시(1993) 

이건희 프랑크푸르트 선언(1993) 

성수대교 붕괴(1994) 

지방자치제도 도입(1995)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19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 

OECD 가입(1996) 

IMF외환위기 발생(1997) 

김대중 대통령 취임, 사상 최초 

여야 정권 교체(1998) 

금강산 관광 시작(1998) 

금 모으기 운동(1998) 

대우그룹 도산(1999) 

초고속 인터넷 보급 시작(1999) 

제1연평해전(1999) 

버블 붕괴, 잃어버린 20년 시작

(1991)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법 성립, 자위대를 캄보디아로 

파견(1992) 

2세대 이동 통신(휴대폰) 시작 

(1993) 

인터넷 서비스 시작(1993) 

38년간 이어진 자민당 정권이 끝

나고 야당으로 전락(1993) 

자민당이 다시 여당이 됨(1994) 

마쓰모토 사린 사건(1994) 

윈도우95 판매(1995)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1995) 

금융 빅뱅(금융 규제 완화) 

(1996‐2001) 

소비세가 5%로 인상(1997)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 파탄, 

야마이치 증권 파탄(1997) 

개호보험법 시행(1997) 

나가노 올림픽 개최(1998) 

도카이촌 방사능누출 사고(1999) 

2000년대 

고령화 사회 진입(2000) 

6・15 남북 공동선언(2000) 

IMF구제금융 조기 상환(2001)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작(2001) 

2002년 FIFA월드컵(2002)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2002) 

중앙 성청 개편,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2001)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개업 

(2001) 

고이즈미 내각(2001‐2006) 

2002년 FIFA 월드컵(2002) 

북일정상회담(2002) 

JR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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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2002)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2003) 

태풍 매미 피해(2003) 

KTX개통(2004) 

북한 핵실험(2006)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2007) 

충남태안 원유 유출 사고(2007) 

이명박 대통령 취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08) 

우정 민영화(2005)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2008) 

일본에서 아이폰 판매 개시, 

스마트폰의 보급(2008) 

리먼 사태(2008) 

민주당 정권 시작,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2009) 

2010년대 

천안함 사건(2010) 

연평도 포격(2010) 

한・미 FTA 발효(2012) 

박근혜 대통령 취임(2013) 

세월호 침몰사건(2014) 

메르스사태(2015)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2010)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으로 이행(2011‐12) 

도쿄 스카이 트리 개업(2012) 

제2차 아베 내각, 아베노믹스 

시작(2012) 

소비세가 8%로 인상(2014) 

출저: 송양민(2010), 사카모토 세츠오(阪本節郎)・하라다 요우헤이(原田

曜平)(2015), 한국사 연표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82%AC_%EC%97%B

0%ED%91%9C), 

한국의 역사연표(韓国の歴史年表) 

(https://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3%81%AE%E6%AD%B4

%E5%8F%B2%E5%B9%B4%E8%A1%A8) 

일본의 역사 - 일본사연표(日本の歴史 ‐ 日本史年表) 

(http://www.papy.in/rekishi/nihon/)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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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한국어 설문지 

 

Q1.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평소 소비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주십시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긴다. 

     

성능이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싸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위험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긴다.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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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즐거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재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오락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세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기 좋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새롭고 색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최신 제품이나 최신 모델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적용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남들이 보기에 버젓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유명한 상표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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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내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릴 수 있

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

도 같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

긴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 및 

유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친환경 기업의 제품인지를 중요하

게 여긴다.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

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제

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생산 및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제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긴다. 

     

소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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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복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나는 소비를 할 때,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5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을 중요하게 여긴다. 

     

 

Q2. 다음 문항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 세 

 

DQ1. 귀하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          ) 명 

 

DQ1-1.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어머니    ④ 아버지    ⑤ 자녀 

⑥ 형제·자매    ⑦ 배우자의 어머니    ⑧ 배우자의 아버지 

⑨ 조모    ⑩ 조부    ⑪ 배우자의 조모    ⑫ 배우자의 조부 

⑬ 손자녀    ⑭ 기타 (              ) 

 

DQ2. 귀하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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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3.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DQ4.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          ) 명 

 

DQ4-1. 귀하의 첫째 자녀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 세 

 

DQ4-2. 귀하의 막내 자녀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 세 

 

DQ5.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사무직 

⑥ 서비스·판매직   ⑦ 노동·생산직   ⑧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⑨ 무직   ⑩ 기타 

 

DQ7. 귀하의 근로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자영업자   ⑤ 가족종사자 

 

DQ8. 귀하의 현 거주지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DQ9. 귀하가 속한 가계의 월 평균 소득액은 어떠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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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9-1. 귀하가 속한 가계의 월 평균 소득액을 다시 만원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           ) 만원 

 

DQ10. 귀하가 속한 가계의 월 평균 지출액은 어떠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 

 

DQ10-1. 귀하가 속한 가계의 월 평균 지출액을 다시 만원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           ) 만원 

 

DQ11. 귀하의 개인적인 월 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적어주십시오. 

(           ) 만원 

 

DQ12. 귀하께서는 귀하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류층     ② 중류층     ③ 하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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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일본어 설문지 (日本語アンケート用紙) 

 

Q1. 次の各設問について、あなたの消費生活において、普段重要だと思っている 

ことと一致するもの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実用的なのが重要だと思う。      

値段と同じくらい価値があるのが、

重要だと思う。 

     

性能がいいのが重要だと思う。      

安全なのが重要だと思う。      

健康が重要だと思う。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値段が安いのが重要だと思う。      

費用を最小限にするのが重要だと思

う。 

     

安く買う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危険ではないのが重要だと思う。      

自分の安全を保障してくれるのが重

要だと思う。 

     

危険なことから私を守ってくれるの

が重要だ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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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楽しむのが重要だと思う。      

面白いのが重要だと思う。      

娯楽的な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美しいのが重要だと思う。      

しゃれたのが重要だと思う。      

見た目がよい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目新しいのが重要だと思う。      

最新の製品や最新モデルであるのが

重要だと思う。 

     

新しいアイデアや技術が使われてい

る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他人から見て、立派だと思われるの

が重要だと思う。 

     

有名なブランドであるのが重要だと

思う。 

     

ブランドがはっきりとわかるのが重

要だと思う。 

     

私が属するグループと調和するのが

重要だ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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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的に受け入れられるのが重要だ

と思う。 

     

まわりの人がしている消費を、私も

する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環境に与える影響が重要だと思う。      

環境を汚染せずに、生産及び流通し

ているのかが重要だと思う。 

     

環境にやさしい企業の製品なのかが

重要だと思う。 

     

社会貢献を行っている企業の製品な

のかが重要だと思う。 

     

労働者の人権を尊重する企業の製品

なのかが重要だと思う。 

     

生産及び流通が、公正に行われてい

る製品なのかが重要だと思う。 

     

 

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他人からの干渉を受けないのが重要

だと思う。 

     

消費に関する意思決定を、自ら行う

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の思い通りのやり方で、消費する

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が幸せであるのが重要だ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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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は消費をする時、 

全くそ

う思わ

ない 
   

非常に

そう思

う 

1 
   

5 

他人とは区別されるのが重要だと思

う。 

     

私が、どのような人間なのかをあら

わすのが重要だと思う。 

     

個性をあらわすのが重要だと思う。      

私だけの独自なイメージをつくるの

が、重要だと思う。 

     

 

Q2. 次の各設問は、あなたの属性に関する項目です。 

 

SQ1. あなたの性別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① 男   ② 女 

 

SQ2. あなたの年齢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満（      ）歳 

 

DQ1. あなたと同居している家族の人数について、あなたを含む人数を教えてくだ

さい。 

自分を含めて（       ）人 

 

DQ1-1. あなたと同居している人物をすべて選択してください。 

① 同居人なし   ② 配偶者   ③ 母親   ④ 父親   ⑤ 息子・娘 

⑥ 兄弟・姉妹   ⑦ 配偶者の母親   ⑧ 配偶者の父親    ⑨ 祖母 

⑩ 祖父   ⑪ 配偶者の祖母   ⑫ 配偶者の祖父   ⑬ 孫 

⑭ その他（        ） 

 

DQ2. あなたの世帯における、世帯主の年齢は何歳ですか？ 

       満（      ）歳 

 

DQ3. あなたの婚姻の状態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① 未婚    ② 既婚   ③ 死別   ④ 離婚   ⑤ その他 

 

DQ4. あなたの子どもの人数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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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1. あなたの一番上の子どもの年齢は何歳ですか？ 

満（      ）歳 

 

DQ4-2. あなたの一番下の子どもの年齢は何歳ですか？ 

満（      ）歳 

 

DQ5. あなたの最終学歴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① 中卒   ② 高卒   ③ 大学・短大・専門学校・高専在学中 

④ 大学・短大・専門学校・高専卒業   ⑤ 大学院修了、または大学院在学中 

 

DQ6. あなたの職業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① 学生   ② 専業主婦・専業主夫   ③ 自営業   ④ 専門職 

⑤ 事務職   ⑥ サービス・販売職 

⑦ 労働・生産職（鉱業・建設業・製造業等） 

⑧ 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   ⑨ 無職    ⑩ その他 

 

DQ7. あなたの勤労形態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① 正規雇用（正社員・役員等）  ② パート・アルバイト・契約社員・派遣 

③ 日雇い    ④ 自営業主    ⑤ 家族従業員・家族従業者 

 

DQ8. あなたの現在の居住形態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① 持ち家   ② 賃貸    ③ その他（社宅・寮・官舎等） 

 

DQ9. あなたの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について、まず選択肢の中 

から回答をしてください。回答後、その具体的な一ヶ月の平均所得額を、 

千円単位で直接数字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10万円未満   ②10万円以上、30万円未満   ③30万円以上、50万円未満 

④50万円以上、70万円未満   ⑤70万円以上 

 

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は (           ) ,000円 

 

DQ10. あなたの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支出額について、まず選択肢の中 

から回答をしてください。回答後、その具体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を、 

千円単位で直接数字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10万円未満    ②10万円以上、30万円未満    ③30万円以上、50万円未満 

④50万円以上、70万円未満    ⑤70万円以上 

 

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支出額は (           ) ,000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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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1. あなたの個人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について、千円単位で直接数字を記入 

してください。 

 (           ) ,000円 

 

DQ12. あなたの経済的水準を自ら考えた時、あなたはどの階級に属すると考えます 

か？ 

①上流階級    ②中流階級    ③下流階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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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本  語  要  旨 

 

日本と韓国の20代・50代 

消費者の消費価値比較研究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umption Values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Consumers in Their 20s 

and 50s) 

 

ソウル大学 大学院 消費者学科 修士課程 

酒井 惇平 

 

 韓国では、1997年のアジア通貨基金以降、長期間の不景気により、韓国の

20代は恋愛、結婚、出産をあきらめた「三抛（サンポ）世代」と呼ばれてい

たが、最近では、恋愛、結婚、出産に加え、人間関係、家、希望、夢、健康、

外見の9つをあきらめた、「九抛（クポ）世代」とも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

日本においても、1991年のバブル経済崩壊以後、現在に至るまで長期の景気

停滞により、物を買わず、消費欲がない日本の20代を「さとり世代」と呼ぶ

ようになった。 

 上記のようにはっきりとした特徴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韓20代の消費

に関する価値観（以下、消費価値）についての実証的な研究はほとんど行わ

れていない。そこで、本研究では日韓20代の消費価値についての研究を行う。 

 日本では、20代の消費価値に影響を与える要因の一つとして、20代の親世

代である50代の消費価値が関係しているという先行研究が存在する。そこで、

本研究では日韓50代の消費価値も調査し、50代の消費価値が20代にどの程度

影響を与えるのかについても研究を行う。 

 さらに、本研究では、日本と韓国の消費価値はどのような下位尺度から構

成され、どのような傾向をあらわすのか、また、日韓20代および50代の各グ

ループ内における調査対象者の特性、経済的特性による消費価値の下位尺度

の平均値の差の分析を行った。最後に、日韓20代および50代の国家間、世代

間における消費価値の下位尺度の平均値の差を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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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20代および50代の消費価値の比較を行うために、定量的研究を行った。

日韓両国の首都である東京23区およびソウル特別市を調査対象地とし、質問

紙法を用いてオンライン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合計400部の有効回答を

データ分析に使用した。本研究により明らかにする「日本と韓国の20代・5

0代消費者の消費価値比較研究」の分析結果は次のとおりである。 

 まず、日本と韓国の消費価値に関する下位尺度を分析した結果、日韓両国

において同一の下位尺度が構成され、共同体志向価値、他人志向価値、効用

志向価値、自己表現志向価値、自律志向価値、安全志向価値、低価格志向価

値、審美志向価値、快楽志向価値、革新志向価値の合計10の因子が見い出さ

れた。 

 次に、日韓20代および50代のそれぞれのグループ内における、消費価値の

下位尺度の平均値の差の分析を行った。分析の結果、韓国の20代の調査対象

者の特性では、性別において消費価値の下位尺度の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

れた。性別は、革新志向価値においてのみ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アー

リーアダプターが多い男性の平均値が高かった。経済的特性では、世帯全体

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において、消費価値の下位尺度の平均値に有意

な差がみられた。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は、安全志向価値と

低価格志向価値において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安全志向価値では、

低所得層と高所得層の平均値が高く、低価格志向価値は、平均所得額が最も

低いグループの平均値が高かった。 

韓国の50代の調査対象者の特性においては、性別のみ消費価値の下位尺度

の平均値に有意な差があり、下位尺度中、安全志向価値のみ平均値に有意な

差がみられ、女性の平均値が高かった。これは、家族のために、安全志向価

値を追求したものと推測される。経済的特性では、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

の平均所得額、個人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において消費価値の下位尺度の

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は、経

済的な余裕があまりない中間所得層が、安全志向価値において低い平均値を

示した。個人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は、共同体志向価値と低価格志向価値

において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共同体志向価値では、経済的な余裕

があり、環境にやさしい製品や公正な流通をしている製品を利用できる、1

5万円以上‐20万円未満のグループの平均値が高かった。低価格志向価値で

は、経済的に余裕がある20万円以上のグループのみ低い平均値を示した。 

 日本の20代の調査対象者の特性においては、勤労形態のみ消費価値の下位

尺度の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勤労形態は、他人志向価値と効用志向

価値、革新志向価値において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他人志向価値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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効用志向価値では、不安定な地位・収入であるパート・アルバイト・契約社

員・派遣がブランド品の購入が難しい状況にあることを示唆した。経済的特

性では、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

平均支出額、個人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のすべてにおいて消費価値の下位

尺度の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

は、他人志向価値と革新志向価値において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他

人志向価値では、平均所得額が多いほどブランドを選好することを示唆した。

革新志向価値では、平均所得額が高いグループが低いグループに比べて革新

志向価値を追求し、最新製品を選好するものと推測される。世帯全体におけ

る一ヶ月の平均支出額は、共同体志向価値と他人志向価値、効用志向価値、

審美志向価値、革新志向価値で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その5つの価値

すべてにおいて、50万円以上のグループの平均値が高かった。これはこのグ

ループでは経済的余裕があり、ブランドや性能、安全、健康、審美性を追求

し、また、環境にやさしい製品や最新製品の購入が可能であることが推測さ

れる。個人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は、自己表現志向価値と審美志向価値で

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自己表現志向価値では、世間体を気にする5

万円以上‐10万円未満および経済的余裕がある20万円以上のグループの平

均値が高かった。審美志向価値においても、世間体を気にする5万円以上‐1

0万円未満、10万円以上‐15万円未満のグループおよび経済的余裕がある20

万円以上のグループの平均値が高かった。 

 日本の50代の調査対象者の特性では、性別、婚姻の状態、勤労形態のすべ

てにおいてそれぞれ消費価値の下位尺度の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性

別は、自己表現志向価値のみ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先行研究とは違い

男性の平均値が高かった。婚姻の状態は、自己表現志向価値と低価格志向価

値、快楽志向価値で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自己表現志向価値と快楽

志向価値では既婚の平均値が高い一方、低価格志向価値では未婚の平均値が

高かった。これは既婚の場合、同居している家族や配偶者の影響で自己表現

志向価値と快楽志向価値を追求し、未婚の場合は1人世帯で所得が多くない

ため、低価格志向価値を追求するものと推測される。勤労形態は、審美志向

価値と快楽志向価値で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その2つの価値において、

自営業者の平均値が低かった。自営業者は社会的に安定した勤労形態である

ものの、審美志向価値と快楽志向価値を追求し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経済的特性においては、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所得額、世帯全体に

おける一ヶ月の平均支出額、個人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のすべてにおいて

消費価値の下位尺度の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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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の平均所得額では、自律志向価値と低価格志向価値で平均値に有意な差が

みられた。自律志向価値では、経済的に少し余裕がある50万円以上‐70万円

未満のグループの平均値が一番高く、経済的な余裕がそれほどない30万円以

上‐50万円未満のグループの平均値が一番低かった。一方、30万円未満のグ

ループは、1人世帯が多いため、比較的平均値が高い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低価格志向価値では低所得層の平均値が高く、高所得層の平均値が低かった。

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支出額では、他人志向価値と自己表現志向価

値、低価格志向価値、革新志向価値で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他人志

向価値では、支出額が一番低いグループの平均値が意外にも高かった。これ

は世間体を気にしているためと思われる。自己表現志向価値では、10万円以

上‐30万円未満のグループの平均値が一番低かった。しかし、10万円未満の

グループの平均値は比較的高い値を示した。これは経済的に余裕がないもの

の、世間体を気にしているためと推測される。低価格志向価値では、低支出

層の平均値が高く、高支出層の平均値が低かった。革新志向価値では、高支

出層の平均値が高かった。個人的な一ヶ月の平均支出額では、自己表現志向

価値と審美志向価値で平均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これら2つの価値にお

いて、10万円以上‐15万円未満のグループの平均値が高い値を示した。これ

は上流階級の暮らしにあこがれ、それを追求しようとしているものと思われ

る。 

最後に、日韓20代および50代の国家間、世代間における消費価値の下位尺

度の平均値の差を分析した結果、下位尺度の10の因子すべてにおいて、平均

値に有意な差がみられた。共同体志向価値は、軍事独裁政権や労働紛争を経

験した韓国の50代が最も高い平均値を示した。他人志向価値は、バブル経済

時に愛用していたブランドを、時代が変わってもそのまま愛用している日本

の50代が最も低い平均値であった。また、日本の50代の世帯全体における一

ヶ月の平均支出額が10万円以上‐30万円未満のグループの他人志向価値平

均値が目立って低く、日本の50代の他人志向価値全体での平均値が下がる要

因の一つと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効用志向価値は、日韓20代が親世代

の消費価値を受け継いでいた。インターネットが発達している韓国の20代お

よび50代が、日本の20代および50代より高い平均値を示した。自己表現志向

価値は、周りとの調和を重要視する日本の50代が最も低い平均値であった。

特に、日本の50代においては、女性、未婚、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

支出額が10万円以上‐30万円未満の三つのグループで、自己表現志向価値の

平均値が低いことが分かった。自律志向価値は、韓国の20代と50代、日本の

20代と50代がそれぞれ似たような平均値を示し、日本が韓国より平均値が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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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った。安全志向価値は、年齢による経験の差により、日韓50代が高い平均

値を示した。低価格志向価値は、学生の比率が高く、また奨学金の返済等の

理由により、韓国の20代が最も高い平均値であった。審美志向価値は、全体

的に韓国が日本に比べて平均値が高く、特にスマートフォンを利用している

韓国の20代が最も高い平均値であった。快楽志向価値は、日韓20代がインタ

ーネット、SNSの影響や、文化水準の高さにより、平均値が高かった。革新

志向価値は、独身世帯や子どもと同居していない世帯が比較的多く、若い世

代との関わりが薄い日本の50代の平均値が低かった。日本の50代においては、

世帯全体における一ヶ月の平均支出額が10万円以上‐30万円未満および30

万円以上‐50万円未満の二つのグループで、革新志向価値の平均値が特に低

く、日本の50代の革新志向価値全体における平均値が下がる要因の一つとな

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一方、韓国の50代は、同居している子どもの影響

を受け、革新志向価値は韓国の20代とほぼ同じ平均値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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