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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트렌드를 구성하는 세대 연구에서, 연령효과, 시기
효과, 코호트효과를 구분하여 각각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그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탐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반복된 횡단면 데이터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비자행태조사를 이용하여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탐색적
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 시기별, 코호트별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
자의 긍정적 인식의 평균값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특히 Z코호트는
다른 코호트와는 달리 시기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의 긍정적 이미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분하기 위해, 연령을 1수준의 변수로, 시기와 코호트를 2-수준의 변수로 설정해 위계적 연
령-시기-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는 정의 효과를 갖고, 시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효과와 시기효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의 상호작용은 부의 효과를 가졌다. 특히 전체 데이터에
서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연령과 코호트라는 두 변수를 수준을
다르게 두어 교차 분석하였더니 서로 반대의 효과가 있음이 도출되
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령효과와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는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효과이며,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의 긍
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다르고, 그 영향의 방향도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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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기에 다층모형의 방법론을 적용해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과 소비자
행태 연구에서의 동태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세대, 연령, 시기, 코호트, 다층모형, 사회공헌
학 번 : 2002-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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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트렌드는 변한다. 그러나 스스로 변하는 법은 없다(Hyman, 1972). 미
시적 수준에서 보면 개인은 시간에 따라 다양한 생애주기를 거치며 나이
가 듦에 따라 있던 욕구가 없어지거나 나이에 맞는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
는 추세를 보인다.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적 사건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면서 구성원들의 경험과 질서가 변동한다. 거시적 수준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거 세대가 퇴장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인구집단
의 구성이 계속 변한다. 이러한 것들이 트렌드에 변화를 가져오는 세 가지
요인이다.
소비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
안 동조하는 소비가치에 대한 열망을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데(김난도,
2010),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변하게 하는 동인을 살펴보면, 소비를 하는
주체의 연령, 시기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특정한 경험 등
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연령 변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그리고 그들이 겪어온 경험의 총합이다. 이렇게
소비자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연령효과, 시기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시기효과, 사회적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코호트효과라고 각각 지칭한다.
박재홍은 세대연구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을 논한 연구
(2001)에서 세대 혹은 연령 집단 간의 의식, 태도, 행위양식 면에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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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출생 이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기인한 것인지(코호
트효과), 현재의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연령효과),
혹은 특정한 관찰 시점에 기인한 것인지(시기효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
며, 따라서 정교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 세 효과(요인)의 구분이 필수적이
라고 단언한 적이 있다(전상진, 2004).
Rentz・Reynolds・Stout(1983)는 이러한 세 효과의 구분이 필요함을
실증한 연구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청량음료(soft drink)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청량음료 소비는 감소하리
라는 예측이 상식적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Rentz 등은 미국 인구 분포를
출생연도 10년 단위의 코호트로 나누고, 1950, 1960, 1969, 1979년의 네
개 연도에서, 각 코호트의 청량음료 소비와, 연령별 청량음료 소비를 분석
하였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는 같은 코호트 내에서
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폭은 감소하였지만 절대적 소비량은 계속
증가했다. 청량음료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시기효과가, 노화로 인한
청량음료 소비 감소라는 연령효과를 상쇄했다. 특히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
라도 늦게 태어난 코호트, 즉 시장에서 청량음료의 소비량 자체가 더 많았
을 때 10~20대를 보낸 코호트 집단이 더 많은 청량음료 소비를 보이고 있
었다. 따라서 청량음료에 익숙해진 집단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이전의 소
비 패턴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소비량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코호트효과의 반영이다. 이렇듯 소비 트렌드에는 연령, 시기, 코
호트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환
경이 마련되고 있다. 국가 단위의 패널 데이터들이 10년 이상 축적되고
있고,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 시행 이래,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속속 공개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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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여러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측정되는 시계열 데이터들의 이용
이 용이해진 셈이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의 장기적인 추이를 관찰하거나
이에 작용하는 요인과 효과를 여러 시기에 걸쳐 추정하는 연구(종단적 연
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정한 현상에 대해 보다 다각도적인 분석이 가
능해졌다. 이러한 종단적 연구와 다각도적인 분석은 특정한 현상의 앞으로
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개인의 경험적 지식이 아닌
실제 현상의 추이에 근거한 주장을 할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소
비 트렌드의 변화에 있어서도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구분하고
영향력을 검증하는 환경적 여건이 성숙되었다 하겠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에서는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구분하여 각각이 소비
자 행태의 트렌드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그 영향력의 차이는 어
떠한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 각각의 영향력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에서 매년 실시중인 소비자행태조사(MCR;Media & Consumer
Research)를 이용하였다. 소비자행태조사는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전국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제품 구매 행태 및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조
사이다. 전국 만 13세 ~ 69세 남녀를 인구센서스에 기초한 할당추출법으
로 추출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
령효과 연구에 적합하다.
이 자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서로 다른 대상자를 다수의
반복되는 문항으로 조사하는 ‘반복된 횡단면 자료’라는 점이다.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는 문항은 시기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3-

또한 전(全) 데이터의 조사 대상자 중 같은 해에 태어난 집단(코호트)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설정하는 의사 패널(pseudo panel)을 구축할 수 있어
코호트효과를 분석하기에도 적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행태조사의 문항 중에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문항은
2009년에서 2018년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된 것
으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실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소비 트렌드에 있어, 연령
에 따른 차이, 시기에 따른 차이,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여 인과적
영향력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소비자가 가진 욕구가 어디에서 오는가에서
시작해 소비자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들의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학 분야에서 근래 연구방법론
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에, 소비가치에 대한 동태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의의와 더불
어, 종단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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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 1 절에서는 트렌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제 2 절에서는 세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효과로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각각 정의
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세 효과를 비교한 연구
를 검토한다. 제 3 절에서는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방법론인 다층모형, 그 중에서도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의 의미와 분
석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 사용된 문항의 기업의 사회공
헌 활동을 정의하고, 이의 소비자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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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트렌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의 개념

1. 세대 개념의 정의
세대(generation)는 그리스어 ‘genos’에서 유래한 단어로, ‘새로운 존
재의 출현(to come into existence)’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Nash, 1978; 박재홍, 2003에서 재인용). 따라서 세대라는 용어는 특정한
집단을 전제로, 그와 다른 집단이 나타나고, 원래의 집단과 새로운 집단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대 개념의 틀은 Kertzer(1983)가 제
안한 네 가지의 세대 개념이다(권정윤・김난도, 2019). 세대의 첫 번째 의
미는 ‘친족계보상의 항렬’이다. 세대의 두 번째 의미는 ‘코호트’로, 칼 만
하임(Mannheim, 1952)이 정의한 대로 역사적 경험의 공유 관점에 기반
하고 있다(Ryder, 1965: 853). 세대의 세 번째 개념은 생애주기의 단계로
서, ‘연령’이 세대 범주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코호트와 유사하지만
그 연령이 지나면 구성원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
는 코호트적 세대와 차이가 있다. 세대의 마지막 개념은 ‘시기’라는 의미
이다. 예를 들어 ‘1988 올림픽’이나 ‘IMF 세대’‘ 등 특정한 시간대를 동시
에 경험한 사람들을 총칭한다.
산업계와 학계 양쪽에서 세대를 새로운 개념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이다. 이 무렵은 소비의 양적 증가에서 나아가 질적 변화가 이
루어진 때로, ‘소비’를 기준으로 세대의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
은 경쟁이 심화되는 90년대 시장 환경 속에서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발굴
하고 각 집단에 맞는 세분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세대에 관심을 두었다(최성재, 2002). 특정 상품의 주된 소비층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과 새로운 상품수요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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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세대’라는 그룹으로 구획하고 구분하는 것이다(전상진 2004).
반면 소비자 연구에서 세대에 주목하는 것은 세대 구분이 소비자 특성
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유용한 변수이기 때문이다(권정윤・김난도 2019).
소비자학은 소비자가 가진 욕구가 어디에서 오는가부터 관심을 갖는다. 이
에 욕구의 발원을 출발지점으로 하여, 제품・서비스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
서 소비자가 갖는 태도와 취하는 행동이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개별
소비자 수준의 욕구, 그리고 동일하거나 동일성을 가지는 제품・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는 소비자들의 집합체 수준의 욕구에 대한 분석이
소비자학의 연구 대상이며, 이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와 영향
력의 크기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 욕구 충족의 동인을 발견하여 만족을 최
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연령, 시기, 코호트의 효과는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 발전의 규모나 속도가 매우 크고, 사회의
변화가 급속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겪는 경험의 차
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1995년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에 따라 식품소비 다양
성의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 등을 나누어 검증한 연구가 있다(김
성용, 2010).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 지출 및 소득 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3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소비에서는 다양성
이 감소해온 것이 드러났다. 같은 출생연도 집단 내에서는 연령에 따라 식
품소비 다양성이 역 U자 형태의 전형적인 생애주기 패턴을 따랐다. 그런
데 젊은 세대일수록 식품소비의 다양성 지수는 더 작았다. 즉 역 U자의
높이가 낮았다. 즉 식품소비 다양성 지수의 감소는 코호트 효과의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향후 식품소비 다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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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비는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개개인의 소비가 모
인 집단으로서의 소비 역시 당대 사회적 정체성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것
이 소비자학에서 세대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령, 시기, 코호트 등의 연구를
하는 의의이다.

2. 세대에 관한 선행연구
‘세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연구가 연령효과의 연구
인지, 시기효과의 연구인지, 아니면 코호트효과의 연구인지를 구분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권정윤・김난도(2019)는 지난 20년간 소비자학 분야의 주
요 학술지에 게재된 세대 연구를 종합하여 문헌고찰을 하였는데, 각 연구
에서 사용한 ‘세대’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분류한 결과, 반 이상의 연
구에서 코호트적 세대 개념을 취하고 있었으며, 4분의 1 정도는 연령효과
를 실증하는 세대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연령과 코호트로 복합 사용하는
연구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세대’라는 단어 자체는
주로 코호트효과와 연령효과의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횡단면 연구에서의 세대는 소비자 집단에 대한 일종의 명명(命名)에 가깝
다. 연령이라는 연속변수를 이산변수화해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고 해석의
용이성을 강화하려는 변수의 재정의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대라는 용어의 정의 그대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를 통
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적한 연구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세대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학자마다, 혹은 연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치학 분야에서 세대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허석재는 연
구에 따라 세대 개념을 연령효과 혹은 코호트효과의 구분으로 혼용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인 2017년의 연구에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950년 이전 출생자를 전쟁 세대, 1951~1960년까지의 출생자를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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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1961~1970년 출생자를 민주화 세대, 1971-1980년의 출생자를 X세
대, 1981년 이후 출생자를 IMF 세대와 같이 연령 집단을 구분하여 단일
시점의 연령별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소비자학 분야에서도 연령 집단을 세대로 명명해 그 차이를 검증
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주소현・김정현(2011)은 조사 당시(2007년 11월~12월)의 연령을 기준으
로 나이로 만 20세에서 32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N세대, 만 33세에서
43세에 속하는 집단을 X세대, 만 44세에서 52세의 사람들을 베이비부머
세대, 53세에서 65세에 속하는 이들을 전쟁세대로 명명했으며, 이은희 외
(2015)는 가구주의 출생연도에 따라, 에코세대(1977-1987년생), X세대
(1971-1976년생), 민주화 세대(1964-1970년생), 베이비붐세대(1954-1963
년생), 해방전쟁세대(1945-1963년생)로 집단을 명명하였다. 또한 정순둘・
주소현・고은희・박원주(2018)는 전쟁세대(1954년 및 이전 출생),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출생), X세대(1964~1974년 출생), N세대(1975~1987년
출생)에 M세대(1988년 및 이후 출생)를 추가한 집단을 비교 연구하였다.
대체적으로 전쟁 세대는 1954년 이전 출생자를 뜻하며, 베이비부머 세
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자들을 지칭한
다(여관현・박민진, 2014).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55
년부터 국가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
지는 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인구를 베이비붐 세대로 부르는 것(김민
정・문정숙, 2016)은 어느 정도 연구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
다.
다만 생애주기적 그룹으로 분류된 세대 연구의 경우, 학령기․ 은퇴기 등
과업중심적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20대’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이를 표
기하거나 청년층・중장년층・노년층으로 분류되는 광범위한 구분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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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권정윤・김난도, 2019), 나이에 따른 혼인 및 출산 시기가 일치
되지 않고 세대 간 사회적 경험 또한 다양화된 현 시점에서는 생애주기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 구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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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효과

서로 다른 세대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효과, 즉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연령효과는 한 개인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 변화를 말
한다.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변화, 역할・지위 변화와 같은 사회적 특성
변화가 이에 해당한다. 시기효과는 관찰 시점에서 모든 구성원에 미치는
시기적 배경의 영향을 말한다. 코호트효과는 특정한 집단, 즉 코호트만이
가지는 공통된 역사적,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가치관 및 생활양식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집단적 특성을 의미한다.(권정윤・김난도 2019).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도식화해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관계 비교

-11-

1. 연령효과
1-1) 연령효과의 정의
연령효과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성숙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를 의미하며(이내영・정한울, 2013), 일명 생애주기 효과라고도
부른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 동안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나타나는 행동, 인식, 가치선호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김수정,
2015).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연구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회
귀분석을 실시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연령대인 점
을 보았을 때, 연령효과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분석되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라이
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오혜영, 2015).
연령효과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분석해 연구 주제의 연령 차이를 검증
하게 되는데, 단일 연령 집단을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기
에, 한 집단만을 분석해 나오는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를 감소시킨다
(이현기, 2007).

2-2) 연령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소비자학 분야에서 연령효과 연구의 첫 번째 축은 특정한 연령대의 소
비자의 특성, 역량, 행태, 소비 환경 등을 다루는 연구이다. 특히 50대 이
상을 중심으로 노인 연령대 연구가 매우 활발한데, 이는 이때부터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고,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전의 소비생활과는 다른
선택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자원 및 기회의
불평한 분배과정에 의해 연령을 축으로 개인들을 등급화한다(이현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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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2007)는 한국노동패널 7차 연도 조사 자료를 이용해 노인층의
여가활동 행태를 분석했다. ‘여행, 관광, 나들이’, ‘오락 및 게임 활동’, ‘운
동 및 스포츠 활동’, ‘사교 및 모임 활동’의 네 가지 여가활동 변수에 대해
개별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며, 특히 연령 외의 구성적 특징을 통제한 결
과들을 보았을 때 젊은 층보다 55세 이상 그룹에서 여가 활동의 최고 참
여율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홍경희・이윤정(2010)은 6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 연령과 인
지된 연령의 차를 고려하여, 이 요인이 의복선택기준과 패션 정보원 활용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실제와 인지된 연령의 개념을 분리
해 측정한다는 점에서 오혜영(2015)의 연구도 비슷하다. 생물학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에 대한 개념을 분리한 연령효과 연구이다. 주관적 연령을 실
제 나이보다 높게 지각하는 20대, 동질감과 동류의식이 높은 30~40대, 그
리고 주관적 연령을 실제 나이보다 평균 5세 이상 젊게 지각하는 50대 이
상 등 3개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 집단의 소비가치와 소비자 소
외감 지각의 차이를 비교했다.
서여주(2015)는 50대 남녀 소비자 10명을 눈덩이표집으로 모집해 스마
트폰 사용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 질적 연구를 통해, 모바
일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연령별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을
개선하는데 함의점을 얻고자 하였다.
30~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혼여성의 소비를 관심사로 삼는 경
우가 흔하다. 김선미(2004)는 전업주부 중 30~40대 11명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과 물질주의 성향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후, 구조화・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일상생활경험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테마 4가
지를 정리했다. 이 네 가지는 자녀 양육과 교육, 살림살이,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 친정 등으로, 20대와 3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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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부와는 다른, 연구 대상 연령대의 특수한 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김
정은・구혜경(2017)의 연구는 1971년에서 1979년 사이에 태어난 기혼 여
성 1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 시기, 결혼 후부터 육아, 그리고 현재
까지의 생애주기별 소비생활을 회고하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의 소비
과정이 개인적 성향보다 생애의 주요 단계 및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는 결론을 내렸다.
20대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하다. 이정기・최믿음・박성복(2012)은 평
균 연령 21.52세의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전통 매체
인 신문의 이용동기를 분석하고, 종합일간지들의 유료 모바일 뉴스 콘텐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모델로 검정하였다. 이은희・유
현정・이준영(2016)은 청년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
로 게시글들을 내용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청년세
대가 갖고 있는 고민과 경제문제를 고찰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를 분
배하는 복지 제도,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주택가격의 안정화나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한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령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또 다른 한 축은 생애주기를 다루는 것이
다. 특정 소비범주, 특정 연령대 혹은 특정 직업군 등의 소비생활을 고찰할
때의 전체적인 소비생활을 파악하는 데 존재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다(김영두, 2018).
송준혁・금영일(2013)은 주택금융 및 주택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
애주기별 가구의 소비와 자산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우
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분포의 정점은 대략 30대인 반면 부채는 40∼50
대에 정점을 이루며, 주택보유율 역시 40∼50대에 가장 높아 금융부채의
발생이 주택보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임대보증
금이 상승하는 경우 주택매매가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임대보다는 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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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유인이 증대해 차입이 증가됨으로써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철(2014)은 생애주기를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장년기・중년기・
은퇴기로 나누었으며, 중년기와 은퇴기 유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의 취업여
부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자녀독립전 가구와 자녀독립가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지출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김영두
(2018) 역시 가족생애주기를 독신기・부부가족기・자녀학령전기・자녀학령
기・자녀독립전기・자녀독립기・은퇴기로 구분하고, 소비범주는 의생활・
식생활・주생활・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금융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
교통·자동차서비스・경조사지원서비스・뷰티·헬스서비스・문화·여가서비스
로 구분한 후, 각 소비범주의 중요도를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분석했다. 이
에 가족생애주기별로 소비생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식 정책, 정
보제공 및 교육 방안을 기술하였다.

2, 시기효과
2-1) 시기효과의 정의
시기효과란 특정 시점에서 관찰할 경우에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의 영향
을 받아 나타나는 차이를 말한다(박재홍, 2005). 즉 특정 시점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나 급격한 사회변동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고방식이나 행
위에 포괄적,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김수정, 2018), 전 세대가
공유하는 경험에 따른 태도 변화를 지칭한다(이갑윤, 2011).
연구에 따라 시점효과, 시대효과, 기간효과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기효과’로 통일해 사용한다.
시기효과로 감안할 수 있는 거시적 레벨의 사건으로는 미국의 1930년
대 대공황이나 9.11 테러, 프랑스의 68혁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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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외환위기 같은 경제적 격변이나 2002년 월드컵 같은 문화적 행
사, 가까이는 2019년의 광범위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도 사회 체제
재편의 변곡점이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
고하고 행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시기효과는 반드시 종단 연구를 전제로 한다. 종단 연구란 시계열
조사 등을 이용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반복된 관찰을 포함하는 상관관계 연구를 말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즉 종단 연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의 변화이다. 시간의 변화
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와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간 동안 되
풀이하여 조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다기간 동안에 종단적으로 축적된 데
이터(이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을 변수로 사용하는 연구를 일
컬어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이다.
종단 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
해 다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동시대의 현
황을 파악할 뿐인 횡단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강하는 연구방법론이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사회변동이 빠르고 파급효과도 큰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이명진, 2008). 특히 소비자 행동 분
야에서도 종단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등 축적 데
이터의 분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의 추이를 민
감하게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의 정부부처와 공공
기관들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소비생활 관련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
측하여 정책수립의 기반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원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데이터로의 접근성을 높여, 연구자들이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함
으로써 학문 발전을 꾀하고 있다(김난도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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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기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종단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관심
이 있는 소비자학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어 종단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소비자학 분야에서 종단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소비자 태도나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 연구에서이다. 태도나 인식이 변화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된다.
하홍열(2010)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3개의 하위요인인 강도, 호
의, 독특성이 브랜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의 차이에 대해 고찰했다. 김영두(2017)는 녹색 소비생활이 어떻
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종단적으로 비교한 연구이며, 남수정(2013)은 국민
노후보장패널의 1차~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고 종단분석 방법 중 하나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해 필요노후생활비와 개인연금불입액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모두 시기효과를 증명하는 결과를 얻었다.
박현수(2002), 구인모(2009), 박현수・이인성(2017)의 세 개 연구는 이
어지는 논문으로, 윤리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광고 유형들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인식 변화를 매 7년마다 반복 조사해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광
고 윤리관 변화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효과를 분석하는 종단 연구이
다. 박현수(2002)가 1994년과 2001년의 데이터를 비교하였고, 구인모
(2009)는 여기에 2008년의 데이터를 추가해 비교하였으며, 박현수・이인
성(2017)은 2015년 데이터까지 더해 비교하면서, 어린이 대상 광고, 성적
표현 광고, 담배 광고, 불쾌함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에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일련의 연구는 종단 연구의 전형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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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호트효과
3-1) 코호트효과의 정의
코호트(cohort)는 특정 연도 또는 연속되는 연도에 태어나서 비슷한 사
회 환경에 노출되면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Glenn,
1977). 따라서 그 구분의 기준은 연구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가능하다. 지
역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며, 행
위양식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보통 비슷한 나이대가 비슷한 사회적 경
험을 하기 때문에 출생연도(혹은 5~10년 단위 등)를 기준으로 하는 코호
트가 많이 쓰이기는 하나, 연령에 있어서는 여러 연령이 같은 코호트에 들
어갈 수도 있고(송경재, 2011), 같은 연령이라도 다른 코호트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생애주기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코호트효과란 무엇일까? 코호트효과는 특정 연도 또는 연속되
는 연도에 출생한 사실이 그 코호트가 특정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에 영향
을 미치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지
연・김소현, 2010). 예를 들어 어린이의 초기 사회화 시기나 청소년 시기
에 겪은 경험은 가치와 태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삶에서
도 행동과 생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강형・
남재일, 2017). 따라서 코호트효과는 근본적으로 코호트들 간에 나타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Peiser, 1999).
결국 코호트효과는 ‘누가’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의 문제와 연관
된다. 보통 역사적 사건은 ‘당대의 젊은이들(특수한 집단)’에게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 이들의 ‘생애에 걸쳐 연속적인 흔적(지속적 영향)’을 남긴다.
이 ‘특수성’과 ‘지속성’이 코호트효과의 핵심이다(김수정, 2018). 따라서 누
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기효과와 구별되며, 성숙과 노화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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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개인은 변동을 경험한다는 연령효과와도 다르다(Chauvel,
2013).

3-2) 코호트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이러한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나
눈 집단(즉, 코호트) 간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는 경우를 전부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호트 분석’이라고 흔히 불
리는 코호트효과 연구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단수 혹은 복수 개의 코호트
를 구성하고, 이 코호트(들)의 내적으로 혹은 상호적으로 구별된 특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연구를 뜻한다.
따라서 코호트효과 연구는 필연적으로 두 개 이상의 시기에 대한 비교를
포함하게 된다. 또 코호트효과 연구는 종단적 추이 분석에서 시기적 추세
를 통제할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코호트의 연
령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가정한다.
코호트효과에 관한 연구는 건강・보건 분야, 가족・주거 분야, 정치 분
야에서 다수 수행된다.
건강・보건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특정 코호트가 겪은 생애주기의 주요
한 단계에서의 불리한 경험들이 장래 이들의 사회경제적 성취, 나아가 건
강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다른 코호트들의 그것들과의 차
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허종호 외, 2017).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또는 건강불평등의 역사상 추세와 변동을 결정짓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연령별 흡연인구의 변화를 배경으로 2010년 기준 고등학교 3학
년 남학생 중 흡연을 하고 있는 37만 명으로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를 토
대로 생애에 걸쳐 흡연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의 수를 추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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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숙자・정영호, 2013), 30세의 가상 코호트 10만 명을 구축하고, 이들
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암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되는 생애의료비를 도출하
는 연구(정영호・고숙자, 2011)는 동일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축한 사례이다.
한편 출생연도가 아닌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축한 연구에는, 사망 원인
과 여러 임상 및 생의학적 변수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 기준 코호
트를 구축한 연구(강영미・김현진・이태용・구본정, 2017), 영양섭취와 식
사 질이 사망과 질병발생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98년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계청 사망통계와 건강보험자료와 연계
해 코호트를 구축, 분석한 연구(김혜련, 2013), 전신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
여의 경험을 인위적으로 가한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후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위험의 추이를 관찰한 연구(김봉기 외, 2014) 등이 있다.
가족・주거 분야는 가족 내 변수(교육, 고용, 자산, 부채 등)들로 인한
코호트간 차이가 시기와 연령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며, 따라서 앞
으로 도래할 사회적 변동을 코호트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
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출신 배경 코호트가 개인의 교육 획득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이 증가하
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는 결과를 얻은 방하남・김기헌
(2003), 진주시의 구역별로 출생연도 코호트의 이동빈도를 집계하여 주거
이동의 시계열적 변화를 탐구한 이정섭(2011), 우리나라 노동력의 절대적
수준이 감소하는 원인이 연령 코호트 당 인구 수의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
화가 가져오는 중심 노동층 인구의 지속적 감소 때문임을 밝힌 정선영
(2013), 3세 단위의 가구주 출생연도 코호트를 기준으로 코호트와 가계부
채 보유비율의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코호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
향후에도 고령 가구의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임을 짐작한 김지섭(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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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한국 정치 분야에서 코호트 연구가 부각되는 원인은 선거에서의 연령대
별 지지 정당의 양상 차이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두 차례 진행된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2012년 18대 대선에
서는 5070세대의 특정후보에 대한 표쏠림 현상이 확인되었고, 2017년 19
대 대선에서는 2040세대의 표쏠림 현상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송경재, 2018). 1987년 13대 대선에서부터 1997년 15대 대선까지의 선거
연구가 주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2년 16대 대선에서부터는 연령이나 출생연도 코호트를 기
준으로 하는 연구들이 본격 심화되었다(이내영・정한울, 2013).
이내영・정한울(2013)은 코호트효과와 연령효과를 구분하는 것을 목표
로 한 연구이다. 1967년 이전 출생자와 1968년 이후 출생자로 코호트를
나누고, 전자 코호트에서는 연령변수가 대선 지지 정당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고, 후자 코호트에서는 연령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검증했으며, 김병조(2015)는 통
일필요성, 통일대박론,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코호트효과와 시기효
과를 측정하였는데, 통일필요성에서는 코호트효과가 존재하지만 시기효과
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저하는
통일인식의 세대 격차에 더하여,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정책
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송경재(2011)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의 사용 경험을
기준으로 코호트를 나누고, SNS 사용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살펴본 연구이며, 또 송
경재(2018)는 20세에서 40세 코호트가 SNS 사용으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자본 중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다른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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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다른 시기의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연구이다.

여기까지 검토해본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들과 분석방법론들은 본 연
구에서 시도하게 될 소비가치의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분석과
관련하여 검증가설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코호트 간에는 연령에 따른 변동이나 시기에 따른 변화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그 방향 역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코호트와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코호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식의 정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4.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비교
한 개인은 특정한 연령, 특정한 시기 그리고 특정한 코호트에 동시에
속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특정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된다.
또한 연령이 달라지면, 시기가 달라지면 그리고 코호트가 달라지면, 개인
의 태도와 행동 역시 바뀌게 된다. 이것이 트렌드의 변동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는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냄은 분명하다. 특정한 트렌드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 시기
에 따른 차이,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분석하고, 그 효과에 대한 해
석을 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4-1)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단순 비교 연구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들은 시계열 자
료를 이용하고, 전체 데이터를 통합해, 연령과 시기, 코호트를 기준에 맞
추어 변수화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시기별로 연령이나 코호트에 따라 종속
변수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22-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연령과 코호트를 교차한 분석을 실시해, 연령별 코호트효과
나 코호트별 연령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도 한다.
이정희(2014)는 여성에게 제기되는 일・가족 양립을 둘러싼 갈등의 변
화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과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값을 시기별로 단순 비교하였다.
박대근・이창용(1997)과 윤종인(2016)은 우리나라 저축률이 상승한 이유를
비교하기 위해 연령별, 시기별, 코호트별 저축률의 중앙값의 차이를 통계
적으로 검정하였다. 두 연구 모두 시기효과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얻었
다. 윤종인(2018)은 소득과 소득분배의 변화와 차이를 연령별, 시기별, 코
호트별로 10%분위값과 90%분위값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소
득과 소득분배에 대한 유의미한 연령효과를, 소득에서만은 코호트효과를
관찰했다.

4-2)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영향력 비교 연구
한편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동시에 측정하되, 세 가지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각 효과의 종속변
수에 대한 인과과계를 측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해, 각
각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소위 ‘식별 문제
(identification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과 기간, 코호
트효과를 이루는 세 변수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

코호트 = 시기 – 연령 (또는 시기 = 연령 +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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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학, 인구학, 역학 등 시간에 흐
름에 따른 사람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많은 분야에서는 식별의 문제
에 대한 대안적 방법론들이 제기되어 왔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 걸쳐 크게 두 가지 계열의 방법론이 대두되었
다. 독립변수인 연령, 기간, 코호트 중 하나 이상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2차나 3차, 혹은 그 이상의 고차 함수로 회귀모델에 포함시키는 비선형모
델이 첫 번째 방법론이고, 선형회귀분석모델을 유지하되 이웃하는 두 연
령, 기간 혹은 코호트 그룹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균등 제약
(equality constraint)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는 제약된 일반선형모델이
두 번째 방법론이다(허종호 외, 2017).
비선형 모델을 적용한 연구로는 비선형 최소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d Estimation)를 이용해 주거소비 패턴에 미치는 연령효과, 시기
효과, 코호트효과를 추정하고 이 세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모형에 기초한 주택수요 추정방법론을 개발한 이창무・주현태・한제
선(2017), 로짓 모형으로 주택점유형태(전세・자가 중 자가 선택 비율)의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추정한 노희순・강진관・이창무(2018),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의 상수에 대한 효과가 무작위적이라고
가정하는 임의 상수 모델(random intercept model)을 적용한 김영범
(2009) 등이 있다.
제약된 일반선형모델은 Deaton(1997)에 의해 가계 서베이 분석에서 활
용된 이후, 소비 관련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 분석에서 종종 응
용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인구구조의 변화가
연령별, 코호트별 소비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
석상훈(2010), 생명보험 계약 건수를 생명보험 수요 지표로 사용해 생명보
험 수요의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분해한 권순일(2011)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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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또한 이강형・남재일(2017)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온 신문이용
량 감소의 원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효과, 미디어 환
경변화가 주도한 시기효과, 그리고 특정 시기에 태어나서 특정한 미디어
경험을 공유하는 코호트효과를 동시적으로 밝힌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비선형모델이나 제약된 일반선형모델의 두 가지는 모두 결정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변수를 고차 함수로 지정할지 혹은 어느 구간
에 균등 제약을 둘지를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정립된 이론이나 선험
연구에 근거를 두고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Reither et al, 2015; 허종
호 외, 2017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립된 이론이나 선험 연구가 반드시 전
제되어야 한다.
특히 제약된 일반선형모델이 적용된 선행연구를 다시 살펴보면 석상훈
(2010)이나 권순일(2011)은 Deaton(1997)의 연구방법론을 근거로, 연령
더미와 코호트 더미를 각각 한 개씩을 제외하고 연도 더미에서는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대응하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분석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이
강형・남재일(2017)은 연령 집단・코호트 집단・측정 시기 변수 중 어느
한 변수의 2개 범주에 인위적으로 동일한 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독일의
신문 열독시간을 분석했을 때, 시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문 열독시간에
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보인 연령 범주가 58∼61세, 62∼65세였다
는 파이저(Peiser, 1999)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적확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였으므로, 후자의 연구가 더
논리를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통계적 발전과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을 중심으
로 이전과는 새로운 단계의 연구 모형이 개발되었다. 이 중 세 가지 해법
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수정, 2015).

-25-

첫 번째는 Yang・Land(2013)가 제안한 것으로, 식별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술인 주성분회귀
분석을 채택해 고유추정치(intrinsic estimator)를 이용하는 APC-IE 분석
이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비 패턴이 연령, 시기, 코호트효과를 동시에 고
려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실증한 최성호・허윤경(2016), 코호
트 규모에 따라 자원에 대한 경쟁이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스털린 효
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분석한 이지연・김소현(2010) 등이
APC-IE 분석을 적용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Chauvel(2012)이 제안한 APC-D 분석이다. 연령, 시기, 코
호트 파라미터들에 기울기 0, 계수합 0 등의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선형추
세(linear

trends)와

변동(fluctuation)을

구분하는

접근을

취한다

(Chauvel・Schroder, 2014; 2015; 김수정, 2015에서 재인용) 따라서 변
화의 양상은 물론, 어떤 집단이 추이를 벗어나 돌출된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밝혀준다. 1990년대 이후 맞벌이의 증가가 전 연령과 전 코호트에
걸쳐 공통적인 현상인지, 특정 연령대나 특정 코호트에 의해 주도된 특수
한 현상인지를 분석한 김수정(2015), IMF 외환위기 이후 약 15년 간 계층
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의 변동을 연령, 시기, 코호트의 세 효과로 분해한
이왕원・김문조・최율(2016) 등에서 적용되었다.
마지막은 Yang・Land(2006)의 다층분석(Hierarchical APC Analysis,
HAPC)이다. 연령, 시기, 코호트를 위계적 자료 구조로 간주하는 것으로
(허석재, 2017).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원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바로 이 다층분
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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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측정 방법

1. 시계열 데이터
시기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기에 걸쳐서 군집된 데이터가 필수적이고, 이에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
여 연구를 진행한다고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지, 수집을 어떻게 할지는 시기효과의 측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계열 데이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패널조사이다.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주제로 일정
한 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것을 패널조사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
수들의 변화 상태를 반복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변화과정 뿐만 아니라
특정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지연・김진, 2006). 연구자들이 시간에 따라 동
일 개인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 미시자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된다(김기호・유경원, 2008).
패널조사는 연구자가 특정한 연구를 위해 과학적 표집 방법으로 조사대
상자를 선택하고,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시기에 설문조사
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패널 데이터로서의 구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국내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대규모
의 패널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06
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부터 실시
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 등은 각종 연구의 데이터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경기도교육연구원
의 경기교육종단연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패널 데이터 역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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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패널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패널 소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
널조사는 처음 조사와 다음 차수 조사 간에 동일한 표본을 유지하기가 점
차 어려워진다. 이때 소실된 사례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빈곤층
이나 무직 상태 등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표본에 남아
있는 패널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이지연・김진,
2006).
두 번째는 반복된 횡단면 자료이다. 패널 조사가 동일한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반복된

횡단면

자료

(repeated cross-section)는 서로 다른 개체를 매 시점에 조사한 시계열
데이터이다. 반복되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준에 의한 집단
(코호트)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설정하는 가상 패널(pseudo panel)을 구축
할 수도 있다.
Deaton(1985)은 패널 자료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 또는 가구 등
의 조사대상을 동일한 특성별로 그룹화하고 그룹 내의 개별 자료의 평균
치를 그 그룹의 관측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가상 패널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만이 축적되어 패널 자
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축적된 패널 자료의 시계열이 길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영임, 2019). 이런
방법을 ‘합성 코호트(synthetic cohort)’라고 부르며, 횡단 연구와 시계열
연구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패널 데이터의 단점
인 패널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편차를 최소화하면서도, 평균적 성향 분석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권순일, 2011).

반복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가상 패널을 구축하는 실증연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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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수행되고 있다.
우선 패널 자료에 부재로 인해 반복된 횡단면 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영임(2019)은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
는 데 있어, 기존 연구들이 단년도 조사 자료만을 이용하였다는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매년 새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횡단면 조사인 국민생
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사용해 가상 패널을 구축하여 패널 자료의 형태
로 재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패널 분석방법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여부
및 빈도의 결정 요인에 대하여 탐구했다. 한상용・이재민・김태승(2012)은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 탄력성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를 줄
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5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패널모
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 차 통행수요에 대한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
정했다.
또한 패널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반복된 횡단면 조사를 이용한 경우도 존
재한다. 오주현・김봉근(2011)은 소득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와 비무작위적
탈락(non-random attrition)으로 인하여 추정편의(bias)를 갖게 된 점을
지적하며, 유효한 보정방법으로 가상 패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
동연구원에서 조사되는 한국노동패널과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되는 가계조
사로 구성한 가상 패널 자료로 각각 소득이동성을 구해 비교해본 결과, 패
널 데이터에 의한 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함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다층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기간, 코호트효과를 이루는 세 변수 간에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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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가 존재하는 식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여
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1-수준에는 연령을, 2-수준에는 시기와 코호트
를 두었다. 이렇게 상위 집단이 2개 이상이 되는 다층모형, 즉 관찰단위가
2개의 상위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이라고 한다. 이제
부터 정리한 다층모형과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에 대한 설명은 강상진
(2016)과 백영민(2018)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 다층모형의 정의와 특징
다층모형이란

하위

수준의

측정치가

상위

수준에

배속(配屬,

embedded) 되어 있거나 혹은 반복 측정된 위계적 데이터의 분석에 적합
한 데이터 분석기법이다.
사회과학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을 연구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으로 근접한 측정치들은 공
유분산을 갖는다. 이 공유분산의 존재는 측정된 사례가 다른 사례와 무관
하다는, 즉 사례들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독립성 가정을 무력하게 만든다.
현실 속의 측정치들은 보다 가까운 시점에 얻은 측정치일수록 혹은 공간
적으로 보다 가깝거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측정치들일수록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의 데이터에 개체 내 분산과 개체 간 분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이
터를 ‘위계적 데이터’라고 부른다. 위계적 데이터는 공간이나 문화권에 배
속되어 측정된 군집형 데이터와, 시간적 맥락에서 반복측정된 시계열 데이
터로 나눌 수 있다.
다층모형이란 군집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독립성 가정에 충족
되지 않는 위계적 데이터에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칭하는 이름이
다. 문헌에 따라 위계적 선형모형, 혼합모형, 임의효과 모형, 랜덤효과 모

-30-

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층모형의 특징이자 쓰임새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다층모형은 다층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반영하므로 1-수준과 2-수
준을 모두 분석의 단위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1-수준에서의 분산 정보와,
2-수준의 분산-공분산 정보의 크기를 모두 추정한다. 즉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다층모형으로 분석을 하면, 전체 분산에서 몇 %가 2-수준간 차
이로 발생한 분산이며, 몇 %가 1-수준간 차이에 의한 것인지 진단하는 정
보, 그리고 1-수준 변수와 2-수준 변수로 설명한 분산이 몇 %인지, 남은
잔차가 각 수준에서 몇 %인지 진단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전체 관찰 분산을 1-수준과 2-수준의 분산성분으로 분해하면 실제 현
상에 더 부합하는 분포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다층모형은 각 집단(보통 2-수준)별 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를 제공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를 알 수 있고, 이
는 변수간 관계를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각 집단의 평균성과
를 추정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다층모형에서 제공하는 각 집단별 회
귀계수는 경험적 베이지안 추정치로서 측정의 오차가 배제되어 있어, 진
(眞)점수를 현실화한 값이다. 이 같은 다층모형의 특성은 학생의 1-수준이
학교의 2-수준에 속한 것처럼 위계적 구조를 갖는 모든 사회체제, 기업,
부서, 공공기관, 병원, 복지시설 등 조직의 효과를 추정하고 평가하는 데
방법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다층모형에서는 각 집단별로 존재하는 회귀계수의 집단 간 차이
를 설명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집단마다의 절편(잔차)과 기울기(회귀계수)
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집단간에 왜 차이가 나는지 밝히기 위해서 집단 특
성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하면 절편과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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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층모형은 집단수준 변수의 효과가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인 효과를 갖는지 또는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지 검정할
수 있다. 서로 관찰되는 수준이 다른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즉 층위
간 상호작용은 변수간 관계가 집단을 무시하고 일반화된 원리로 해석되는
지, 집단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되는 것인지 등 이론의 일반화 조
건을 탐색하거나 더 정교한 이론의 구축에 기여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
한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다층모형의 쓰임새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결과로
나타났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인적 측면과 집단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그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기에, 후속 조치나 정책적 제언이 구체
화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보자. 정혜경・김인숙・이명애(2015)는 쉬운 수능 정책에 도
입된 2011~2013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과 학교의 주요
변인과 수능 영어 성적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이다. 1-수준 변수로는
성별, 학력(재수/재학), 선택영역(과학탐구/사회탐구) 등의 학생 변인을,
2-수준 변수로는 지역 규모, 학교 유형(특목고/일반고), 설립 유형(사립/국
공립), 학교 성별(남녀공학/비공학), 기숙사 유무 등의 학교 변인을 두어
다층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능 영어 성적에 대해 학교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3%로 매우 높고, 또 학교 변수 5개가 학교 분
산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서 2-수준 변수의 5개 요소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최우선시 되
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조한라・여영훈(2018)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자의 만족과 후속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차이를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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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 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는 39개의 기관을 2-수준의 변수로, 287명 이용자를 1-수
준의 변수로 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만족보다는 후속행동
의도가 기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속행동 의도
에 대한 기관 요인 중 지역적 영향력의 차이는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인프
라의 지역적 편차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 노인이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장단점 및 평가 정
보를 통괄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
을 할 수 있었다.

다층모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중 한 쌍이 ‘고정효과’와 ‘임의효
과’이다. 다층모형을 혼합모형이라고도 부르는 까닭은, 모형에서 추정하는
효과가 고정효과와 임의효과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OLS 회귀모형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독립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종속변수의 잔여분산을 ‘오차’라고 부른다. 그
런데 로지스틱 회귀모형처럼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모
형의 오차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할 정도로, 일반선형모형은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갖고 오차항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다층모형은 오차도 분석의 대상이 되며, 오차를 정해진 값
이 아닌 확률적 분포로 계산하게 된다.
다층모형의 ‘고정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정
치이다. 즉 일반선형모형의 회귀계수와 동일하게 해석되면 된다. 그리고
임의효과, 무선효과라고도 칭하는 ‘임의효과’는 오차의 확률적 분포 부분
이며, 군집형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집단에 대한 분산, 시계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개체에 따른 분산 등을 지칭한다. 즉 개인 수준에서의 모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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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중, 집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의 분산이다. 임의효과는 고정효
과의 기울기(=회귀계수)는 그대로 두고 절편의 확률적 분포(=분산)에만 영
향을 미치는 임의절편효과와, 기울기의 확률적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임
의기울기효과로 나뉜다. 임의효과는 일반선형모형의 결정계수와 개념적으
로 동일하며, 다시 말해 데이터에 대한 해당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2) 다층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다층모형은 교육학 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앞서 예시로 든 것처럼
학업적 성취나 교육의 결과에 대한 학생이라는 개인 수준과, 학급・동아
리・학교・지역 등의 집단 수준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통
계청에서 실시한 ‘2012년도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 참여
에 있어 가구 요인을 1-수준으로 거주지역 요인을 2-수준으로 나누어 분
석한 송성숙・박수정・윤지영(2016), 교사와 학생을 각각 설문조사해 학생
요인을 1-수준으로 하고 교사와 학급 분위기 요인을 2-수준으로 하여 학
생들의 주관적 안녕의 설명 요인을 탐색한 송정화・박병기・임신일(2012).
2006년 3월에서 7월까지 중부소년법원에 들어온 청소년들 대상으로 가족
위험 요인을 1-수준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2-수준으로 나누어 효과를 구
분한 임지영(2011) 등이 대표적이다.
정병삼(2015)은 군대에 징집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설
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을 1-수준으로 하고 소대의 특성을
2-수준으로 하였고, 이철기・표민호・이동진(2017)은 서번트 리더십과 인
사관리 유형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개인의 특성을 1-수준으
로 하고 팀의 특성을 2-수준으로 하였는데, 조직의 특성을 2-수준으로 설
정하였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관점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 연구라 할 수 있
다.

-34-

또 다층모형은 복지, 그 중에서도 노인 분야에서 많이 적용된다. 노인
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층모형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
적이 대부분으로, 1-수준을 개인 특성으로 두어 실제 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고, 2-수준은 지역(시군구 단위)의 복지 인프라 수치로 두어 객관적인
통계 지표 등을 활용하였다. 고정은・이선혜(2012), 장인수・김홍석(2013),
김명일・이상우・김혜진(2013)은 서울시 복지패널을 이용해 개인적 특성과
구 단위 지역 특성이 노인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이다. 반면
김수영・문경주・장수지(2016)은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했고, 김성원・이
은진・정순둘(2016)은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강종필・윤지영
(2017)은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의 지역을 2-수준으로
두어 노인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과 지역적 특성을 다층모형으로 실증한
연구이다.
한편 모지환・함철호(2009)는 노인 빈곤의 영향 요인에 대해, 이순아
(2015)는 가구 빈곤의 결정 요인에 대해 각각 1-수준의 개인 요인과, 2수준의 지역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이다.
그 외 분야에서의 다층모형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개인이 속한 공간
적 배경을 2-수준으로 설정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가족 구성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석선・길민지
(2016)는 가족을 2-수준으로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출산과 성평
등주의의

국가별

차이를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2012 자료로 도출한 김영미(2016), 소비자 자민
족주의의 국가 간 차이에 관해 실증한 한충민・원성빈(2016),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분석한 왕재선(2010) 등은 국가를 2-수준으로 두고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를 상위수준으로 한 연구는 가장 다양하다. 지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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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1-수준에 주관적 사회경제적
인식 변수를, 2-수준에 지역사회의 문화유형・재정자립도・주민 1,000명
당 외국인 수를 둔 문경주・김수영・장수지(2015), 서울시민의 기부행동에
대한 설명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1-수준에 개인요인을, 2-수준에 구별로
사회단체활동 참여율・투표현황・사회적 신뢰・인구밀도를 둔 유재연・김
창우・김진미(2015),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1-수준에 가구 변수를, 2-수준에 시군구 단위 변수를
둔 박경준・이성우(2015), 주민체감안전도를 좌우하는 요인의 영향력을 도
출하기 위해 1-수준에 성별과 연령 및 순찰목격빈도를, 2-수준에 구 단위
의 공업화율, 외국인비율, 이혼율, 사회보장비율, 인구밀도, 인구이동율을
둔 이병도・김종길・유영현(2015) 등 다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전부 2개의 층위를 갖는 다층모형이나, 모
형의 구성에 따라 3개 이상의 층위를 가지는 다층모형도 가능하다. 사회
계층의식에 대한 직업군의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시기를 1-수준 변수로,
개인의 특성을 2-수준 변수로, 직업군을 3-수준 변수로 구분한 오지혜
(2018)와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영향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
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6년 실시된 국가 수준 ICT 리터러
시 검사를 활용해 학생의 특성을 1-수준 변수로, 학교의 특성을 2-수준
변수로, 시도교육청을 3-수준 변수로 구분한 김종민・김한성・임현정・안
성훈(2018), 그리고 기혼여성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갈등 변화를 추정하
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자료의 네 개 차수 종단자료를 연도별로 별도 분석
하되, 개인 수준(1-수준), 가족 수준(2-수준), 직장 수준(3-수준)으로 구분
한 이지선(2016) 등은 3층으로 구성된 다층모형의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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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다층모형은 어떤 상위수준 개체에 속한 하위수준의
개체들은 동일한 상위수준의 다른 개체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는 흔히 ‘완
전한 위계적 데이터’라고 불린다. 완전한 위계적 데이터의 경우 상위 수준
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효과(=랜덤효과)가 단일하다.
반면 하위 수준의 개체들이 두 개 이상의 상위 수준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학생이 특정한 학과와 특정한 동아리에 속할 수 있는
등 관찰단위가 두 개의 상위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는 실제 사회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이 같은 위계구조를 갖는 데이터를 ‘불완전한 위계
적 데이터’라고 부른다. 불완전한 위계적 데이터에서는 하나의 상위 수준
에서 배속된 집단의 속성 혹은 개수에 따라 둘 이상의 임의효과가 ‘주효
과’와 ‘상호작용효과’의 형태로 동시에 나타난다(강상진, 2018).
특히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 다층 모형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령을 고유값으로 가진 각 개인이
시기와 코호트라는 두 가지 집단(역사적 맥락)에 동시에 소속된다. 따라서
하나의 개체가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불완전한 위계적 데이터의 형
태를 띠고 있다. 즉 하위 수준에서 연령을 가진 개인이 상위 수준에서 시
기와 코호트 집단으로 교차분류된(cross-classified) 데이터 구조를 갖게
된다(Raudenbush & Bryk, 2002). 이를 ‘위계적 연령-시기-코호트 교차
분류임의효과모형(Hierarchical APC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HAPC-CCREM)’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반복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해,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고정
된 특성으로 연령 변수를 두고, 거시적 관점에서 시기와 코호트라는 집단
특성의 임의효과를 보고자 한다. 즉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모형
중 위계적 연령-시기-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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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개인 수준(1-수준)의 변인으로, 시기와 코호트를 집단 수준(2-수
준) 변인으로 설정하는 다층모형이므로, 전체 임의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시기 차이에 따른 분산으로, 시기에 따른 주 임의효과이다.
두 번째는 코호트 차이에 따른 분산으로, 이 역시 코호트 차이에 따른
주 임의효과이다.
세 번째는 시기 차이에 따른 분산이 코호트 차이에 따라 달라지면서 발
생하는 분산으로, 이는 상호작용 임의효과이다.
같은 수준에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상호작용 임의
효과를 고려해 해석한다는 점이 일반다층모형에 대한 교차분류모형의 유
일한 차이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위계적 연령-시기-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계부채규모의 결정요인을 연령, 기간, 코호트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김
정근(2017),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자료를 이용해 진보와 보수에 관한 주관
적 이념이 연령효과, 기간 효과, 코호트효과의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양
상을 분석한 허석재(2017),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연령-시기-코호트에 따른 정치뉴스・경제뉴스・사
회뉴스・문화뉴스의 이용을 살펴본 이종혁・최윤정(2018) 등이 그것이다.

3. 사회공헌 활동과 소비자 인식
1) 사회공헌 활동의 정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 기업이 지속적으
로 존속하기 위한 본연의 이윤추구 활동 이외에 국내외적인 법령과 사회
적 윤리를 준수하고, 소비자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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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응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서운석・정혜영,
2015).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고유 활동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는 곳에 기업의 자원을 사회를 위해서 투입한다는 점으로
(안주아・황경아・윤석년, 2011), 기업이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가치를 넘
어서 보다 사회 전체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해 노력하는 데 있다(박정훈・전현모, 2015).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
미지와 관련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련된다(문철수, 2004; 김
봉철, 2006).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태도 및 지각의 총합
을 기업의 이미지라고 하며(Barich & Kotler, 1991; 윤태환, 2016 재인
용), 이는 소비자들이 기업에 관해 가지는 총체적인 인상(윤태환, 2016)으
로 볼 수 있는데, Brown & Dacin(1997)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장
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강력
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연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이미지에
대한 연관성을 주장했다.

2) 사회공헌 활동의 소비자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다수 실
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사회공헌 활동들이 기업 이미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주승남, 2011; 서천영,
2012; 조재원・
ᆞ 한진수, 2013; 김사업ᆞ・김광지・박기용, 2012; 윤태환,
2016; 양정영, 2015; 남상백・조윤용, 2010, 김용만, 2008, 윤희주,
2005).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미지의 긍정적
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에 애호도를 형성하게 하고(허미옥・신재익.
정기한, 2008),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다(전현모, 2015; 정효선・윤혜
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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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에게 반드시 호의적인 결과를 가져
다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이종호・윤대홍・강열우・김지현, 2013).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생활의 다
양한 환경 및 조건으로부터 영향 받는다. 그 중에서도 시기, 연령이나 출
생연도에 따른 코호트 등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기업에의 이미
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먼저 시기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달라진다.
기업의 법적, 경제적 역할 수행의 차원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물
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의무화되지 않은 사회적 활동에 순수하고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것(김교정, 2012; 김형구・최종윤, 2011; 이한준・문형구,
2007)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의 출발점과는 달리,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의
결과가 다시 기업의 경영활동에 이익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사회공헌 활
동을 하기 시작했고(문철수, 2004), 따라서 소비자들 역시 사회공헌 활동
이 자선적 공익 활동에서 기업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조형오, 2006).
실제로 한겨레경제연구소의 “국내 기업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경영에 대
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 ‘대체로 부족’하
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2009년에는 76.4%, 2012년에는
77.4%, 2015년에는 80.5%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요구하는 바가, 시혜적 자선의 성격을 지닌 사회공헌 사업보다
는,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하는 경영을 해주기 바라는 등, 소비자 인식
의 배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에 비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저평가되고 있다는 연구도 이 즈음에 실증되었다(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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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김동진, 2013; 전현모, 2014).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보편적인 것이라
기보다는 연령별 혹은 출생연도에 의한 코호트별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윤리적 상황에 대한 지각력이 더욱
높으며(Ruegger & King, 1992),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인
가 많을수록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한동우・하연찬・문순영・조선주, 2003), 대학생과 일반인을 비교
했을 때는, 사회공헌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인이 대학생에 비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며(서구원・진용주, 2008), 대학생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기업 윤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정충영, 1998). 또
사회공헌 활동의 적합성에 상관없이 일반인(30~50대) 소비자들은 대학생
소비자들에 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는 결과도 있다(이상화, 2019).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30대 이상 일반인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
은 20대의 대학생 소비자들에 비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특히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40대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윤
남수・김경이, 2014),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사회공
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김여진・서
혜경・이보람, 2011)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정
도에 대해서, 연령별, 시기별,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함
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연령, 시기, 코호트가 영향력이 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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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사회
공헌 활동이 소비자가 가지는 기업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지의 사실로 보고, 분야를 다양화하거나 매개변수 혹은 조절변수
등의 변인을 추가하면서 가설을 계속 재검증해왔음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대부분이 횡단적 연구로 시기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였고, 집단 비
교에 비교적 소홀했던 바,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이용해 집단을 나눈 다층모형 분석을 통해,
하나의 연구 안에서 연령 효과, 시기 효과, 코호트 효과를 동시에 실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령, 시기, 코호트에 따
른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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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특정한 소비 트렌드에는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연령효과, 시기효
과, 코호트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연구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연령효과와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에
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법론으로 다층모
형 중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한
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소비자행태조사라는 반복된 횡단면 데이
터를 이용한다. 이 중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기는 이 문항이 조사된
2009년부터 2018년으로 한정되었다. 또 연령은 이 문항을 답한 13세에서
69세까지의 만 연령을 연속 변수로 구성했다. 코호트는 출생 연도를 기준
으로 하여 여덟 개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시기별, 코호트별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
동에 대하여 소비자가 기업 이미지를 인식하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
고(연구문제 1), 시기와 코호트를 교차하여 보았을 때 기업의 사회공헌 활
동에 대하여 소비자가 기업 이미지를 인식하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해보며(연구문제 2),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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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
호트효과가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각 효과의 영향력이 어떠한지(연구문
제 3)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별, 시기별, 코호트별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기와 코호트를 교차하여 보았을 때 코호트별로 시기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에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나타나는가? 각 효과의 영향력은 어
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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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구별하기 실
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령을 1-수준으로, 시기와 코호트를 2-수준으로
하는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특정한 연령을 가진 개
체는 서로 다른 시기와 코호트에 동시에 속해 있게 된다. 따라서 상위수준
에서 두 개의 집단이 교차된 교차분류임의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1-수준의 연령효과, 2-수준의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영향
력을 추정하기 위해 교차분류효과임의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정효과항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다층모형인 ‘기본모
형’을 추정한다. 기본모형은 각 수준별 회귀방정식을 구성한 후 통합한 것
이다. 둘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추정한다. 기본모형에 1-수준의 독
립변수를 투입해 임의기울기효과를 지정하는 것으로, 결과 수치를 통해 가
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임의효과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상위 수
준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것이 최종 분석 단계로, 결과 수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해당 모형에서 도출된 값들 중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값들을 해석하여 각 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
다. 셋째 분석에는 추가적으로 2-수준의 시기별, 코호트별 회귀계수(기울
기)와 절편(잔차) 값을 비교해, 해당 시기나 코호트에 대한 소비자학적 의
미의 해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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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및 변수의 정의

1. 분석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분리해 분석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종단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정 시점의 횡단
면 자료만으로는 코호트별 특성 차이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나 소비생활의 추세 분석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종단 데이터는 부재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해에 태어난 집단(코호트)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설
정하는 ‘의사 패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합
성 코호트’라고 부르며, 횡단 연구와 시계열 연구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패널 데이터의 단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샘플 누락
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차를 최소화하면서도, 평균적 성향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비자행태조사(Media & Consumer Research,
MCR)의 연도별 원시데이터를 병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비자행태조사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기획 및 주관하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이다. 전국 만 13세~69세 남녀, 5,000명을 일대일 개
별 면접 설문조사한다(응답표본수는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1999년에 시작된 소비자행태조사의 내용은 크게 매체이용행태, 광고, 제
품이용・구매형태, 라이프스타일의 네 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이 중 라이
프스타일은 전반적 인생가치관, 식품・금융・가전제품・자동차・통신・의
류 등에 대한 소비 태도, 쇼핑 행태, 여가 활동 등에 대한 100여개의 6점
척도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소비자행태조사는 원시데이터가 비공개였고, 그 결과가 매년 보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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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행되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 들어 2001년부터의 원시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매체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기초자료가 될뿐더러, 다양한 시장 조사, 정책 입안, 연구 등의 기초 데이
터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2. 변수의 정의와 데이터 전처리
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는 연령, 시기, 코호트이고, 종속변수는 “사회공
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이다.

독립변수 중 시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로 정하였다. 종속변수 문
항이 조사된 기간이 이 때이기 때문이다.
연령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데이터 중 종속변수 문항에 응답한 응
답자의 만 연령을 1세 단위의 연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13세부터
69세까지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연령을 변수화하는 경우는 크게 연속변
수로 하는 경우와 5세 혹은 10세 단위로 군집화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
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기는 용이하나 나이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어 추세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5세나 10세
단위의 경우 출생연도 코호트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두 변수의 차이를 구
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코호트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코호트의 분류 기준은 권정윤
김난도(2019)에서 문헌고찰의 대상 선행연구들의 실제 조사 대상을 기준
으로 정리된 세대 범주 및 명칭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되, 통계적 처치를
위해 각 코호트에 속한 인원의 명수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많은 인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복수개의 집단으로 임의 분류했다. 또한 코호트의 명명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인구통계학적이나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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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따라서 출생연도가 어린 순서대로 Z코호트(1995년생 이후), 영 밀레
니얼(1989년∼1994년생), 올드 밀레니얼(1981년∼1988년생), 영 X(1975년
∼1980년생), 올드 X(1970년∼1974년), 고성장코호트(1964년~1969년생),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산업화코호트(출생연도 1954년 이전, 이
용어는 한국경제신문, 2018에서 인용) 등 8개 집단이다. 이를 위해 조사
시점에서 응답자의 연령을 빼 출생연도를 계산한 뒤, 출생연도가 포함되는
코호트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에서 31세로
답한 응답자는 출생연도가 1978년이므로 영 X에 해당된다. 이 응답자의
연령은 2009년에는 30~34세 집단에 속하고, 2018년에는 40~44세 집단에
속한다.
연령과 시기와 코호트의 구성을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시기별로
연령과 코호트의 분포를 알 수 있다.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코호트는 꽤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다.
또 새로운 코호트의 등장과 기존 코호트의 퇴장은 시기별로 효과를 다르
게 나타낼 것임을 짐작케 한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 ‘아니다’의 2점, ‘약간 아니다’의
3점, ‘약간 그렇다’의 4점, ‘그렇다’의 5점, ‘매우 그렇다’의 6점 등인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무응답도 있었으나, 실제 통계처리에서는 원본 데
이터에서 제외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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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령, 시기, 코호트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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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제 3 장의 연구문제에 따라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
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다. 먼저, 제 1 절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연령, 시기, 코호트의 그룹별로 기업
의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제 3 절에서는 다층모형을 이용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 인
식에 나타나는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분리해서 알아보고 각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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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 1 절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연도별로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2009년이
5,994명, 2010년이 5,997명, 2011년이 5,997명, 2012년이 5,995명, 2013
년이 6,000명, 2014년이 5,000명, 2015년이 4,987명, 2016년이 5,000명,
2017년이 5,000명, 2018년이 4,000명이다. 소비자행태조사의 경우 조사대
상자의 명수를 천 명대로 맞추어서 결과를 발표하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의 경우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의 무응답자
가 있었다. 이에 결측치를 제외한 총 53,970명의 데이터만을 분석의 대상
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연도별 명수에 차이가 생겼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연도별 분포
연도

빈도(명)

백분율

2009년

5,994

11.1%

2010년

5,997

11.1%

2011년

5,997

11.1%

2012년

5,995

11.1%

2013년

6,000

11.1%

2014년

5,000

9.3%

2015년

4,987

9.2%

2016년

5,000

9.3%

2017년

5,000

9.3%

2018년

4,000

7.4%

총계

53,9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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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이 때의 연령은 전 시기
에 걸친 연령대의 분포이므로, 2009년의 31살과 2018년의 31살은 출생연
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 4-2]에서는 같은 연령으로 집계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령은 만 연령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소값은 13세, 최대값은 69세, 평
균값은 38.41세(표준편차 14.01세)이었다. 실제 분석에서는 연령을 1세 단
위의 연속변수로 다루었으나, 여기서의 분포는 10세 단위로 표기하였다.
40~49세가 12,3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11,390명, 50~59세
가 10,332명, 20~29세가 9,729명으로 뒤를 이었다. 13~19세의 6,549명과
60~69세의 3,608명은 가장 적었다. 연령대는 집단 간 표본의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10세 단위 연령대별 분포
만 연령

빈도(명)

백분율

13~19세

6,549

12.1%

20~29세

9,729

18.0%

30~39세

11,390

21.1%

40~49세

12,362

22.9%

50~59세

10,332

19.1%

60~69세

3,608

6.7%

코호트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출생연도를 중심으로 나누었고,
이 결과는 [표 4-3]에 표시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세대부터 보면, Z코호
트가 5,711명(10.6%), 영 밀레니얼이 5,715명(10.6%), 올드 밀레니얼이
7,996명(14.8%)이다. 또

영 X가 6,806명(12.6%), 올드 X가 6,522명

(12.1%), 고성장코호트가 7,479명(13.9%)이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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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명(18.5%), 산업화세대가 3,801명(7.0%)이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코호트별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Z코호트

1995년생 이후

5,711

10.6%

영 밀레니얼

1989~1994년생

5,715

10.6%

올드 밀레니얼

1981~1988년생

7,966

14.8%

영 X

1975~1980년생

6,806

12.6%

올드 X

1970~1974년생

6,522

12.1%

고성장코호트

1964~1969년생

7,479

13.9%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9,970

18.5%

산업화세대

1954년생 이전

3,801

7.0%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은 27,445명(50.9%), 여성은 26,525명(49.1%)을 차지했다.
성별은 집단 간 표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인천이 14,492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서울이 11,14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은 8,500명,
광주/전라/제주는

6,928명,

대전/충청/세종은

5,628명,

대구/경북은

5,434명, 강원은 1,8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청의 2018년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별
인구 분포 비율은 경기/인천이 30.9%, 서울이 18.8%, 부산/울산/경남은
15.3%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광주/전라/제주는 11.2%, 대전/충청/세종
은 10.9%, 대구/경북은 9.9%, 강원은 12.9%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인
구 분포와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인구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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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재수생 포함)이 10,651명(1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0대가 상당수 포함된 조사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
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이

10,482명(19.4%),

기능/노무직이

10,229명

(19.0%)로 뒤를 이었다. 전업주부는 9,271명 (17.2%), 사무직은 6,960명
(12.9%)이었으며, 행정관리/전문직은 3,967명(7.4%), 무직/기타는 2,410명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대학교 재학 포함)이 23,001명
(42.6%),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 졸업 및 대학원 재학 포함)은 21,153
명(3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학교 졸업 이상(고등학교 재학 포함)
은 5,101명(9.5%), 초등학교 졸업 이상(중학교 재학 포함)은 3,225명
(6.0%), 대학원 졸업은 1,420명(2.6%)이었다. 정규교육이 없다고 답변했거
나 무응답한 사람은 70명(0.1%)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사장자의 현재 정기 월소득 여부를 살펴보면, 정기
월소득이 있는 경우가 32,180명(59.6%), 없는 경우가 21,790명(40.4%) 이
었다.
이상은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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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사대상자의 성별, 거주 지역, 직업, 학력, 정기 월소득 분포
특성
성별

거주 지역

현재 직업

구분

빈도(명)

남

27,445

50.9%

여

26,525

49.1%

서울

11,149

20.7%

경기/인천

14,492

26.9%

대전/충청/세종

5,628

10.4%

광주/전라/제주

6,928

12.8%

부산/울산/경남

8,500

15.7%

대구/경북

5,434

10.1%

강원

1,839

3.4%

행정관리/전문직

3,967

7.4%

사무직

6,960

12.9%

판매/서비스직

10,482

19.4%

기능/노무직

10,229

19.0%

9,271

17.2%

10,651

19.7%

무직/기타

2,410

4.5%

초등학교 졸업 이상

3,225

6.0%

중학교 졸업 이상

5,101

9.5%

고등학교 졸업 이상

23,001

42.6%

대학교 졸업 이상

21,153

39.2%

1,420

2.6%

70

0.1%

있음

32,180

59.6%

없음

21,790

40.4%

전업주부
학생(재수생포함)

최종 학력

대학원 졸업
정규교육 없음/무응답
정기
월소득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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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령별, 시기별, 코호트별 차이의 탐색적 분석

제 2 절에서는 연령, 시기, 코호트의 그룹별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
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의 연령, 시기, 코호트의 그룹별 평균값을
단순 비교하였다. 여기에 더해 시기와 코호트를 교차해 연령효과와 시기효
과, 코호트효과의 존재 여부를 탐색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전체 데이터에 있어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
고 생각한다’의 문항 값에 대한 평균은 3.84점, 표준편차는 1.12점이었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인원

평균

표준편차

53,790명

3.84

1.12

가장 먼저 연령별로 평균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
과는 [표 4-6]과 [그림 4-1]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때의
연령은 조사의 전 시기를 통합하여 내린 결과이다. [표 4-6]에 따르면,
13~19세 그룹의 평균이 가장 낮고(3.59),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40~49세에서 최대값(3.93)을 보였다가, 연령대가 더 올라갈수록 다소 감소
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대로 일반인(30~50대) 소비자들은 대학생 소비자들에
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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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2019)나, 40대가 사회공헌을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계해서 인
식하는 성향이 가장 높다는 연구(윤남수・김경이, 2014)들과 궤를 같이 하
는 결과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김여진・서혜경・이보람(2011)의
실증 역시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표 4-7]의 60~69세의
1세 단위 연령대별 평균값을 보면 실제로 60대 초반보다 후반의 평균값이
더 높고, 전체 평균보다도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조사대상자의 10세 단위 연령대별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13~19세

3.59

1.20

20~29세

3.80

1.11

30~39세

3.88

1.10

40~49세

3.93

1.09

50~59세

3.87

1.09

60~69세

3.81

1.11

[그림 4-1] 1세 연령별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평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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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60~69세의 1세 단위 연령대별 평균값
연령

60

평균값 3.76
5세평균

61

62

63

64

65

66

67

68

69

3.81

3.85

3.80

3.83

4.00

3.80

4.16

4.14

3.76

3.80

3.96

다음은 시기별로 평균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는
[표 4-9]에 나타나 있다.. 분석의 첫 해인 2009년에 최고값(4.16)을 기록
한 후 2015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최소값(3.41)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4-8] 전체 조사대상자의 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2009년

4.16

1.14

2010년

3.86

1.19

2011년

4.05

1.04

2012년

3.87

1.10

2013년

3.66

1.09

2014년

3.71

1.11

2015년

3.41

1.17

2016년

3.71

1.11

2017년

3.97

0.98

2018년

3.90

0.98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
며,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과 평균값, 사용 분야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
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바람직한 사회공헌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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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
[표4-9]는 이 조사가 매년 시행된 2004년부터 연도별 기업 사회공헌 지
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표 4-9] 연도별 기업 사회공헌 지출규모 및 증가율 추이
(단위:백만 원,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27개사)

(244개사)

(202개사)

(208개사)

(209개사)

1,228,432

1,402,510

1,804,816

1,955,642

2,160,141

13.10%

14.20%

28.70%

8.40%

10.50%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사
기업수
총지출액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220개사)

(220개사)

(225개사)

(234개사)

(234개사)

2,651,756

2,873,505

3,088,382

3,253,478

2,811,483

22.80%

8.40%

7.50%

5.30%

-13.60%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31개사)

(255개사)

(196개사)

(198개사)

(206개사)

2,670,835

2,902,050

2,094,785

2,724,356

2,606,058

-5.00%

8.70%

-27.80%

30.10%

-4.30%

조사
기업수
총지출액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조사
기업수
총지출액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해당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해는 2006
년과 2008년이다. 2006년의 증가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
의 지원이 컸다. 국민의 정부(1998~2003)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등의 사회공헌 관련 지원 정책 덕분에
기업 내에도 사회공헌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에 기업은
정부친화적 동기와 홍보성 의도를 더해 사회공헌 활동을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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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는 참여정부(2003~2008)로 이어졌다. 2004년 경부터 정
부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이나 세제 혜택의 검토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2005년 11월에는 전국경
제인연합회와 한국비영리학회가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사회공헌공통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사회공헌지표’라
불리는 이 지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자율 체크리스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동기 부여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
성을 객관화해,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식시키
기 시작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2008년의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증가는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2008년 2월, 민간기업인 출신의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부는
기업 세금 감액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한편으로는 그
줄어든 비용을 사회공헌에 써주기를 바랐다. 취임 첫 해 가을에는 ‘대한민
국 사회공헌문화 대축제’에 참여하여 직접 축사를 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
헌 활동을 중요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 첫 해인 2009년
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좋은 이미지와 연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자행태조사에 의하면 기업
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이미지의 긍정적인 연관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013~2014
년에 걸쳐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데1), 이것은 국내 경제성장 정체 현상
에 따른 경영성과 부진 등 거시경제요인과 더불어, ‘반기업정서’ 등 외부
1) 2016년은 국정농단 사태 등 국내 정치상황의 급격한 불안정으로 기업의 대외
활동 자체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2016년에 대한
사회공헌 보고서를 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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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1.3%),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20.9%) 등이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정당한 기업 활동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사회 분위기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저해하고, 이에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줄이며, 이는
다시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
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기준
(2005년 개발된 사회공헌지표 및 2014년 이후 일부 수정)에 의하면, 기업
의 사회공헌은 외부 공익법인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인 ‘자체사업’과 기업의 다양한 내부자원을 투입,
외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인 ‘파트너십’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이격이 있어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시혜적 자선의 성격을 지닌 사회
공헌 사업보다는,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하는 경영을 요구하기 시작하
였기 때문에,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 ‘대체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
고 말한 응답자가 2009년, 2012년, 2015년 등에 걸쳐 계속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 것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한겨레경제연구소, 2015)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성숙해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엄격
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김영자・김동진(2013), 전현모(2015) 등의
연구 결과와도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의 사회 공
헌을 기업의 좋은 이미지로 여기는 소비자 인식의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
다. 게다가 최근 3년간은 사회공헌에 쓴 비용 추이와 소비자들의 인식 추
이가 거의 일치한다. ([그림 4-2], [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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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기별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평균 추이

[그림 4-3] 시기별 기업 사회공헌 지출규모

이것은 사회공헌 활동이 당연하게 지속되고 있고, 이익이 실현됐을 때
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작은 행동에 의
미를 두는 가치소비(정병연, 2020)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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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최근 사회공헌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교육/학교/학술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시혜적 후원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시기별로 기업의 보유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
았다. 기업 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하거나, 다양
한 주체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
랫폼을 구축하기도 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19)
향후 기업의 소속 그룹 및 자사 사회공헌 브랜드의 연속성을 고려한 프
로그램들이 신규 론칭되고, 분야 역시 사회 공헌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인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전국경제인연합회, 2019),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가 어떤 경향을 보일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가 요
구된다.

마지막으로 코호트별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10]과 [그림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Z코호트가 매우 낮은 값
(3.55)을 갖고, 고성장코호트가 가장 높은 것(3.93)을 알 수 있다. 전체적
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X부터는 값이 거의 비슷하여, 영X는 3.89, 올드X는
3.91, 베이비부머는 3.89, 산업화세대는 3.88로 각각의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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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전체 조사대상자의 코호트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Z코호트

1995년생 이후

3.55

1.18

영 밀레니얼

1989~1994년생

3.74

1.13

올드 밀레니얼

1981~1988년생

3.83

1.10

영 X

1975~1980년생

3.89

1.09

올드 X

1970~1974년생

3.91

1.10

고성장코호트

1964~1969년생

3.93

1.10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3.89

1.09

산업화코호트

1954년생 이전

3.88

1.13

[그림 4-4] 코호트별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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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까지의 단순 분석은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각 코호트가 포함하는 연령 분포가 넓지 않다는 점이
다. 이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인데, 가장 여러
코호트에 분포한 베이비부머의 경우가 45세에서 62세이고, 그 다음이 영X
로 29세에서 43세 등 10세 기준으로 보았을 때 3개 집단에 속하고 있으
며, 그 외의 코호트는 모두 10세 기준 2개 집단에만 분포하고 있다. 코호
트와 연령에 상관성이 큼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코호트와 연령의 상관
계수는 0.971 이라는 매우 큰 수치가 도출된다. 따라서 두 변수의 영향력
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령과 코호트 두 가지의 연관성을 최대
한 줄인 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두 번째 한계는 같은 코호트 그룹에 속하더라도 다양한 시기에 속해 있
다는 점이다. 같은 해 태어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의 시기 상황과
2018년의 시기 상황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느끼는 점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시기효과의 핵심 개념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시기와 코호
트를 교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시기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하
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평균값 변화를 코
호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4-11]은 분석 대상 시기 동안 코호트별 평균값이 추이 변화를 보여
준다. 모든 연령이 2015년에 종속변수 평균의 최저값을 나타낸 점은 시기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대값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르다. 올드 밀
레니얼, 영 X, 올드 X, 고성장코호트, 베이비부머, 산업화코호트는 전체
평균이 가장 높은 2009년에 최대값을 나타냈다. 반면 영 밀레니얼은 2017
년에, 그리고 Z코호트는 2018년에 최대값을 나타냈다.
[그림 4-5]는 평균값이 추이 변화에 대한 코호트별 그래프이며 선형 추
세선이 추가되어 있다. 대부분의 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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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으나, Z코호트만이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Z코호
트는 2017년에 비해 2018년 평균값이 더 올라갔다. 그리고 영밀레니얼의
경우는 추세선이 수평에 매우 가깝다.
밀레니얼부터 Z코호트의 두 세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목표
에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의 경우 사회와 환경에의 긍정적
인 영향,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및 서비스의 창출, 사람들의 삶을 개선
하는 일자리 생성과 경력 개발, 직장에서의 포용성과 포괄성의 강조 등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딜로이트 2018). 또 Z코호트는 콘 커뮤니케
이션즈의 조사(2017)에서 사회적 가치나 의미에 대한 요구에 대한 예로,
94%가 기업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임팩트에 따라 그 회사에서 일할지 여
부를 결정하며, 89%가 사회, 환경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업
의 상품을 구매하길 원함은 물론, 65%에 이르는 다수가 실제 구매를 할
때 CSR 이슈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란스로키즈(Philanthrokids) 혹은 필란
스로틴즈(Philanthroteens)라는

합성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자선

(philanthropy)와 아이들(kids)/10대(teens)의 합성어로, 사회적 영향을
더 추구하는 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인구 집단을 지칭할 때 종종 사
용되고 있다(Thompson Greenspon, 2019).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8년 2월 발표된 대
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최근 국내외 CSR 트렌드와 대응방향’ 보고
서에 의하면 당시 주목해야할 CSR 트렌드의 첫 번째는 Z세대 등장이었다.
이의 내용은 ‘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를 접목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고은
희・조민호(2019)는 호텔 종사자가 지각하는 자사의 CSR 진정성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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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공식적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종사자 스스로가 조직과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간의 관계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는데, 기성세대(39세 이상)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20세∼
38세)에서 자사의 CSR 진정성이 높다고 여길수록 자발적인 조직 기여 행
동을 보였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는
듯한 시기적 경향과는 달리, 밀레니얼, 그 중에서도 영밀레니얼과 Z코호트
의 사회공헌 활동을 좋은 기업의 징표로 보고 있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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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시기에 따른 코호트별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Z코호트

3.63

3.37

3.82

3.47

3.40

3.61

3.17

3.49

3.76

3.86

영 밀레니얼

3.94

3.69

3.94

3.69

3.60

3.64

3.40

3.70

3.96

3.81

올드 밀레니얼

4.10

3.83

4.04

3.85

3.70

3.71

3.46

3.68

3.99

3.86

영 X

4.18

3.85

4.04

3.90

3.72

3.75

3.54

3.87

4.02

3.95

올드 X

4.22

3.95

4.09

3.99

3.66

3.82

3.48

3.81

4.05

3.95

고성장코호트

4.33

4.01

4.16

3.94

3.74

3.73

3.45

3.81

4.03

3.94

베이비부머

4.26

3.99

4.09

3.99

3.70

3.75

3.44

3.67

3.98

3.93

산업화코호트

4.14

3.90

4.13

3.91

3.69

3.57

3.30

3.70

3.98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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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기에 따른 코호트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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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Z코호트만 시기에 대해 다른 코호트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Z코호트를 1, 나머지 코호트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한 후, 코호
트와 시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Z코호트와 시기의 상호작용 회귀분석
β

S.E

t

p

(상수)

4.042***

0.010

388.918

.000

Z코호트

-0.631***

0.039

-16.183

.000

시기

-0.034***

0.002

-18.888

.000

0.006

9.726

.000

Z코호트 x 시기
0.056***
2
R = 0.014, 수정된 R2 = 0.014
F값 = 263
p값 = .000
*p<.05, **p<.01, ***p<.001

[표 4-12]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긍
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데 대하여,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코호트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다른 코호트에 비해 Z코
호트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다. 시기
역시 마찬가지로부(-)의 관계이며, 시기가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의 사회공
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Z코호트와 시기의 상호작용은 정(+)적으로 유의했다. 즉, 시기가
최근으로 올수록 Z코호트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의미지를 좋
게 생각하게 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연도별 평균값
의 추세선으로 짐작하게 했던 Z코호트의 시기적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도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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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영향력 분석

앞서 제 3 장 제 2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위계적 연령ᐨ
시기ᐨ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자의 특정한 행
태의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분하는 선행연
구들(김정근, 2017; 허석재, 2017; 이종혁・최윤정, 2018)의 분석 방법에
따라, 연령을 개인 수준(수준-1)의 변수로, 시기와 코호트를 집단 수준수
준-2) 변수로 설정하는 다층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따라서 연령
이 독립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고정 효과, 그리고 시기와 코호트가 연령을
통해 독립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임의효과로 나타난다. 또 교차분류모형이
므로, 연령에 대한 시기와 코호트의 상호작용이 각각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임의효과로 나타난다.
교차분류모형 분석을 통해서는 연령, 시기, 코호트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 수 있다. 또 시기와 코호트의 상호작용이 미치
는 영향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이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R 패키지 가운데 선형혼합효과(linear mixed
effect) 추정에 적합한 ‘lme4’를 사용했다2). 이 패키지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과 같이 위계적 변인들의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분석에 자주 사용된다
(이종혁・최윤정, 2018).

1.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의 선택
제 3 장 제 2 절 연구모형에 따라 기본모형(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자.
기본모형은 고정효과항을 고정효과항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채, 1-수준
방정식에서 추정된 절편이 2-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절편효과항을 지
정하는 모형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임의절편효과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기와 코호트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전체 대비
2) http://cran.r-project.org/web/packages/lme4/lme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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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서 시기효과와 코호트효과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값이
[표 4-12]에 나타나 있다.

[표 4-13] 각 임의절편효과의 영향력을 추정하는 기본모형의 결과
모형1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연령

-

-

상수

3.817***

0.077

분산

표준편차

시기

0.042

0.205

코호트

0.013

0.113

시기x코호트

0.003

0.058

잔차

1.193

1.092

임의절편효과

AIC

162831.9

BIC

162876.4

*p<.05, **p<.01, ***p<.001,
모든 모형들은 R의 lme4 라이브러리의 lmer()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추정방법으로
는 제한적 최대우도법(REML)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정효과의 자유도(df)는 새터스웨이트
(Satterthwaite)의 제안에 따라 조정되었다.

임의절편효과의 경우 시기에 따른 주효과가 코호트에 따른 주효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기와 코호트의 상호작용효과는
개별 효과들에 비해 다소 작다.
앞서 소개한대로, 기본모형의 결과값에서는 급내상관계수(ICC)를 3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기의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
타내는 ICCp, 코호트의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ICCc,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ICCpc를 계산해보면 아래의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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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p = 0.034
ICCc = 0.010
ICCpc = 0.003

세 가지 급내상관계수의 합은 0.047으로, 2-수준 변수가 기업의 사회공
헌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는 비율이 4.7%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시기효과는 평균값 분산의 3.4% 정도를 설명하고
있고, 코호트효과는 1.0%, 시기효과와 코호트효과의 상호작용은 0.3% 정
도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급내상관계수의 합이 0.047이라는 점은, 앞에서 급내상관계수에
대해 설명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0.0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경험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급내
상관계수가 0.5 이하이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가 있다(Heck
& Thomas 2009, 송태민 외 2013에서 재인용) 또 1-수준의 표본 수에
비하여 2-수준의 표본 수가 적을 경우 (1) ICC는 일반적으로 0.2를 넘지
않으며, (2) 실제로 2-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2-수준 특
성의 분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Duncan at al, 1999, 장인
수 외 2013에서 재인용)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 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연령 혹은 코
호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선행연구들(이상
화, 2019; 윤남수 김경이, 2014; 서구원 진용주, 2008; 한동우 하연찬 문
순영 조선주 2003; 정충영, 1998)에서도 이미 실증되었다. 또 1-수준의
표본수는 57개의 연령인데, 2-수준 표본수는 10개의 시기, 8개의 코호트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2-수준의 분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의 ICC 값은 급내상관계
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1-수준의 독립변수 연령을 투입한 후 임의효과 구조를 결정
하기 위한 모형을 계산해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지정한 방식으로 고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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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임의효과, 그리고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들을 정리한 값은 [표
4-13]에 나타나 있다.

모형2-1 : 시기 주효과, 코호트의 주효과, 시기/코호트의 상호작용 효
과 각각의 임의절편효과만 고려한 모형
모형2-2 : 시기 주효과의 임의절편효과와 임의기울기효과, 그리고 코호
트 주효과와 시기/코호트의 상호작용에 따른 임의절편효과만 고려한 모형
모형2-3 : 코호트 주효과의 임의절편효과와 임의기울기효과, 그리고 시
기 주효과와 시기/코호트의 상호작용에 따른 임의절편효과만 고려한 모형
모형2-4 : 시기 주효과, 코호트의 주효과 각각의 임의절편효과와 임의
기울기효과, 그리고 시기/코호트의 상호작용에 따른 임의절편효과만 고려
한 모형

모형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모형들의 정보기준지수를 살
핀다3).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분석에서 가장 즐겨쓰는 척도인 AIC을 이용하
여 더 좋은 모형을 판단하였다.
앞서 추정한 네 가지 모형의 AIC를 비교해보면, 모형2-3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3은 시기에 따른 연령 변수의 임의절편효과
및 코호트에 따른 연령 변수의 임의절편효과와 임의기울기효과 등 두 개
의 주 임의효과, 시기와 코호트의 상호작용에 따른 임의절편효과 한 개를
고려한 모형이다.

3) 두 개의 서로 다른 선형 회귀 모형의 성능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최대 우
도에 독립 변수의 갯수에 대한 손실(penalty)분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정
보량 규준(information criterion)이라고 한다. 손실 가중치의 계산법에 따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멜
로우C 등이 있다. 이 중 AIC는 -2log(likelihood) + 2p(p: 변수의 갯수, n: 데이터
개수)로 계산한다. 즉 AIC를 최소화 한다는 뜻은 우도(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
는 동시에 변수 개수는 가장 적은 최적의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최
대우도법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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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1-수준의 독립변수 연령을 투입한 후 임의효과모형을 선택한 결과
모형2-1

모형2-2

모형2-3

모형2-4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연령

0.003

0.002

-0.0003

0.003

0.001

0.004

0.001

0.009

3.708***
분산

0.096
표준편차

3.832***
분산

0.403
표준편차

3.859***
분산

0.249
표준편차

3.880***
분산

0.514
표준편차

0.043

0.208

0.837

0.914

0.207

0.455

0.790

0.889

0.0003

0.005

0.000

0.002

상수
임의효과
시기
임의절편
임의기울기
코호트
임의절편
임의기울기
시기x코호트
임의절편
잔차
AIC

0.008

0.088

0.572

0.756

0.319
0.000

0.565
0.123

1.474
0.001

1.214
0.026

0.003

0.058

0.001

0.028

0.002

0.047

0.000

0.026

1.193

1.092

1.192

1.092

1.192

1.092

1.192

1.092

162842.6

162858.5

162825.6

162833

*p<.05, **p<.01, ***p<.001,
모든 모형들은 R의 lme4 라이브러리의 lmer()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추정방법으로는 제한적 최대우도법(REML)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
정효과의 자유도(df)는 새터스웨이트(Satterthwaite)의 제안에 따라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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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층모형 분석으로 연령, 시기, 코호트의 효과 값 추정
이제 앞서 선택한 모형2-3에 상위수준 독립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했다.
아래와 같이 지정한 방식으로 교차분류모형들을 추정한 결과와 모형적합
도 지수들을 정리하면 [표 4-14]과 같다.

모형3-1 : 시기와 코호트의 주효과만 고려한 모형
모형3-2 : 연령과 시기의 상호작용효과를 추가 고려한 모형
모형3-3 : 연령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효과를 추가 고려한 모형
모형3-4 : 연령과 시기 및 코호트의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고려한 모형

[표 4-14]에 나타난대로, 모형 네 개 각각의 모형적합도(AIC)로 최종모
형을 추정한 결과, 연령과 시기, 연령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효과를 둘 다
고려한 모형3-4가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에 대해
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가장 잘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효과와 연령효과, 코호트효과를 다중공선성을 갖지 않도록
모형을 구성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각각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는 뜻이다.
다층모형의 분석표에서 계수(b)는 일반 회귀식에서의 회귀계수와 같은
값이며, 표준오차 역시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계수(b)는 연령, 시기, 코
호트의 종속변수에 대한 각각의 순수한 효과이다. 이에 따라 통계적 수치
를 해석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앞서 2절에서 탐
색적으로 분석한 추정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연령효과는 정(+)의
효과를 갖는다(고정효과 → 1-수준 → 연령, b=1.769, p<.01). 다시 말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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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시기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고정효과 → 2-수준 → 시기). 다시 말해 시기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평균값에 주는 영향력
이 일관되지 않다. 이것은 앞서 탐색적 분석에서 본 바, 매년의 전체 평균
값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셋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코호트효과는 정(+)
의 효과를 갖는다(고정효과 → 2-수준 → 코호트, b=.133, p<.1). 다시 말
해 코호트가 높을수록, 즉 출생연도가 빠를수록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
업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평균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연령효과와 시기효
과의 상호작용은 부의 효과를 갖는다(고정효과 → 2-수준 → 연령x시기,
b=-0.001, p<.001). 시기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기를 고정시킨다면, 즉 같은 해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평균값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연령효과와 코호
트효과의 상호작용은 부의 효과를 갖는다(고정효과 → 2-수준 → 연령x코
호트, b=-0.002, p<.1). 즉 같은 코호트라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평균값이 감소한다.

이상에 의해 다층모형 분석을 통해 나온 분석결과의 의의는 크게 두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의의는 연령x시기와 연령x코호트의 두 가지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기 전과 후의 임의효과 중 임의절편효과 값의 변화이다. 시기의 경
우, 연령과 시기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0.207라는 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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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반면([표 4-13, 임의효과 → 시기 → 임의절편], 상호작용 효과를 투
입한 다층모형의 최종 분석 결과에서는 이 값이 0.026로 감소하였다. 코
호트도 마찬가지이다. 연령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0.319라는 값을 가졌던 반면([표 4-13, 임의효과 → 코호트 → 임의절편],
변수에 층위를 두어 투입하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 값이 0.241로 감소
하였다.
이것은 오차감소비율(PRE)이 1에 가까운 방향으로 커졌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오차감소비율이란 독립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측정수준별
로 어느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급내상관계수
(ICC)와 개념적으로 동일하며, OLS 회귀모형에서의 설명분산인 R2와도 유
사하다. 오차감소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연령과 시기의 상호
작용 변수 및 연령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
이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다층모형에서만 분석이 가능한 상호
작용이 시기와 코호트간 주 임의절편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의의는 결과 중 넷째와 다섯째이다. 특히 전체 데이터에서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연령과 코호트라는 두 변수를 수준을 다르게 두
어 교차 분석하였더니 서로 반대의 효과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앞서 [그림
4-5]에서 시기에 따라 코호트별로 평균값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알 수 있
었는데, 이를 통계적 분석으로도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단 Z코호트만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앞선 [표 4-12]의 회
귀분석에서처럼 Z코호트가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하여 다른 코호트와는 전
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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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1-수준의 연령, 2-수준의 시기, 코호트의 효과 값을 추정한 최종 결과
고정효과
1
상수
수
연령
준
시기
2
코호트
수 연령x시기
준

모형3-1
계수(b)
표준오차

모형3-2
계수(b)
표준오차

모형3-4
계수(b)
표준오차

3.996***

0.043

3.851***

0.646

3.335***

0.655

3.257***

4.042

0.001

0.005

0.004

0.011

0.016

0.014

0.018*

0.008

-0.024

0.061

0.004

0.062

-0.024

0.020

0.004

0.019

0.000

0.015

0.001

0.015

0.148

0.128

0.133#

0.078

-0.001***

0.001

-0.001***

0.000

연령x코호트

임의효과
시기
임의절편
코호트
임의절편
임의기울기
시기x코호트
임의절편
잔차
AIC

모형3-3
계수(b)
표준오차

-0.003

0.003

-0.002#

0.002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0.312

0.558

0.321

0.566

0.032

0.179

0.026

0.162

0.352
0.000

0.593
0.013

2.119
0.001

1.455
0.031

0.674
0.000

0.821
0.018

0.241
0.000

0.491
0.010

0.002
0.044
1.192
1.092
162842.9

0.001
0.031
1.192
1.092
162850.4

0.002
0.041
1.193
1.092
162847.7

0.001
0.035
1.192
1.092
162840.9

#p<.1, *p<.05, **p<.01, ***p<.001,
모든 모형들은 R의 lme4 라이브러리의 lmer()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추정방법으로는 제한적 최대우도법(REML)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정효과의 자유도(df)는 새터스웨이트(Satterthwaite)의 제안에 따라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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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트렌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 중 하나인 세대를 연구할
때, 그 구성요소인 연령, 시기, 코호트의 효과를 구분하고, 각각이 소비자
행태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그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
한 실증적인 탐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는 한국방송광고진
흥공사에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반복된 횡단면 데이터인 소비자행태조
사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수로는 연령은 조사 대상자의 만 연
령을 1세 단위로, 시기로는 2009년에서 2018년의 10년을, 코호트로는 출
생연도에 따른 여덟 개 집단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소비자행
태조사의 문항 중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
각한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연령별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
각하는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13~19세인 10대의
평균이 가장 낮고(3.59),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40~49세에서 최대
값(3.93)을 보였다가, 연령대가 더 올라갈수록 다소 감소했다.
다음으로 시기별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평균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분석의
첫 해인 2009년에 최고값(4.16)을 기록한 후 2015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최소값(3.41)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8개의 코호트로 나누어 코호트별로

-80-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평균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1995년생 이후인 Z코호트가
매우 낮은 값(3.55)을 갖고, 1964년에서 1969년생인 코성장 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것(3.93)을 알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954년 이전의 산업
화코호트부터 1980년생의 영X까지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분석 대상 시기 동안 코호트별로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의 긍정
적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평균값의 변화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
인 값의 추이는 시기별로 종속변수의 평균값 차이와 대동소이하여, 대부분
의 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Z코호트만
이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추세선은 물론,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분하
기 위해, 연령을 1-수준의 변수로, 시기와 코호트를 2-수준의 변수로 설
정해 위계적 연령ᐨ 시기ᐨ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여러
다층모형 중 연령과 시기 및 코호트 각각의 주효과를 비롯해 연령과 시기
및 연령과 코호트의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고려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선택되었고, 분석 결과 사회공헌과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연령효과는 정의 효과를 갖고, 시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
며, 코호트효과는 정의 효과를 가졌다.
한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으로만 실증할 수 있었던 연령효과와 시기효
과 및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의 상호작용은 모두 부의 효과를 가졌다. 같
은 시기라면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
게 생각하는 평균값이 증가한다. 같은 코호트라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평균값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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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함의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학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시도되지 못했던 위계
적 회귀분석, 즉 다층모형 방법론을 적용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층
모형이란 하위 수준의 측정치가 상위 수준에 배속 되어 있거나 혹은 반복
측정된 위계적 데이터의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기법이다. 시간적, 공
간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으로 근접한 측정치들 사이에 독립성 가정이 성립
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그래서 최근 다수에 분야에서 하나의 데이터에 개
체 내 분산과 개체 간 분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위계적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층모형 연구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실제 사회에
서 흔히 경험하듯 하위 수준의 개체들이 두 개 이상의 상위 수준에 동시
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의 방법론을 사용
하였다. 이렇듯 소비자에게 각각 영향을 미치면서도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의 사용은 소비자학 연구 방법론의 확
장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트렌드 연구에서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각각 구별될
수 있음을 소개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트렌드의 정의가 ‘일정 범위의 소비
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가치에 대한 열망’이라는 점
에서, 트렌드 연구에서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과 ‘일정 기간’ 등을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로 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소비자 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단일 시기에 한
정하여 트렌드의 일시적인 측면만을 측정하고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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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소비자들은 비슷한 연령에서는 비슷한 소비 패턴을 보인다는 생
애주기가설은 매우 유효한 가설이나, 시기에 따라, 혹은 출생연도나 지역
에 따라 겪는 사회적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으로 나눈 코호트
에 따라 동일한 연령이라도 동일하지 않은 소비 행태를 보일 수 있다. 따
라서 시기효과나 코호트효과 역시 연령효과와는 구분되어야 할 중요한 효
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서로 다른 개
념임을 밝히고, 이 세 가지를 한 연구 안에서 동시에 측정하여 분색을 수
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영
향력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구별
하여 측정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한 종속변수의 평균값
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연령-시기-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령효과와 시기효과, 코호트효과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다르고, 그 영향의 방향도 다름을 확인하였다.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
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과 소비자 행태 연구에서의 동태적 접근의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상대적 영향력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때 코호트는 출생연도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호트의 구분은 공통의 사회적 경험에 기인할 수
있고, 출생연도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의 사회적 경험에는
지역 기반의 구분은 물론, 인터넷이나 SNS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
의 등장,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 채널의 다변화, 연령의 범위가 광범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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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주기적 사건 등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
한 기준을 바탕으로 코호트를 구성해,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분석 데이터로 이용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비자행태조사
문항 중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10년의 시기 동안 공통적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비자행태조사에는
소비자의 행태를 측정하는 다른 문항이 상당히 많으며, 데이터가 공개된
전 시기(18년 이상) 동안 동일하게 조사된 문항도 존재한다. 이런 문항들
을 이용해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비자행태조사 외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실태 조사 등의 반복된 횡단면 자료나 노동
패널, 복지 패널, 경기교육종단연구 등의 패널 자료 등 소비 관련 항목이
존재하는 기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소비자 행동과 경험만을 주제로
하는 소비자 분야의 시계열 조사는 아직도 부재한 상태이다. 통계청의 가
계동향조사나 대부분의 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 관련 지표는 월평균
지출액 및 자산, 부채액 등 정량적인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소비는 내가 가진 자원 내에서 감당 가능한 가격의 제품/서비스를 선택하
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줄 수 있는 효용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
는지 등만을 고려하여 진행하던 전통적 의미의 합리적 소비와는 달리, 취
향이나 정치적 포지션, 상황별 세분화된 니즈에 따른 양극화 등 소비자 개
인의 내적 기준은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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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
서 소비자와 그들의 욕구와 선택 과정을 주(主)로 하는 소비자 분야의 시
계열 조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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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Age Effect,
Period Effect and Cohort Effect
- Focusing on Consumer Perception
Towar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yewon LEE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how age effect, period
effect,

and

cohort

effect

influence

the

trend

in

generation

studies, and what the differences of each aspect impact to the
consequences.
The questionnaire of "Thought of companies that make mor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s

a

better

company"

in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of the Korean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which is the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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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in this study.
First, an exploratory data analysis found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value

of

consumers'

positive

perce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by age, period, and cohort. Contrary to
other cohorts, Z cohorts, in particular, present that consumers
recently

tend

to

evaluate

companies

more

positively

when

companies engaged more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Next, to distinguish the relative influence of age effects, period
effects and cohort effects, the hierarchical APC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HAPC-CCREM) was analyzed by setting age
as a 1-level variable and period and cohort as a 2-level variable.
The age effect and cohort effect had positive static effects, but
the period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age and the
cohort had a negative effect, as well a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age and the period. particularly, cross-analysis of
two variables, age and cohort, which are highly correlated,
resulted in contrary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age effect, period effect, and cohort effect are different
effects, and each of the effects can be measured separately.
Each of the effects shows the different results on the size of the
impact

on

consumer

perception

towar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the direction of the impact.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dynamic
approaches in the study of consumer behavior and uti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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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time series data in the future by conducting and applying
the methodology of the multi-level model in this research.

keywords : generation, age, period, cohort, multi-level mode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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