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classified five types of online food subscription economy: replenishment, curation, surprise, membership, 
and visita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14 customers who experienced 5 types of online subscription 
economy. This study se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subscription economy as convenience, perceived 
personalization, economic utility, and timeliness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effect of the four characteristics on perceived value (utilitarian and emotiona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engagement and perceived value,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never been used in the food 
subscription economy, were verified through the S-O-R model.

In this relationship, we demonstrated how consumers' personal tendencies, such as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self-efficacy, mediate between timeliness and perceived value related to online food delivery.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Perceived personalization, convenience, and timeli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utilitarian value in the order. 
It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values in the order of perceived personalization and timeliness. On the other 
hand, economic ut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ractical branches. Customer eng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in the order of emotional value and utilitarian value. The lower the need for cognitive closure the more positive the 
utilitarian value. The lower the self-efficacy, the more positive the emotional value was perceived. 

Through the above study, companies that want to operate or start an online food subscription economy need a 
strategic approach rather than unreasonable price discounts in pricing poli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marketing activities that provide emotional value by focusing on perceived personalization, which is the satisfaction 
factor of online food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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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목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신 성장동력은 식품분야로 

2020년 161조,1234억 원  가장 많은 43.4조(27.1%)

가 식품과 련된 분야 다(통계청, 2020). 

이와 같은 식품분야의 성장배경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O2O(Online to Offline) 온디맨드 배달앱의 

활성화, 새벽배송으로 표되는 신선식품의 정기배

송, 코로나로 인한 식품 구독경제 도입을 통한 고객

가치를 극 화하여 소비자들이 식품구매경로로 온

라인(모바일)쇼핑을 정 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이 주, 2021). 주로 콘텐츠분야(넷 스, 

스포티 이)에서 리 수용되고 있었던 구독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반강제  비 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유통소비재 분야의 표격인 식품카테고리에 스타

트업들의 DNVB(Direct Native Vertial Brand)와 

식품외식업체의 자사몰을 통한 D2C(Direct to 

Customer)로 고객과의 직 인 온라인 소통을 시

작한 것이다. 특히 기존 기업들이 디지털화의 일환

으로 온라인 채 을 고객 심으로 통합  신규 런

청을 가속화하면서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용

하기 시작하 다(이투데이, 2021). 이처럼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세 의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

인 식품배송과 정기 배송형태의 식품구독경제의 트

랜드로 인하여 이미 디지털화를 경험한 식품소비자

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식품구매의 경로로 오 라인 

심의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공존하며 더욱 고도화 

될 것으로 문가들은 상하고 있다(이 주, 2021).

한편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일정기

간 소비자가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 으로 제공받는 경제활동이다(McCarty et al., 

2017). 이러한 구독경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탐

색시간이나 반복 이고 루틴화 된 구매과정을 건 뛰

어 시간과 노력을 약할 수 있는 편의성과 나에게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 받아 합성에 따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Ramkumar and Woo, 

2018). 기업입장에서는 측된 매출로 인하여 재고운

비용을 감할 수 있는 경제 인 측면과 고객과의 

장기 인 계를 통하여 순도 높은 고객데이터 획득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혜정, 2021). 

온라인 구독경제는 2000년 후로 상(넷 스), 

음원(스포티 이), 도서( 의 서재)와 같은 디지

털 콘텐츠 심으로 소비자에게 수용되었다. 최근에 

유통소비재상품(주로 식품)이 가세하면서 국내 구

독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1,000억 원으로 2016년 

비 54.8%가 늘었다(KT 경제 경 연구소, 2021). 

이와 같은 구독경제의 열풍은  세계 인 흐름으로 

한국무역 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세

계 구독기반 자상거래 규모는 2025년 4,782억 달

라(약 529조 3,000억 원)로 망하고 있다. 

구독경제에 한 학문 인 연구는 주로 디지털 콘

텐츠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상품구독경제인 

유통소비재 분야의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에 비하여 

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품구독경제의 유형화  

개념  근과 구독해지사유 등이 있으며(Andonova 

et al., 2021; 강윤정, 2020; 강신혜 등, 2021; 서유  

등, 2021), 실증연구로는 뷰티와 패션분야 심으로 

고객가치에 따른 구독의도나 (비)수용의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Ramkumar and Woo, 2018; 이 구 

등, 2021). 특히 식품과 련된 연구는 고객가치에 

따라 지각된 험을 매개로 구독주기와 반품유무와 

같은 설계지표에 한 연구(Bischof and Rudolph, 

2019)와 HMR분야에서 소비가치에 따른 태도와 

재구독의도(이항, 2020)가 있다. Ramkumar and 

Woo(2018)에 의하면 구독경제에 있어 고객의 상 

행동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고객가치(목표)를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최종 목표(가치)에 향을 주는 온라인 식품

구독경제 특성에 하여 온라인쇼핑(모바일, 앱)과 

큐 이션쇼핑 그리고 새벽배송과 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편의성, 경제성, 인지된 개인화, 시성을 

선정하 다. 그리고 지각된 가치(실용 가치, 감정

가치)를 매개로 온라인식품구독경제 연구에서 사용

된 이 없었던 고객인게이지먼트를 결과변수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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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품구독경제 유형

 구독경제는 소유보다는 경험 인 측면을 요시하는 

니엄세 를 심으로 수용된다(김나민, 2021). 이

들은 태생 으로 SNS에 능숙하여 자신의 심분야

(애견, 미용, 식품, 1인 가구 등)에 DVNB를 런칭하여 

고객과 직 으로 소통하여 구독경제를 이끌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정 , 부정 인 경험을 구 , 댓 , 

포스  등의 자발 인 행 로 고객인게이지먼트의 

행동징후를 보인다. 따라서 지속구독의도 보다도 구독

서비스의 확장에 련된 변수로서 자발  참여 행동을 

유발하는 고객인게이지먼트를 온라인 식품구독경제 

연구에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임워크로는 SOR모델을 사용하

으며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개

인성향의 변수로 알려진 종결욕구, 자기효능감에 따

라서 이미 구독을 경험한 고객들이 식품배송 특성과 

가장 연 성이 있는 시성과 지각된 가치 사이를 

어떻게 조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 변수 연

구는 2015년 100억 시장에서 2020년 1조 3천여 억 

원으로 확 된 새벽배송시장에 한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소비자의 개인  성향 의 수용결

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하

여 온라인 식품구독경제를 도입하거나 지속구독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삼고하자는 기업

들에게 실무 인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

어 이미 보편화되어 드오션이 된 새벽배송시장에 

고객 심의 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식품구독경제 유형  특성 

본 연구는 Bischof and Rudolph(2019)가 제안한 

기 (고객가치, 상품선정 주도권)을 기본으로 온라

인 식품구독경제를 회원비의 유무와 상품(서비스)

제공방법(온/오 라인) 등을 고려하여 멤버십형, 수

령형, 보충형, 추천형 서 라이즈형으로 5가지로 유

형화하 다. 멤버십형은 통상 으로 유료회원들에

게 추가할인이나 무료배송과 같은 부가 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로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이나 

랫폼을 운 하는 빅테크(네이버, 쿠팡) 심으로 

운 되고 있다. 정기배송형은 생수나 달걀과 같이 

고객과 합의된 소모성 제품이 주기에 따라 보충해서 

배송받는 보충형과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서 추천된 

상품이 배송되는 추천형, 무엇이 배송될지 고객은 

모르지만 기업의 문가나 AI를 통하여 엄선한 내

용물이 럭키박스 형태로 제공되는 서 라이즈형으

로 유형화할 수 있다. 수령형의 경우는 오 라인 매

장(주로 편의 이나 패 리 스트랑)을 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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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서비스명(채 ) 주품목 업체  업태  특징

멤
버
십
형

더 라임(CJ더마켓)
로켓와우(쿠팡)
네이버정기배송(네이버스토아)
데일리샷(데일리샷)
더 팝 러스(모바일앱)

HMR/가공완제품
HMR/완제품/신선
완제품/신선/HMR
완제품(식음료)
완제품

CJ
쿠팡
네이버
데일리샷
GS25

유료회원에게 혜택(7% 상시 혜택)
무료배송, 2,900원 회원비
추가할인/배송일 주기 조정가능/알림기능
CU와 맥주캔 3개 고르기 /월 6,900원(매장방문)
유료회원에게 추가할인(매장방문  배송가능)

보
충
형

삼다수(앱)
가정배달(나100샵)
종가집(정원e샵)

생수
우유 
김치

동제약/농심/칠성
서울우유 동조합(조합)
상

구매주기별 차등가격할인
지역 리 에서 배송
2/4주 배송요일지정 

추
천
형

스윗발란스(스윗발란스)
시코드( 시코드)

포 리(포 리)
꾸쁘(꾸쁘)

딧( 딧)
구독RUN(오아시스)
더반찬(동원몰)
그리 (그리 )
디자인 (디자인 )
필리(필리)
까페박스(까페박스)
반찬 정기배송(매장구매)

샐러드 
샐러드  음료
달걀 신신식품
두부과 달걀
식단  식음료
식단/HMR
식단/HMR
건강식단
건강식단
건강기능식품
커피원두
반찬

스윗발란스(스타트업)
시코드(스타트업)

농업회사법인 포 리
농업회사법인 꾸쁘
hy(구 한국야쿠르트)
오아시스마켓(스타트업)
동원홈푸드

그린푸드
(주)풀무원녹즙
커어 드(스타트업)
터틀크루(스타트업)

백화

2/4/6/8주 단 (가격결제)
2/4/6/8주 단 (가격결제)
유자자변형없는 옥수수사료로 먹인 닭
후불제
2/4/8/12주 식단, 단품 보충형 정기배송
원하는 날짜 주기 지정 자동결제(5% 추가할인)
배송요일에 맞는 식단선택(싱 , 패 리선택)
4가지 식단  최  2주 단 로 배송획수지정
당뇨맞춤, 로하이 식단 배송(월/수 주 2회)
월 결제(45% 할인)
3종 각 100g 당 해당 원두 정기배송
월 주 1회 반찬 정기배송

서

라
이
즈
형

끌 도르(끌 도르)
월간과자(롯데스 트몰)
다다일상(오설록)
담화박스(술담화)
큐잇(큐잇)
어 리어스(어 리어스)
리미엄돼지(두지포크)

과일바구니(매장구매)

아이스크림
스낵(과자)
차
통주

농산물
유기농농산물
돼지고기
과일

빙그
롯데제과
아모 퍼시픽
술담화(스타트업)
다코퍼 이션(스타트업)

(주)캐비지(스타트업)
두지포크(스타트업)
신세계백화

3개월 주기(월 19,900원/24,900원)
1개월(9,900/19,800원)
월 16,000/25,000원
월 39,000원
주단  구독료(36,000원～70,000원 )
2주에 1회 발송
1KG단 (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정기회원
월 220,000원(강남 )

수
령
형

커피구독(해피포인트앱) 커피 SPC 매일 1회 커피 700원

빵구독권(매장구매)
더 이스(매장구매)
월간구독서비스(매장구매)

빵
스테이크/샐러드
커피와 빵

신세계백화 /베이커리
CJ푸드빌
뚜 쥬르

일정 액으로 빵을 구독
40% 할인된 가격/정기 구독권 후 매장방문
월 7.900원( 리미엄 식빵, 모닝세트, 커피)

<표 1> 식품구독경제 각 유형별 특징  표기업(연구자 정리)

기업에서 커피나 스테이크와 같은 표 아이템의 압

도 인 가격할인으로 매장방문을 유도한다. 이를 통

해 크로스셀링과 업세일링 략에 활용한다. [그림 

1] 표 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며, <표 1>은 각 유형

별 주요업체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2.2 선행연구고찰

과거부터 존재하던 구독경제가 2000년 부터 스

마트폰의 화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스트

리 의 방식으로 구독이 일반화 되었다(Tanya Khatri, 

2021). 이 듯 재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에 따른 

( 상, 음원, 도서)에 따른 실증연구가 학계에서는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Lee, 2019; Horng, 2012). 

체로 디지털 콘텐츠는 콘텐츠의 최신성과 우수성

이 지속구독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황산 , 2020; 김창근, 2020; Kim, 2020; Tanya 

Khatri, 2021). 반면에 유통소비재 분야와 련된 

연구는 고객가치에 따른 개념 인 유형화와 카테고

리별 발 방향  략 인 근방법에 한 제언

(강윤정, 2020; Andonova et al., 2021), 유형별 구

독해지(취소)사유에 한 연구가 있다(강신혜 등, 

2021; 서유  등, 2021). 실증연구로는 패션과 뷰티 

카테고리 심으로 소비자의 태도와 이용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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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 실용 , 쾌락  동기와 소비자 신성, 차

별 제품욕구, 온라인거래 자기효율성 심으로 한 

연구가 있다(Ramkumar and Woo, 2018). 일회성 

소비재(뷰티상품)의 (비)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격의식과 품질장벽의 요성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이 구 등, 2021; Sivathanu, 2018). 식

품구독경제에 한 연구로는 소비가치(편의성과 감

동)와 지각된 험에 따른 배송주기(단기, 장기)  

무료반품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한 설계지표 개발  정기배송형 유형화 

(Bischof et al., 2019)와 HMR 제품 구매에 있어 

소비가치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향을 기능 , 

감정 , 사회 , 경제  가치를 선행 변수로 하여 지

속구독의도에 한 연구가 있다(이항 등, 2020). 선

행연구를 종합하 을 때 상품구독경제의 실증연구

로서 소비가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구독경제에 한 

소비자 태도와 이용의도나 수용의도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5가지 유형의 식품구독을 

직  경험한 후 지각된 가치에 향을 주는 특성(속

성  혜택)과 지각된 가치를 매개변수로 하여 충성

도의 선행변수이자 기업 실 의 강력한 측지표로 

제안되고 있는 고객인게이지먼트를(Kumar and 

Pansari, 2016; Hoyer et al., 2020; Park et al., 

2010) 직 으로 사용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표 2>는 식품 체 카테고리와 구독경제를 경험

한 고객을 상으로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하여 온라

인구독경제 특성과 고객인게이지먼트와의 계를 

SOR모델을 임워크로 하여 진행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델 

Mehrabian and Russell(1974)은 환경심리학 측

면에서 인간은 주변의 다양한 유형, 무형의 자극

(Stimulus)을 통해 감정 으로 반응하는 유기체

(Organism)이며, 반응의 결과로 정 인 근  

부정 인 회피와 같은 행동반응(Response)을 나타

낸다는 SOR이론을 제안하 다. SOR이론에 근거

하여 온라인 구독경제의 특성을 자극, 지각된 가치

(실용  가치, 감정  가치)를 유기체, 고객인게이지

먼트를 행동결과로 하여 구성된 모델을 개발하 다. 

SOR모델은 오 라인 연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환경의 활성화로 모바일결제, 온라인 구독과 같

이 온라인 연구모델로도 용되면서 서비스특성이

나 몰입감, 가격과 상품구색, 인지된 혜택 같은 새로

운 “자극‘ 변수들이 추가되고 있다(김효정, 나종연, 

2016; Rose et al., 2012; Lee et al., 2019). ‘유기체’

는 환경  자극으로부터 반응하는 소비자의 내  상

태나 내 로세스를 의미(Bagozzi, 1986)하며, 유기

체를 측정하는 변수는 Mehrabian and Russell(1974)

이 주장하 던 PAD(즐거움(Pleasure), 각성(Arousal), 

지배(Dominance))외에도 인지   정서  상태, 

가치, 구매경험 등으로 정/부정 등의 다양한 변수

로 측정하기도 한다(Verhagen and van Dolen, 

2011; 김효정, 나종연, 2016). ‘행동반응’은 자극에 

하여 내 상태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Chang et 

al., 2011). 행동반응은 충성도(Koo and Kim, 2013), 

고객인게이지먼트(정옥경, 박철, 2021), 구매여부, 만

족도, 지출비용, 구 , 재구매 의도 등이 있다(Fiore 

and Kim, 2007; Bitner, 1992; Turley and Milliman, 

2000; Lee et al., 2019).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수용하고 지속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인지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로(Venkatesh, 2000) 소비자의 감정에 매개되어 행

동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해서는 SOR모델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 효용에 한 소비

자의 주 인 평가로 구매결정의 기 과 목표가 된

다(Zeithaml, 1988; Pihlström and Brush, 2008). 

이처럼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에서 지각된 가치에 

향을 주는 자극(S)은 모바일/큐 이션 쇼핑과 새벽

배송의 공통 인 향변수로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선정하 다. 큐 이션 쇼핑의 특성인 선별과 맞춤의 

기능이 함축된 개인맞춤은 개별 고객으로 부터 유용

성이 인식된 정도의 인지된 개인화를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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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구독
경험 

독립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임
워크

연구자

상품구독 무 실용 /쾌락  동기, 지각된 험, 신성 태도 구독의도 S0R
정지복
(2020)

패션
뷰티

무
실용 , 쾌락  동기

신성
태도 이용의도 합리 행 이론

Ramkumar and 
Woo(2018)

뷰티 무
편재성, 편의성, 쾌락  동기, 가격의식, 
사회  의식 vs 통장벽, 인지된 험, 

상  우 , 선택다양성
태도

(비)수용
의도

행동추론
이론

Sivathanu
(2018)

뷰티 무
편의성, 가격의식, 사회  계 vs 통장벽, 

선택다양성, 품질
태도

(비)수용
의도

행동추론
이론

이 구, 이소  
(2021)

식품 무 소비가치(편의성, 감동-개인화 수 )
지각된 

험
태도

설계변수
(기간, 반품유무)

Bischof et al. 
(2017, 2019)

뷰티
박스

유
상품과 련된 속성

(가격, 품질, 구색, 독창성, 기 감)
태도

구 , 
재구독의도

SOR Lee et al.(2019)

HMR 유
소비가치

(기능 , 감정 , 사회 , 경제  가치)
태도

지속구독
의도

합리
행 이론

이항, 김 환
(2020)

식품 유
온라인 식품구독의 특성

(편의성, 경제성, 인지된 개인화, 시성)
지각된
가치 

고객
인게이지먼트 

SOR 본 연구 

<표 2> 상품구독경제 선행연구과 본 연구의 차이

그리고 식품의 특성인 신선도와 련되어 새벽배송

연구의 시성을 선정하 다. 이러한 4가지 특성  

기존 구독경제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제안된 변수는 

편의성과 경제성이며, 스타트업이나 식품외식업체

가 디지털태생 랜드를 런칭하고 D2C를 통한 순

도 높은 고객데이타 획득과 이를 통하여 개인의 선

호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안함으로서 고객이 인지

한 개인화는 구독경제와 상품경제와의 가장 큰 차이

이므로 본 연구에서 신선식품 배송과 연 된 시성

과 더불어 인지된 개인화를 특성으로 선정하 다. 

‘유기체(O)’로는 구독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느낀 지

각된 가치로서 구독경제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실용

, 감정  가치로 구분하여 연구모델에 용하 다

(Ramkumar and Woo, 2018).

지각된 가치로는 사회  가치가 있지만 식품구독

경제는 개인 효용만족이 크며, 개별 배송을 통한 가

정내 혹은 혼밥등 최근 비 면 소비문화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한 유기체로서 지각된 가

치에 반응한 행동(R)으로 고객의 자발 인 참여와 

충성도의 선행변수인 고객인게이지먼트를 활용하

다. 고객인게이지먼트는 자발  참여행동을 수반

하므로 ‘의도’보다는 구독확산 여부에 더 직 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에서 식품구독경제 

특성과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개인성향으로

서 새로운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한 변수로 주로 

사용되어 온 종결욕구와 자기효능감을 식품구독경

제를 경험한 고객들에게 가장 공통 인 특징인 배송

과 련된 시성과 지각된 가치 사이를 어떻게 조

하는지 실증하 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을 도식화 하여 [그림 2]와 같이 표 하 다. 

[그림 2]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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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설 

2.2.1 온라인 식품구독경제 특성과 지각된 가치 

수단목표사슬이론은 소비자가 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 제품  서비스의 속성이 어떤 결과

(혜택)로 연결되는지를 악하고 궁극 으로 그 결과

가 어떤 가치로 연결되는지를 망라한 개인인지구조

이다(Gutman, 1997). 이처럼 마 역에서 고객

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가치를 형성하는 합리

인 이유를 규명하는 수단으로서 수단-목  사슬

(Mean-End Chain)이론을 개발하 고, 제품  서

비스의 속성과 가치와의 연 성을 밝 내고자 하

다. 구독 련 연구에서는 고객가치는 크게 실용

(utilitarian) 가치와 쾌락 (hedonic) 가치로 구분하

다(Chiu et al., 2014; Ramkumar and Woo, 2018). 

구독경제의 효용  가치는 인지 (cognitive) 측면

을 의미하는데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과 기능, 

비용 감, 편의성, 정보 가용성, 고객맞춤과 같은 특

성(속성  혜택)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쾌락  

가치는 가치의 정서 (affective) 측면을 의미하는

데, 모험/탐험, 새로움, 소속감, 최신유행, 횡재, 성장 

이라고 주장하 다(Ramkumar and Woo, 2018). 이

러한 실용 인 가치와 쾌락 인 가치를 주는 온라인 

식품구독서비스의 특성을 구체 으로 온라인 식품구

독경제에 규정하여 기업이 그러한 특성(혜택)을 강화

하고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에 맞게 차별 으로 용

이 가능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2.2.1.1 편의성과 지각된 가치

구독경제의 구매여정은 정보탐색시간을 이고, 

익히 알고 있는 상품을 일정주기로 자동결제되거나 

데이터에 근거하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서 추천

하여 정기배송하는 특징이 있다(조성의 등, 2013). 

특히 많은 검색이나 인지 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습  구매나 특별한 구매 목 이 있는 상황에서의 

모바일 디바이스 이용은 편의 인 에서 유용하

기에 실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Thakur, 

2016; Kim et al., 2010).

Kleijnen et al.(2007)은 모바일 배달 서비스 사용

의도에 있어서 효율  시간 리 측면의 편의성이 

요하다 하 다. Bischof et al.(2019)은 구독경제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성은 구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 인 혜택이라고 하 다. 이처럼 구독경제는 빠

른 시간 내에 정보취득을 통한 의사결정의 편리함과 

시간을 약시켜주는 구매과정의 편리함과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의 혜택과 사후혜

택의 편리성과 같은 총체 인 편의성을 내포한 비즈

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Berry et al., 2002). 이

러한 편의성이 인간의 인지 인 단과 경험을 강화

하고 경제  가치와 더불어 기능  가치가 합쳐져서 

실용 인 가치에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온라인 식품구독의 편의성은 고객의 실용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2.1.2 경제성과 지각된 가치 

온라인 소매환경에서 모든 정보와 로세스, 의견

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가격, 품질과 같이 소비자는 

혜택에 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효용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Anckar and D’incau, 2002). 소비자

는 상품의 구매여부나 지속구매를 결정할 때 지불가

능한 산 범  내에서 상품의 가격을 우선 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상되는 총 효용수 을 비교하여 

구매결정을 내리게 된다(김재  등, 2013). 최창문, 

양해술(2016)은 큐 이션 커머스의 여러 특성 에

서 가격할인이 소비자의 만족과 구매의도에 가장 

향을 미친다고 하 고,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

는 비용은 매우 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Lopes and Galletta, 2006). 

모바일 쇼핑에 한 신제품 정보, 쿠폰 등의 정보 

자극에 해 소비자는 인지 으로 경제  효용과 비

용 비 실용 인 가치를 느끼며, 이는 이용의도로 

이어진다고 제안하 다(이 화, 문희강, 2012).

실제로 구독경제를 운 하는 기업들의 특성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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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구조의 수직계열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하

여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마  비용을 약하여 

보다 정교하게 반복 으로 소비하는 요고객에게 

가격할인, 포인트 립, 쿠폰 등과 같은 경제 인 혜

택의 폭을 넓 서 제공하고 있다. 

Dodds et al.(1991)은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경제

성이나 비용 인 측면이 구매 의도와 한 계가 

있다고 주장하 고, 비용은 직 인 가격혜택 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등과 같은 정신  측면도 포함될 

수 있다(김상 , 박 선, 2011). 결국 구독경제의 

이고 비 인 경제 인 효용성은 소비자의 

인지 인 단과 경험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과 과정

의 효율성과 우월성을 인식하게 되어 안과 비교하

여 낮은 가격 혹은 비용 비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한 지각인 실용  가치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온라인 식품구독의 경제성은 고객의 실용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2.1.3 인지된 개인화와 지각된 가치 

인지된 개인화는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합한 상

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화 

수 이라고 정의하 다(Komiak and Benbasat, 

2006; 방 석 등, 2011). 고객을 개인 인 방식(one 

to one)으로 배려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도록 제안하

는 개인화(personalization)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일 수 있으며, 합성에 따라 고객에게 감

동이라는 정서 인 충족으로 지속 인 계 맺음이 

가능하다.

개인화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별 주체가 온라인 

커머스 기에는 해당기업의 문 인 MD가 상품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 다. 이후 인 루언서나 문가

들이 추천하는 형태로 발 하다가 IT기술과 목되

어 개별 고객의 과거구매데이터나 구매여정의 디지

털 흔 을 과학 으로 분석이 가능한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Pillai et al., 

2020). 이처럼 개인의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선별

과정의 참여 여부와 상 없이 구독 경험의 결과로서 

인지 , 정서 인 감각과 연결된다. 개인화된 추천은 

의사결정의 시간과 노력을 축소하고 고객 요구에 맞

는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Hoyer et al., 

2020). 이처럼 구독경제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

른 정보의 필터링과 맞춤기능을 통한 구매과정의 시

간과 노력을 감한 인지 인 실용  가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개인 인 방식으로 배려한 노력의 결과로

서 높은 합성과 뜻밖의 발견이라는 의외성으로 깊은 

감동을 유발한다(Böttger and Rudolph, 2017).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인지된 개인화는 실

용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4: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인지된 개인화는 감

정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2.1.4 시성과 지각된 가치 

구독경제 역 에서 유통소비재의 가장 큰 특성

은 정기배송이다. 소모성과 반복구매 그리고 신선도

라는 특성이 가장 큰 식품이 유통소비재 분야의 구

독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 인 물

류인 라의 발 에 근거한다. 2015년에 시작된 새

벽배송의 화를 통하여 신선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고객 입장에서 온라인 최단주문시간 기 으

로 7시간 안에 수령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김민정, 

곽민주, 2020). 신선식품의 새벽배송은 정기배송이

라는 쇼핑의 편의성에 주목한 서비스이다(유소은 등, 

2016). 온라인의 신선제품 구매에 있어서 제품의 종

류와 배송시간  배송비용에 따른 만족도와 구매의

도에 한 연구에 의하면 배송비용보다 배송시간에 

더 민감하다(Kim and Cheon, 2020). 이는 식품의 

특성인 신선도의 요성을 의미한다. 한 박상아

(2021) 연구에서 라스트 마일 배송경쟁에서 즉시성

(배송이 빠르다)만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

속된 날짜와 시간에 한 측가능성이 요하다고 

하 다. 이처럼 이성 으로 고객의 시간을 효율 으

로 리된다는 측면에서는 약속된 날짜와 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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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는 것이 실용  가치와 무작정 기다림에 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정서 인 측면과 연 이 있다. 

본 연구는 구독경제의 시성은 지정된 장소로 약속

한 날짜와 시간 범  내에 주문한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정도로 정의되었다. 이는 온라인 식품구독

경제의 시성은 정기배송 자체의 편의성과 더불어 

측이 가능한 날짜와 약속된 배송시간으로 인하여 

신선식품의 품질인 신선도에 한 의구심과 모호한 

도착시간의 기다림에서 해방시켜 인지 이고 정서

인 안정감을 제공하 다고 볼 수 있다(엠 인, 

2019). 한 식품구독경제와 유사한 외식배달앱 서

비스 이용자들은 유용성과 더불어 시성이 감정 , 

기능 ,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김민정, 이수범, 2018)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시성은 지각된 가치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이 성립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시성은 고객의 실

용 인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6: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시성은 고객의 감

정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3 지각된 가치와 고객인게이지먼트 

2.3.1 실용  가치와 고객인게이지먼트

고객인게이지먼트는 고객과 기업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극 이고 자발 인 심리상태이

자 행동 징후로 공동 가치 창출 인 성격이 있다

(Brodie et al., 2011; Van Doorn et al., 2010). 온라

인 구독경제를 통하여 반복 인 주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탐색 시간을 약하여 나에게 맞

는 상품을 추천하여 합성이 좋았던 상품이 가격

인 혜택까지 느낀 인지 인 경험은 고객의 지  자

극을 통해 이성  사고를 유발한다(Schmitt, 1999).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에서 

식품구독서비스의 경험 가치를 평가하기 해 비교 

비용 보상 분석(cost-reward analyses)을 수행한

다(Islam et al., 2019; Priporas et al., 2017). 이를 

통하여 지각된 가치를 느낀 고객은 기업에게 보답하

고자 구 과 댓 쓰기와 같이 자발  행동을 보인다. 

이를 통해 계의 균형을 유지(Sierra and McQuitty, 

2005; Lee et al., 2014)하며, 고객인게이지먼트를 

표  한다(Hollebeek, 2011b; Islam et al., 2019).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가치와 혜택은 고객인게이지

먼트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Hapsari et 

al., 2017; Van Doorn, 2010). 따라서 온라인 구독경제

를 통한 편리함, 시간과 노력비용 감, 측가능한 

정기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정 인 경험은 고객인게이지먼트 행동에도 

정 으로 향을  수 있을 것이다(Roy et al., 2018).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고객의 실용  가치는 고객인게이지먼트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3.2 감정  가치와 고객인게이지먼트 

Pansari and Kumar(2017)는 정서 인 감정이 고

객 인게이지먼트의 심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고

객경험 변수인 고객의 감정은 고객인게이지먼트에 

직 인 향요인이자 고객인게이지먼트의 가장 

요한 역할로 간주하 다(Moliner-Tena et al., 2019).

이와 같은 고객의 정서  경험들은 높고 낮은 수

의 고객인게이지먼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Van 

Doorn et al., 2010; Gao and Chen, 2013). 이는 환경

자극으로 인한 고객의 감정이 행동을 유발한다는 환

경심리학 이론인 S-O-R모델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Mehrabian and Russell, 1974). 구독경제의 

특성 인 자극  인지된 개인화와 시성은 소비자

로 하여  기 한 만큼 혹은 뜻밖의 즐거움을 유발하

고 몰입시키며 즐거운 쇼핑 경험을 유발하게 한다. 

이는 제품을 재구매하거나 랜드나 기업을 지인에

게 추천 하는 등의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즐거운 경험이 고객에게 랜드 커뮤니티를 구

축하거나 참여하여 정 인 구 에 인게이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Van Doorn et al., 

2010). 즉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에 용해 보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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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인화를 통한 합성에 한 감동과 의외성의 

놀라운 발견, 시성으로 표 된 측된 스 쥴로 인

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기다리는 설 임과 같은 감

정 인 경험을 하게 된다(Ramkumar and Woo, 

201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8: 고객의 감정 인 가치는 고객인게이지먼트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2.4 개인  성향에 따른 조 효과 

구독경제는 연령 인 특징 외에 개인의 성향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고 하 다(Ramkumar and 

Woo, 2018).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한 수용의

도에 한 변수로 사용되어온 종결욕구와 자기효능

감을 본 연구는 수용의도가 아닌 구독경제를 경험한 

소비자를 상으로 하여 개인 인 성향이 지각된 가

치를 어떻게 조 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선정된 식품구독경제 변수  모든 유형에 

가장 공통 이면서 식품구독의 요한 특징  변수

인 시성을 선정하여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이는 

5년 동안 150배 성장한 새벽배송시장에 한 기존연

구가 주로 물류배송의 효율화와 시스템이나 배송패

키지, 배송의 편리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윤여진 등, 2020; 장지우, 김승인, 2018; 김나경 등, 

2021). 반면 소비자 개인성향에 의한 재구매와 같은 

조 변수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

의 시성과 지각된 가치 계에 있어서 개인  성향

에 따른 조 효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2.4.1 개인의 종결욕구에 따른 조

종결 욕구란 애매하거나 모호한 상황이나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제한된 정보라도 신속히 종결을 내고자

한다(Kruglanski and Webster, 1996). 종결욕구가 

높은 성향일 경우에는 정보 탐색과정에서 다양한 정

보 추구의 동기보다 모호한 상황에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여 최소한의 인지 노력으로 상황을 

끝내 버리는 제한  정보 처리를 하는 경향을 보인

다. 반면에 종결 욕구가 낮은 사람은 인지 으로 복

잡한 상황도 많은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난해하

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신 하게 결정

한다(이종호 등, 2004).

구독을 경험한 종결 욕구가 낮은 고객의 경우 신

선도에 향을 미치는 식품배송과 련되어 꼼꼼하

고 신 하게 선택을 하 을 것이다. 따라서 약속된 

날짜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배송되는 것을 경험하여 

만족한 고객은 실용 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것이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9: 시성은 종결욕구가 낮을수록 실용 인 가

치를 정 으로 조 할 것이다. 

2.4.2 자기효능감에 따른 조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성공 으로 쇼핑을 할 수 있

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과 신념으로 정의된 

자기효능감은 실제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그럴 능력

이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Bandura and Schunk, 

1981). 자기효능감이란 실제의 객 인 사실에 

한 평가가 아닌 그 다고 믿는 정서 인 측면이 있

으므로 감정 인 가치에 더 많이 향을 미칠 것이

다(Phillips and Gully, 1997). 

교육분야나 커머스의 외식정보 SNS 특성과 이용

의도간의 향력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혜진, 2012). 기존의 연구 논문들은 주로 사용의도

에 한 연구로서 소비자의 극성에 기반하여 자기

효능감에 한 조 효과를 분석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구독경험자를 상으로 배송의 시성은 소

비자가 행 의 주체자가 아닌 배송서비스를 받는 수

용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잘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과업을 기업( 랜드)이 능숙하게 

잘 해주었다고 생각할수록 감정  이가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설 10: 시성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감정  

가치를 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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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측정항목
표 화

요인 재치
t값 p값 AVE C.R

Cronbach 
α값

편의성

제품 구매를 더 쉽고 간편하게 함. .857 - -

.701 .897 .910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약해 .838 19.539 0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내 삶이 편리함. .848 16.667 0

반 으로 구매 과정을 쉽게 도움을 , .806 17.186 0

경제성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비교  합리 임 .803 - -

.653 .810 .849쿠폰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구입이 가능 .798 15.108 0

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매 할 수 있음 .823 15.232 0

인지된
개인화

나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제공함 .833 - -

.715 .897 .907
나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 .885 17.479 0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805 19.983 0

나에게 맞는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믿음 .857 18.295 0

<표 3> 확인  요인 분석 결과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측정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편의성은 ‘정보탐색 시간

과 자동결제 시스템과 같이 구매 소요 시간을 여

주어 특별한 노력이 없이 구매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김재  등(2013)의 연

구를 바탕으로 리커트 7  척도로 4개 항목을 측정

하 다.

경제성은 ‘가격할인과 포인트와 쿠폰을 포함한 반

인 가격혜택과 품질을 비교하여 인 효용 가치

로 느끼는 경제  효용’으로 정의하 다. Chunxiang

(2014)과 Heitz-Spahn(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리커트 7  척도’로 3개 항목을 측정하 다.

인지된 개인화는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

화 수 ’으로 정의하고 Komiak and Benbasat, 

(2006)과 방 석 등(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리커

트 7  척도로 4개 항목을 측정하 다. 시성은 

Mentzer et al.(1989)과 Parasuramaman et al. 

(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식품 구독경제에 

있어서 지정된 장소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 범  내

에 주문한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정도 정의하

고, 리커트 7  척도로 4개 항목을 측정하 다. 

실용  가치는 Sweeney and Sout(2001)와 

Mathwick et al.(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격과 

시간 투자 비 효용,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이성  사고를 유발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리커트 7  

척도로 3개 항목을 측정하 다. 감정  가치는 

Schmitt(1999)와 Sweeney and Sout(2001)의 연구

를 바탕으로 온라인 식품구독경제를 통하여 즐거움, 

기쁨, 재미, 설 임 등 다양한 감정  느낌을 유발하

는 가치로 정의하고, 리커트 7  척도로 3개 항목을 

측정하 다.

고객인게이지먼트는 Van Doorn et al.(2010)의 연

구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를 경험한 후 고객의 자발

인 동기부여상태로 고객의 극 인 행동이 유발되는 

것 정의하고, 리커트 7  척도로 3개 항목을 측정하

다. 자세한 설문문항은 <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종결욕구는 Houghton and Grewal(2000) 연구

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쇼핑의 복잡한 정

보 탐색을 이고 신속히 구매 결정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나는 구독시 제품을 결정할 때 마지막 순

간까지 미루고 결정하는 편이다’(역코딩), ‘나는 구

매할 제품을 빠르고 확신 있게 결정 한다’, ‘나는 구

매할 제품을 결정할 때 내 자신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 한다’(역코딩), ‘나는 쇼핑할 매우 고심해서 의

사 결정을 하는 편이다(역코딩)’ 등 리커트 7  척도

로 4개 항목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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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측정 
변수

측정항목
표 화

요인 재치
t값 p값 AVE C.R

Cronbach 
α값

시성

약속된 상품을 날짜와 시간에 정확하게 배송 .852 - -

.789 .937 .943
배송되는 날짜와 시간을 잘 수 함 .918 25.92 0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송 됨 .92 19.249 0

약속된 상품을 상시간 안에 배송함 .861 17.207 0

실용
가치

이용하여보니 시간과 비용이 약 됨. .825 - -

.634 .825 .835이용해 보니 가격 비 좋은 가치를 제공함 .739 14.824 0

이용해 보니 내 시간을 리하는데 도움을 .821 17.351 0

감정
가치

이용해 보니 나에게 즐거움을 .901 - -

.760 .881 .904이용하면서 기다리는 설 임이 있음 .874 19.212 0

이용하면서 기쁜 감정을 느낌 .84 20.045 0

고객인게
이지먼트

구독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자주 추천 함 .778 - -

.758 .877 .898구독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극 으로 알림 .915 23.955 0

구독서비스에 해 좋게 이야기를 함 .912 17.912 0

χ² = 369.887(d.f. = 214, p = .000), χ²/d.f. = 1.728, RMR = .056 RMSEA = .048, GFI = .912, AGFI = .877, NFI = .946, 
TLI = .969, CFI = .976

자기효능감은 Lee et al.(2002), 윤남희(2020)의 연

구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성공 으로 쇼핑

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과 신념으로 

정의하고, ‘나는 구독서비스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편

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나에게 맞는 구독서비스를 

찾아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다양한 구독 서비스 

에서 나의 필요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등 리커트 

7  척도로 4개 항목을 측정하 다.

4.2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하여 식품 련 구독경험

이 있는 고객들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설문은 

식품구독 유형을 5가지를 경험한 고객을 상으로 

하 고 개인이 구독유형  여러 개를 경험 할 수 

있음으로 복선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설문기간

은 문 리서치 기  인바이트를 통해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총 324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부를 제외하

고 총 314부를 실증 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의 기 통계분석은 SPSS와 가설검증은 

AMOS를 통하여 검증하 다. 

4.3 표본특성 

 총 314부의 데이터  여성의 비율이 52.9%

(n=166)로 근소하게 더 많았다. 연령 는 40  33.1%

(n=104)와 30 가 31.8%(n=100)가 가장 많았다. 응

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301만 원∼500만 원 34.1%

(n=10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1만 원∼300만 

원 25.2%(n=79) 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경

기 70.1%(n=220)가 가장 많았다. 식품구독경제를 활

용하는 주요 매체는 모바일 앱이 56.4%(n=177)로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 사이트가 25.5%(n=80), PC가 

18.2%(n=57)로 나타났다. 주요 유통경로는( 복체

크) 형유통업체(쿠팡, SSG, 롯데온 홈 러스)가 

36.8%(n=171)로 가장 많았으며, 문몰(오아시스, 마

켓컬리, 딧)이 23.2%(n=108)와 식품 문기업의 

자체몰(앱)이 20.4%(n=95) 순이었다. 가장 최근의 

구독을 기 으로 구독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30.9%(n=97), 4개월∼6개월이 26.8%(n=84)순이었다. 

주요 식품구독 품목( 복체크)으로는 생수, 우유로 

29.5%(n=162), 반조리식품류( 키트, 도시락, 식단, 



온라인 식품 구독서비스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고객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향    13

구분 세부항목
표본

(N=314)
구성비
(%)

구분 세부항목
표본

(N=314)
구성비
(%)

성별
남성 148 47.1

매체

PC 57 18.2

여성 166 52.9 모바일 사이트 80 25.5

연령

20 46 14.6 모바일 앱 177 56.4

30 100 31.8

구독경로
( 복)

형유통업체 
(SSG, 롯데온, 홈 러스, 쿠팡,)

171 36.8

40 104 33.1 빅테크기업(카카오, 네이버) 44 9.5

50 60 19.1 문몰 
(오아시스, 마켓컬리, 

헬로네이쳐)
108 23.2

60  이상 4 1.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1 6.7
식품 문 앱이나몰

( 딧, 그리 , 디자인 , 
다다일상 월간과자, 더 반찬, 

SPC)

95 20.4
101만원∼200만원 30 9.6

201만원∼300만원 79 25.2

301만원∼500만원 107 34.1

501만원∼1000만원 60 19.1  자체앱(스타트업, 소독립몰) 47 10.1

1000만원 이상 17 5.4

구독기간
(최근)

한 달 이하 32 10.2

거주지역

서울/경기 220 70.1 3개월 97 30.9

/충남 17 5.4 6개월 84 26.8

주/ 남 8 2.5 12개월 41 13.1

구/경북 18 5.7 12개월 이상 60 19.1

부산/경남 37 11.8

구독품목
( 복)

생수, 우유 162 29.5

강원도 4 1.3
신선식품 

(과일, 돼지고기, 기농농산물)
111 20.2

충북 5 1.6
가공식품

(과자, 아이스크림, 술, 
건강식품)

76 13.8

북 4 1.3
반조리식품

 ( 키트, 식단, 반찬, 샐러드)
151 27.5

제주도 1 0.3 커피 구독권 구매 후 매장방문 50 9.1

구독개수 
(식품외 
포함)

1개 135 43.0

구독유형 
( 복)

보충형 164 32.2

3개 이하 124 39.5 서 라이즈형 48 9.4

5개 이하 42 13.4 추천 형 125 24.5

7개 이하 7 2.2 멥버십 형 125 24.5

10개 이상 6 1.9 수령형 48 9.4

<표 4> 인구통계학  특성  식품구독경제 이용실태 

샐러드 등)가 27.5%(n=151), 신선식품(유기농  과

일, 돼지고기 등)이 20.2%(n=111)이었다. 식품 구독

유형( 복체크)으로는 보충형이 32.2%(n=164), 맴버

쉽형과 추천형이 각각 24.5%(n=125)이 으며, 개인

별로 식품구독을 포함하여 재 구독하고 있는 개수의 

문항에는 1개가 43.0%(n=135)으로 가장 많았고, 3개 

이하가 39.5%(n=124)로 응답자의 80%이상이 3개정

도 구독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표 4>는 인구통계

학  특성과 식품구독경제 이용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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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

편의성 경제성
인지된
개인화

시성 실용  가치 감정  가치
고객

인게이지먼트

편의성 (.837) 　 　 　 　 　 　

경제성 .724 (.808) 　 　 　 　 　

인지된개인화 .760 .731 (.845) 　 　 　 　

시성 .672 .534 .596 (.888) 　 　 　

실용  가치 .832 .681 .841 .737 (.796) 　 　

감정  가치 .597 .597 .724 .517 .782 (.872) 　

고객인게이지먼트 .681 .514 .628 .356 .674 .656 (.87)

<표 5> 상 계 분석

5. 분석결과 

5.1 신뢰성  타당성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확인  요인분석결과 표 화 요인 재치가 모두 0.6

～0.7 이상이었으며, t값도 2.00 이상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집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 타당성은 표 화 요인 재치 0.5 이상(Gefen 

and Straub, 2000), t값 2.0 이상(Steenkamp and 

Trijp, 1991)이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델 합도는 χ² = 369.887(d.f. = .214, p =

.000), χ²/d.f. = 1.728, RMR = .056, RMSEA = .048 

GFI = .912, AGFI = .877, NFI = .946, TLI = .969, 

CFI = .976)로 반 으로 양호하게 나왔다. 평균분

산추출(AVE)과 복합신뢰도(C.R)는 각각 권장기

치 0.5 이상과 0.7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Hair et al., 1998)으로 신뢰성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한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pha) 계수의 경우도 모든 변수 값이 기 치인 0.6 

이상인 0.835 이상 나와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

났다(조철호, 2016; 배병렬, 2011). <표 5>는 각 요인

들 간 별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 평균 분산 추출

(AVE)의 제곱근값이 0.5보다 컸으며 행과 열에 있는 

모든 값보다 AVE 제곱근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ornell and Larcker, 1981). 한 변수간의 회귀분

석을 통한 다 공선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각 변수들의 

VIF(분산평창지수)가 1.69∼2.43으로 모두 5 이하로 

구성 개념 간 별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5.2 가설 검증결과 분석  논의

5.2.1 편의성과 실용  가치 

편의성이 실용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1은 지지가 되었다(경로계수=

.348, t = 4.324, p = .000). 구독경제에 있어서 반복

인 정보탐색과 결제 차의 간소화로 쇼핑 시간

이(Bischof et al., 2019; 유연주, 2020) 약되고, 모

바일기반의 O2O 서비스를 통한 물리  시간과 심

리 인 노력을 최소화(Thakur, 2016)하여 기능

이고 도구 인 가치에 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한다. 한 자상거래의 맞춤서비스나 

e-서비스에 있어서 총체 인 편의성(Berry et al., 

2002)이 인지 인 반응에 직/간 으로 미치는 

정  향은 식품 구독경제에서도 동일하게 용된

다고 사료된다.

5.2.2 경제성과 실용  가치 

가격혜택을 으로 하는 경제성은 실용  가치

에 정  향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경로계수=-0.121, t=-1.893 p=.058). 식품구독경제

의 수용의도에 있어서 일회성 소비재의 가격의식은 

가장 큰 향요인이지만(이 구, 2021), 구독경제를 

경험한 고객들에게 가격혜택이 실용 인 가치에 

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에 한 응수 이론

을 용하면 구독을 통한 상시 15∼20% 정도의 가

격혜택이 고정과 조율 상을 통하여 거 가격으로 

인식(이승연 등, 2014; Kalwani and Yim, 1992)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식품이라는 특성(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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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권장기간)이 개별고객의 소비상황이나 소모되

는 양(정도)에 따라서 1∼2개 혹은 그 이상이 폐기

나 불만족한 품질 상태로 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를 실제 만족하게 사용된 수량의 합으로 총 지불 비

용을 산정하게 때문이다. 이는 Tzuo and Weisert

(2018)가 주장한 구독료의 고정지출과 재고비용도 

함께 증가하면 경제  의 구독피로도가 발생하

는 것과 이항(2020)의 HMR이 소비가치에 따른 태

도와 재구독의도의 연구에서 소비가치  경제  가

치가 소비태도에 향을 주지 않은 것과도 일치한

다. 마지막으로 경쟁상황측면에서 경쟁업체의 유사 

수 의 가격혜택은 보편성으로 인식하여 Herzberg

의 2요인설에 의거하면 식품구독경제의 경제성은 

만족요인이 아닌 생요인으로 볼 수 있다. 

5.2.3 인지된 개인화와 실용  가치 

인지된 개인화는 실용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경로계수= .521, 

t = 7.118, p = .000). 인지된 개인화는 자신의 정보탐

색 피로도를 이고 탐색 시간을 효율화하여(유연주, 

2020) 이성  단에 근거, 개인화된 메시지를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신과의 련성이 높다는 생각

은 상품에 한 여도를 높이고(Kalyanaraman 

and Sundar, 2006), 자기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정보

처리를 하도록(Tam and Ho, 2006) 하여 실용 인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5.2.4 인지된 개인화와 감정  가치

인지된 개인화는 감정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가 되었다(경로계수=

.789 t = 11.367 p = .000). 이는 개인화된 정보를 바

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상품의 조합이나, 최

상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큐 이션 쇼핑의 정서

인 가치로서 새로운 상품에 한 모험심과 기 감 

(유연주, 2020), 설 임, 라이 스타일 제안, 자기개

발(Ramkumar and Woo, 2018)을 유발하여 정서

인 측면으로 즐거움, 흥분 같은 감정  가치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객에게 본인(나)을 

온 히 개인으로서 우해 다는 느낌은 고객경험

과 서비스품질의 선행변수로서 개인화가 감정  가

치에 정  향력에 한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Rose et al., 2012). 

5.2.5 시성과 실용  가치 

시성은 실용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라 가설 5는 지지가 되었다(경로계수= .223 t = 4.346, 

p = .000).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배송된다는 경험은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가능 한 시간으로 치환

되어 나의 시간을 약하고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인지

인 인식은 실용 인 가치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새벽배송은 빠른 배송자체 보다 아침에 신선한 

품질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과, 재료 손질과 냉장고 

보 까지 끝낼 수 있다는 실용 인 시간 활용에 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20).

5.2.6 시성과 감정  가치

시성이 감정  가치에 정 인 향을  것이

라는 가설 6은 지지가 되었다(경로계수= .146, t =

2.212, p = .027). 신선식품 배송의 표인 새벽배송

이 단기간에 성장하여 택배산업과 련기업의 물류 

인 라 투자를 이끈 근본 인 원인은 신선식품을 포

함한 식품의 라스트 마일 배송경쟁에서 배송과정의 

신선도에 한 우려와, 불특정한 도착시간으로 인한 

소비자의 회수 지연은 품질 하를 야기한다는 불안

감을 해소(박 길, 2019; 엠 인, 2019)하 다. 이

처럼 시성이 높을수록 부정  감정에서 해방되어 

안정 이고 정 인 경험을 고취시켜 감정  가치

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2.7 실용  가치와 고객인게이지먼트

실용  가치가 고객인게이지먼트에 정 인 향

을  것이라는 가설 7은 지지가 되었다(경로계수

= .33, t = 3.092, p = .002).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제공

하는 여러 실질 인 혜택으로 인해 고객인게이지먼트

에 향을 다는 Roy et al.(2018)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서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비용과 투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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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t p 결과

H1 편의성 → 실용  가치 0.348 4.324 0.000 채택

H2 경제성 → 실용  가치 -0.12 -1.893 0.058 기각

H3 인지된 개인화 → 실용  가치 0.521 7.118 0.000 채택

H4 인지된 개인화 → 감정  가치 0.789 11.367 0.000 채택

H5 시성 → 실용  가치 0.223 4.346 0.000 채택

H6 시성 → 감정  가치 0.146 2.212 0.027 채택

H7 실용  가치 → 고객인게이지먼트 0.33 3.092 0.002 채택

H8 감정  가치 → 고객인게이지먼트 0.547 5.71 0.000 채택

χ² = 343.486(d.f. = 206, p = .000), χ²/d.f. = 1.667, RMR = .061, RMSEA = .046, GFI = .916, AGFI = .878, NFI = .950, TLI 
= .972, CFI = .979, IFI = .979

<표 6> 가설검증 결과 

비 혜택을 고려한 인지  경험(Zeithaml, 1988)이

다. 이처럼 반복  결제행 와 나에게 맞는 새로운 

상품을 탐색하는 시간을 약한 경험은 실용  가치를 

유발하고, 새로운 기술(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고객은 더 많은 가치와 혜택을 

느끼는데 이는 지각된 가치(실용  가치)가 고객인게

이지먼트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

(Hapsari et al., 2017; Van Doorn, 2010).

5.2.8 감정  가치와 고객인게이지먼트

감정  가치가 고객 인게이지먼트에 정 인 

향을  것이라는 가설 8은 지지가 되었다(경로계수

= .547, t = 5.71, p = .000). 이는 높고 낮은 수 의 

정서 이며 감정 인 상태가 고객인게이지먼트를 

유발한다고 제안한 Gao and Chen(2013)의 연구와 

환경자극으로 인한 고객의 감정이 행동을 유발한다

는 환경심리학 이론인 SOR모델(Mehrabian and 

Russell, 1974)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5.2.9 개인성향에 따른 조 효과 가설 검증

소비자 개인 성향(종결욕구, 자기 효능감)이 시

성과 지각된 가치 사이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멀티 그룹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

다. 우선은 종결욕구 평균값(3.69)과 자기 효능감

의 평균값(5.10)을 확인한 후 평균값 보다 낮은 그룹

은 종결욕구와 자기효능감의 낮은 그룹(低)으로 설

정하고, 평균값 보다 높은 그룹을 종결욕구와 자기 

효능감의 높은 그룹(高)으로 구분하 다. 종결욕구

와 자기효능감의 (低) 그룹과 고(高) 그룹의 차이

를 검정하기 해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집단 

간 비교인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 다.

5.2.9.1 종결욕구에 따른 시성과 실용  가치 

시성이 실용  가치에 미치는 향은 종결욕구가 

높은 그룹 보다 낮은 그룹이 실용  가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d.f=1) = 6.346 p < 0.05) 따라

서 가설 9는 지지가 되었다. 

식품구독경제를 경험함에 있어서 상 으로 많

은 정보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인지  능력이 뛰

어난 성향의 종결욕구가 낮은 고객들은 구독경제의 

신선도와 약속된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켜지는 

정 인 시성을 경험함으로서 이성 인 사고를 자

극하여 실용 인 가치를 정 으로 조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5.2.9.2 자기효능감에 따른 시성과 감정  가치 

시성이 감정  가치에 미치는 향은 자기효능

감이 높은 그룹보다 낮음 그룹에서 훨씬 더 감정

인 가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d.f = 

1) = 3.825, p < 0.05). 따라서 가설 10은 지지가 되

었다. 이는 온라인 식품 구독경제에 한 경험에 있

어서 시성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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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Coefficients

χ² 검증
χ² 차이의
p-valueLow 종결욕구 

(n=149)
High 종결욕구

(n=165)

H9 종결욕구 시성 → 실용  가치 .207 >.188
△χ²(d.f = 1)

= 6.346
.012

H10
자기
효능감

시성 → 감정  가치

Low 자기효능감 
(n=166)

High 자기효능감 
(n=148) △χ²(d.f = 1)

= 3.825
.05

.122 > .078

<표 7> 개인성향의 조 효과 검증결과

수용자로서 자신의 능력보다도 구독서비스에 한 

혜택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에 

한 능력을 과소하게 평가하는 경향일수록 상

으로 기업(서비스 제공자)의 능숙하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한 감동이 커지면서 감정 인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과 

<표 7>은 가설검증과 조 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6. 결론  시시

6.1 연구의 시사  

본 연구의 이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구독서비스의 유형분류는 서비스 제

공방식에 따라  산업에 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

서 상호 배타성이 다소 부족하 다. 본 연구는 식품

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객입장에서 맴버쉽 회

비 유무와 상품(서비스)수령 방법, 정기배송의 경우 

상품선정의 주도권, 개인화 정도로 순차 으로 근

하여 온라인 식품구독을 5가지로 유형화 하 다. 이

러한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유형화에 따른 각 특성

들에 근거하여 향후 심도 있는 온라인 식품 구독경

제연구의 기틀을 마련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

째, 온라인 구독경제 특성(편의성, 경제성, 인지된 

개인화, 시성)이 구독의도나 수용의도가 아니라 

온라인 식품 구독경제를 직  경험한 소비자들의 지

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로 식품구독경

제 확산단계에서 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식품구독경제의 결과 변수로서 고객의 자발

 참여로 ‘의도’보다는 구독확산 여부에 더 직

인 변수인 고객인게이지먼트를 결과변수로 실증하

다. 

넷째, 소비자 심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 있어

서 개인 인 성향(종결욕구, 자기효능감)이 온라인 

식품구독경제의 주요 특성인 배송의 시성과 지각

된 가치 사이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실증함으로서 

인구통계학 인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 성향에 따른 구독경제의 수용결과에 한 고

찰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최근의 보편화되고 포화

된 새벽배송 시장에 개별 소비자 심의 차별화된 

마 을 제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 실무  에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가격혜택이 구독의 기 수용요인임

은 분명하나(이 구, 2021), 구독고객을 모집을 

한 무리한 할인가격은 해당 구독상품(서비스)의 내

거 가격으로 형성하여 고객에게 지각된 가치

(실용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제 기업으로 

성장하여 사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쿠팡의 경

우도 2020년 정기배송 추가할인정책을 철회(2020년 

8월)하고 로켓와우로 집  선언하 다(다음뉴스, 2020). 

이처럼 기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한 무리한 가격

혜택은 서비스의 지속유지에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이는 신뢰와 연결되므로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보

다도 지속성장이 요구되는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들에게는 특히 가격정책은 략 으로 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수익 인 측면에서도 제조 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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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익율이 상 으로 낮은 식품제조업체나 유통

기업들은 기 비즈니스 설계 시 가격 운 정책과 더

불어 구독의 본질 인 가치인 편의성과 인지된 개인

화를 극 화하기 한 다양한 서비스와 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DellaVigna and Malmendier, 2006). 

최근의 기업들이 직 으로 자사몰이나 앱을 통하

여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 다. 이를 통하여 

구독기간에 순도 높은 고객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고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유용하다고 인식한 

개인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충성도의 선행 변수인 고객인게이지먼트에

는 감정  가치가 실용 인 가치보다도 더 크게 

향을 미치며 감정  가치에는 인지된 개인화가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것은 Herzberg의 

동기· 생이론을 용하면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

스의 가격이나 품질과 같은 이성 이거나 인지 인 

사실은 기본 인 요소인 생요인이며 만족요인으

로는 표 인 성격의 인지된 개인화라고 할 수 있

다(주삼환, 2006). 따라서 재미있고, 새로운 상품을 

시도하는 모험심, 기다리는 설 임과 같은 감정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마 을 제공하여 더욱더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를 

들면 키트 상품의 신상품 런칭 시 채식주의자인 

소비자에게 체육을 사용한 키트를 추천하면서 

체육의 자세한 제작과정과 이를 이용한 비주얼  

요소와 재미를 더한 시피 제공, 채식 식단 데코

이션 콘테스트나 유튜 를 통한 라이  요리시연 참

여 등 감정 인 가치를 증진 할 수 있는 마 을 

제공하면 유익하고 배움을 통한 성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 식품 구독경제에 있어서 

시성은 개인 인 성향에 따라서 실용 , 감정  

가치를 조 하는 요소이므로 기업에서는 향후 개인 

소비상황과 소요량의 변동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

도록 배송 서비스의 옵션을(건 뛰기  미루기 등

등) 확 해야한다. 더불어 상세하고 세 하게 상품

내용과 조리법, 배송상태에 하여 달하고자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치 하고 이성 이며 조심성

이 많고 다소 소심한 성향의 소비자들에게 실질 인 

가치와 감정 인 유 감을 형성하여 장기 인 계

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 형태의 온라인 식품 구독경

제를 경험한 고객을 상으로 각 유형별로 복 경

험한 상을 포함하 다. 이는 포 으로 식품 체 

카테고리와 모든 유형을 포함한 온라인 식품 구독경

제의 일반화에 한 실증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각 유형별로 강조되는 특성  고객 성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 으로 배타성이 확보된 각 유형별 

자세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지된 개인화가 

가장 요한 변수로 알려졌는데 고객의 개인성향

(자기효능감)에 따른 인지된 개인화와 지각된 가치

에 한 조 효과의 경우 소비자 참여 여부  정도

에 따라 자기효능감과의 조 효과가 다를 것으로 사

료되어, 향후 개인화를 세분화하고 구독경제 유형 

 추천형에 집 하여 세부 으로 조 효과의 검증

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6개월 이하의 구독기간이 67.9%

로 향후 구독기간별, 식품 카테고리를(완 식품, 반

조리식품, 신선식품 등)구분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함

으로서 개별 해당 기업들에게 보다 구체 이며 실질

인 시사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실제 온라인 식품구독경제를 운 하는 기업

을 상으로 각 구독경제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고

객 인게이지먼트와의 향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의 향 계를 검증해 볼 필요도 있다. 

넷째, 온라인 식품구독의 반복 인 배송은 소비자

들에게 과 포장  버려지는 포장쓰 기를 확인하

게 되었다. 최근 다음세 를 한 환경에 한 심

은 기업의 ESG경 과 련되어 있다. 이와 련하

여 식품구독경제 기업의 ESG에 한 소비자 인식

이 사회 , 이타  가치를 포함한 지각된 가치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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