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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n emerging market with rapid economic growth, while being a key region of the K-culture expansion, 
Vietnam draws increasing scientific atten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MZ generation, Vietnam's leading con-
sumer group, revealing their consumption value structure. An online survey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purpo-
ses, investigating 368 Vietnamese consumers between 18-37 years of age. Six value dimensions were derived as
results of the present analysis: functional, emotional, social, ethical, self-expression, and autonomy-oriented 
value. Among them, functional value includes two sub-dimensions of utility and price, while emotional value en-
tails three sub-dimensions, namely hedonism, novelty, and aesthetics. ‘Self-expression value’ and ‘autonomy-
oriented valu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who actively express themselves and respect
proactive decision-making, are becoming important standards of the consumption attitude of young Vietnamese.
Moreover, the pursuit of ‘novelty’ was derived as a factor reflecting emotional values, revealing an association 
between hedonic consumption, and seeking for newness and differenc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each consumption value dimension, respectiv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global consumption propen-
sity were investigated. The present findings aim to provide insights into young Vietnamese consumers' attitudes
and inten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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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 경제의 혼란을 야기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에서도 베트남은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며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이자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

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McKinsey & Company의 분

석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비계층은 2000년 전체 인구

의 10% 미만이었지만 2030년에는 75%에 이를 것이며, 
특히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
대를 중심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향후 세계의 소비엔진인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Delteil et al., 2021). 
특히 베트남은 한류 문화 확산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

에서, 한국의 관광 ·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

비재 산업의 확장 및 발전에 있어 더욱 큰 가능성과 잠

재력을 가진다. 베트남은 한류 대중화 단계, 한류 소비

수준, 한국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상위 그룹에 속한다(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 2021). 
한류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류 문화의 영향이 음

식, 전자기기, 패션과 같이 일상의 다양한 분야로 침투

하는 가운데(Lee, 2018), 이를 통해 형성된 한국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가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베트

남 소비자의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Lu et al., 2016).
지난 2020년 베트남의 패션 시장 매출은 102조 7,420

억 동(약 5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베트남 국민 소

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외모 가꾸

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베트남의 패

션 시장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202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rean Foundation for In-
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이 시행한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국 문화 콘

텐츠의 브랜드 파워 지수가 58.5점을 기록한 가운데 패

션 및 뷰티는 각각 현재 파워 지수가 59.2, 60.0, 잠재력 

지수가 62.5, 64.7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KOFICE, 2021). 
특히 25~34세의 베트남 젊은 연령층이 패션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시장 조사 업체인 Intage Viet-
nam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15~30세 남성 35%, 여
성 44%가 한국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베트남 젊은이들

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콘텐츠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패션 스타일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잘 어울

리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점이 그 이유

로 분석된다(KOCCA, 2021).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MZ세대의 젊은 소비

자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모바일 매체를 통해 해외 문화 및 라이프스타일에 익

숙한 글로벌 세대로 성장하였다(Kim,2020).이러한 소

비계층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온라인/모바일을 기

반으로 한 생활 양식의 변화는 베트남 소비자의 다양

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 및 행동, 소비 채널과 커뮤

니케이션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Delteil et al., 
2021). 이들은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

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빠른 경제적 독립을 기

반으로 주력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해당 시장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Kim, 2020).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가치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소비가치는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가치(human value)(Rokeach, 
1973)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소비생활’이라는 
특정 삶의 영역에 있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

는 기준이자 신념이다(Koo et al., 2015; Sheth et al., 
1991). MZ세대 소비자가 성장하는 동안 외부 환경과

의 소통 채널 및 소통 방식이 다양해졌으며, 여러 연구

자들이 이러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야기한 환경 변화

의 영향으로 이들의 가치관과 행동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Turner, 2015).
국내외에서 MZ세대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비행동

을 예측하기 위한 소비가치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

지만 스마트폰 활용 패턴(Yang & Kim, 2020), 모바일 

쇼핑(Joo et al., 2020)과 같은 기술 관련 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들의 소비가치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

도 윤리적 소비(Djafarova & Foots, 2022), 패션 소비

(Miller et al., 2017) 등 특정 소비맥락으로 한정하여 진

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주로 미국, 영국 등 선

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어 기존 연구결과는 신흥 국가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신남

방 국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부족으로 이들 소비자

의 특성은 아직 심층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Nguyen 
et al., 2019; Phong et al., 2018). 본 연구는 베트남 MZ세
대 소비자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 이
들의 전반적인 소비생활과 소비 관련 의사결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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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되는 소비가치 구조를 밝히고 소비가치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글로벌 소비태도, 한국 소비태

도,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소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고찰

1. 소비가치와 소비자 행동

가치(Value)는 보편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특성을 지

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

고 분류된다(Lee et al., 2011; Won, 2014). 일반적인 가

치는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Allport et al., 
1960; Bem, 1970; England, 1967), 개인의 내면에 지니

고 있는 욕구(Dawis & Lofquist, 1984; Locke, 1976), 신
념(Allport, 1961; Rokeach, 1979), 흥미(Allport, 1961; 
Posner & Munson, 1979; Rokeach, 1973)의 관점에서 정

의될 수 있다. 가치는 개인이 옳거나 정당하거나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신념들의 구성체이며, 
특히 행동과 판단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개인이 선호하는 신념이기 때문에(Pos-
ner & Munson, 1979) 개인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여 태

도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가치의 개념을 토대로 소비가치는 

소비맥락과 관련 있는 개인의 평가적 태도나 욕구, 신
념, 흥미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Zeithaml(1998)
은 소비가치를 소비 혹은 거래 상황에서 제품의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하였으며 Kwon 
and Rhee(2000)는 소비가치를 소비를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이자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혹은 개인이 획득한 

이득과 지불한 비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소비자 평가

로서 소비가치를 정의한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Chen & Dubinsky, 2003; Flint et al., 2002; Lai, 1995; 
Oliver, 1999). 이와 같이 소비가치에 대한 정의는 일관

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나 소비목표

와 관련된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가

치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각 대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의미하므로

(Myeong, 2016), 소비 및 구매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비가치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문화 

맥락에서 탐색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소비

가치가 한국 제품에 대한 태도 혹은 구매 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특히 중국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Ryu 
and Lee(2020)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중국 소비

자의 소비가치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한

국 식품 구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결
과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쾌락적 소비가치와 주관

적 규범이 한국 식품 구매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소비자가 갖고 있는 한국

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주관적 규범과 구매 의도의 관

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Zhang 
and Hong(2019)은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상표충

성도, 다양성 추구성향이 한국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Wang 
and Park(2020)은 중국 소비자의 쾌락적, 실용적 소비

가치와 국가이미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 소비

행동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소비가치

를 높게 지각할수록 국가이미지가 긍정적이며 만족, 
구전 의도, 재방문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쾌락적 소비가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타 문화권 소비자가 한국 제품 혹은 브랜드

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소비가치가 주요 변수로

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
비가치의 다면적인 하위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역

시 제한적이다.
 
2. 소비가치 하위 요인

소비가치의 유형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

비가치를 경제적 효용 관점에서 단일 차원으로 본 연

구들과 소비가치가 다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

한 연구들로 나뉜다. 소비가치를 단일 차원으로 여기

는 관점은 소비자가 얻는 혜택과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가 달라진다

는 것이다(Chen & Dubinsky, 2003; Flint et al., 2002; 
Lai, 1995; Oliver, 1999).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

적, 기능적 맥락에 집중하여 소비가치의 다면적인 측면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Morar, 2013; Sán-
chez et al., 2006). 반면 소비가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

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효용뿐 아니라 소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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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각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소비

가치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소비가치의 하

위 요인을 고려한 선행연구로는 대표적으로 Sheth et 
al.(1991)의 소비가치 이론을 들 수 있다(Won, 2014).

Sheth et al.(1991)은 소비가치의 구조를 기능적 가

치(Functional value),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감정

적 가치(Emotional value), 인지적 가치(Epistemic val-
ue),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의 다섯 가지 하위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를 이론적 

틀로 삼아 다양한 소비상황 및 제품군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기능

적 가치는 기능적 · 실용적 · 물리적 수행을 나타내는 

제품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성으로 제품의 신

뢰성이나 내구성, 가격 등과 같은 속성으로부터 지각

될 수 있는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는 정형화된 사회 집

단에 의해 소비되거나, 그러한 집단과 관련 있는 제품

이 지닌 가치로 정의하며 제품을 소비하는 사회 계층 

집단과 관련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적 가치는 제

품이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성으로 심미적 제품

이나 정서반응을 유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지

각될 수 있다. 인지적 가치는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새

로운 제품, 혹은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에 의해 획득되는 효용성으로 소비자들이 새로움

을 찾고 여러 상표를 바꾸어 사용하는 행동은 인지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비행동임을 예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가치는 특정한 상황의 

결과 혹은 일련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의해 획득되는 

효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Tanrikulu(2021)는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 Sheth 

et al.(1991)이 제안한 소비가치의 역할 및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 79개를 가지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제품 소비행동과 관련 있었

으며(71개), 해당 연구들은 디지털 마케팅(28개), 그린 

마케팅(18개), 관광 마케팅(15개), 고등교육(5개), 소
셜 마케팅(3개)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는 주로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가치 하

위 차원을 유지하면서 연구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상

황적 가치 문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표적 소비자

층의 소비가치를 확인하였다(Tanrikulu, 2021). Sheth 
et al.(1991)의 소비가치 이론을 기반으로 특정 상황에

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비가치 척도를 개발한 연구

도 찾아볼 수 있다. Sweeney and Soutar(2001)는 리테

일 소비환경에서 지각된 소비가치를 품질/성능 가치

(Quality/Performance value),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금전적 가치(Price 
value)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품질/성능 가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얻어진 서비스 품질 지각과 관련된 유용성이

며 감정적 가치는 서비스를 통해 지각된 긍정적 감정

이나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

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

음을 지각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용이며 금전적 

가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투자하게 되는 금전적 

비용 혹은 시간, 노력에 대한 서비스 만족으로 정의한

다(Sweeney & Soutar, 2001). Sweeney and Souta(2001)
뿐만 아니라 Holbrook(2006) 또한 소비가치의 다차원

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가치를 통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한 

가지 유형의 가치와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

련된 다른 가치들, 즉 가격적 가치와 미적 가치 등의 영

향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Holb-
rook, 2006; Sweeney & Soutar, 2001; Tanrikulu, 2021).
이와 같이 Sheth et al.(1991)이 제안한 소비가치 이

론은 특정 제품 및 서비스뿐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상

황 맥락에 적용되며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 행

동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Tanrikulu(2021)
는 메타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사용된 소비가치 이론

이 다양한 소비자 행동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그럼에도 연구되는 제품의 특성 또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부가적인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이론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논의하였

다. 따라서 Sheth et al.(1991)이 제시한 다섯 가지 소비

가치 하위 차원 개념 중 상황적 가치를 제외한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가치 차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다른 소비가치 차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Sheth et al.(1991)의 다

섯 가지 소비가치 외에, 2000년대 이후 사회와 소비자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소비가치의 요소를 확

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im, 2015; Koo 
et al., 2015). 예를 들어, 소비가치 이론이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곳은 그린 마케팅 분야이다(Tanrikulu, 
2021). 소비공동체적 가치는 소비과정 속 환경 및 사회

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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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비활동으로 추구되는 가치가 소비자가 속한 공

동체에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혜

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Koo et al., 2015). ‘친환

경지향’ 또는 ‘윤리적 소비,’ ‘사회정의지향’(Holbrook, 
2006; Koo et al., 2015; Kwon & Rhee, 2000)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대 사회 및 소비자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소비

가치 척도를 개발한 Koo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제

품의 심미지향 또는 자율지향, 자기표현지향과 같은 

소비자 주체적 가치가 중요한 가치 하위 요인으로 도

출되었다. 심미지향적 가치는 쾌락적, 감정적 가치 또

는 소비경험에 대한 가치와 연결된다. 특히 많은 연구

자들이 Sheth et al.(1991)이 제안한 틀 안에서 감정적 

가치에 ‘심미성’, ‘유희성’ 등의 하위 차원으로 포함

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심미적 가치는 특

히 디지털 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 소셜 미디어 환경

에서의 소비자 행동 및 소셜 미디어 사용 행동의 이해

에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nrikulu, 2021). 소비

자 주체적 가치는 소비하는 주체인 소비자가 소비생

활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소비를 통해 자기를 표현

하고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서 기인한 

가치이다 (Kim, 2009; Koo et al., 2015). 타인과 다른 자

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표현지향’(Kim, 2009; Lee 
& Han, 2013; Shen, 2012), 소비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소비욕구를 조절하고 소비생활에 주도권을 가

지고자 하는 ‘자율지향’, ‘자기조절성’(Kim, 2009; Lee, 
2011; Nam, 2007)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기존 상

품 위주의 소비가치들과 차별화되며 소비자의 내면에

서 소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뿐 아니라 소비

자가 속한 소비생태계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3. 글로벌 소비태도: 문화 개방성과 글로벌 시민

의식

세계화의 결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소비자의 태도 및 소비행동

에 세계화가 얼마나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는 여전히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Suh & Kwon, 
2002). 몇몇 연구가 특정 국가의 독특한 문화와 소비자 

개인의 특성 및 신념이 결합하여 해당 문화권의 세계

화 과정과 그 결과의 독특한 특성을 결정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소비자들의 문화적 성향이자 글로벌 소비

태도와 관련된 변수인 문화 개방성, 글로벌 시민의식 

등이 글로벌 브랜드 구매, 해외 구매와 같은 글로벌 소

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Strizha-
kova et al., 2008; Suh & Kwon, 2002). 한편으로는 이들 

변수가 실제로 특정 국가나 문화와 관련된 제품/브랜드

에 대한 소비태도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Lee, 2019; Lee & Robb, 
2016; Suh & Kwon, 2002).
문화 개방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는 유사성 또는 상이성에 대한 개

인 수준의 개방성을 의미한다(Nesdale & Todd, 2000). 
사회학 분야에서는 문화 개방성을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요인으로서 여기며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외국 이주

민을 지역사회 내에서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개방성으로 정의한다(Bae, 2020). 개인의 소비행

동을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Sharma et al.(1994)은 문

화 개방성을 다른 인종, 문화, 가치에 대한 관심과 경험

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의 제품 소비맥락보다 더 넓

은 상위의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Shankarmahesh(2006)
는 문화 개방성을 다른 문화권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결과물을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함으로써 문화 

개방성이 사용되는 연구 분야에 따라 그 정의가 다소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문화 개

방성은 주로 자민족중심주의와 함께 등장하며, 두 변

수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이들 변수가 글로벌 소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

되고 있다. 
문화 개방성을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혹

은 자국 제품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으로서 개인의 문화 개방성과 자민족중심주의를 제안

하며 이들 변수의 상반된 영향력이 보고되고 있다. 특
히, Shimp and Sharma(1987)는 소비자 관점에서 자민

족중심주의를 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적절성 및 도

덕성으로 정의하고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가 높은 사

람들은 자신의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글로

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흥미가 낮을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타 문화에 대해 익숙하고 개방성이 높을수

록 자민족중심주의는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토대로(Shankarmahesh, 2006; Shimp & Sharma, 1987) 
여러 선행연구에서 문화 개방성이 자민족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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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개념임을 제시하며 이의 부적 상관관계를 실증

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de Ruyter et al., 1998; Howard, 
1990; Nesdale & Todd, 2000; Sharma et al. 1994). 반면 

문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문화에 대한 지각과 

이해 수준이 높고(Javalgi et al., 2005)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품 

소비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Lee, 2019; Lee & Robb, 2016; Suh & 
Kwon, 2002). Lee(2019)의 연구에서는 남아공 소비자

의 문화 개방성이 한국산 제품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Robb(2016)의 

연구에서도 한국 문화에 친숙한 남아공 소비자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국가이미지를 유발하며 한국산 

제품 구매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개방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상반된 역할을 

밝힌 선행연구와 달리, 이들 변수가 서로 관련성이 낮

은 독립된 변수라는 것을 제안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Suh & Kwon, 2002; Vida et al., 2008; Vida & 
Reardon, 2008). Suh and Kwon(2002)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 개

방성이 높을수록 자민족중심주의가 낮게 나타나 두 

변수 사이의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 개방성

과 자민족중심주의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터키와 체코(Balabanis et al., 2001), 유럽 

국가들(Vida et al., 2008; Vida & Reardon, 2008)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개인이 지닌 문화 개방성과 자민족중심

주의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국가적 · 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 기준

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Lee, 2019). 한편, 
문화 개방성과 같은 성향이 개인의 소비태도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Javalgi 
et al., 2005; Sharma at al., 1994; Shimp & Sharmna, 1987; 
Suh & Kwon, 2002). Suh and Kwon(2002)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문화 개방성이 글로벌 제품에 대한 평가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문화 개방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 특성 중 하

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구체적인 소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브랜드와 관련된 소비가치와 

관련 있을 것이다(Matzler et al., 2006; Olver & Moora-
dian, 2003).

문화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민족중심주의가 낮을

수록 글로벌 제품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Lee, 2019; Lee & Robb, 2016; Suh & Kwon, 
2002) 결과와 다른 연구결과들도 찾아볼 수 있다. Stri-
zhakova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문화 개방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글로

벌 시민의식(Belief in global citizenship)을 매개하여 

글로벌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문화 

개방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글로벌 시민의식을 형성

하는 선행요인임을 밝혔다. 글로벌 시민의식은 세계

화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에 대한 것으로, ‘글로벌 브랜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체성을 생

성한다는 소비자의 신념’으로 정의된다(Gammoh et al., 
2015; Strizhakova at al., 2008). Strizhakova et al.(2008)
은 글로벌 브랜드가 소비자의 삶에 중요해지면서, 이
러한 글로벌 시민의식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 인식과 선호를 통해 연결된 세계적인 소비자 커뮤

니티를 만드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연구결과, 문화 개방성과 자민족중심주의 모두 

글로벌 시민의식과 글로벌 제품 태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미디어의 발

전과 범국가적인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문화 간 경계

가 모호해졌음을 의미한다(Strizhakova et al., 2008). 젊
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자문화에 대한 애국심과 타 문

화에 대한 개방성이 더 이상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 개인 안에서 공존하며 글로벌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민의식과 글로벌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은 세계화와 브랜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으로, 민족지학적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브

랜드가 브랜드의 언어와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지배적

이고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형식이자 수단으로 정착시

키면서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형성하였다는 견해가 있

다(Askegaard, 2006; Wenger, 1998; Wilk, 1995). 결국 

글로벌 시민의식은 글로벌 소비양식이 만들어 낸 새

로운 소비가치 체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Strizhakova et al.(2008) 또한 글로벌 시민의식이 새로

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

람들의 글로벌 사고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각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

기되고 문화 개방성이 글로벌 시민의식의 선행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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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글로벌 시민의식이 글로벌 제품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Strizhakova et 
al., 2008), 이들 변수와 소비가치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소비자의 글로벌 소비태도 및 

행동인 한국 소비태도 및 실제 소비자들이 행하고 있

는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과 함께 문화 개방성과 글로

벌 시민의식, 다양한 소비가치 하위 차원 간의 관련성

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문제및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MZ세대 소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전반적인 소비생

활 및 소비 관련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비가치 구

조와 그 특징을 밝히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글로벌 소

비 및 한류 소비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트남 MZ세대 소비가치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체적으로 소비가치 모

델은 어떤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베트남 MZ세대 소비가치 모델의 하위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베트남 MZ세대 소비자의 글로벌 소비

태도, 한국 소비태도 및 한국 콘텐츠 소

비행동과 소비가치 모델의 하위 요인과

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소비가치 척도 구성

소비가치 측정 문항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

발되고 사용된 소비가치 척도를 수집하여 각 문항을 

검토하였다. 소비가치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Sheth et al.(1991)의 연구를 기반으로 소비가치 문항을 

제시하였으나, 많은 연구들이 스마트폰 활용(Yang & 
Kim, 2020), 친환경 소비(Rha et al., 2019) 등 구체적인 

소비상황에 대한 소비가치를 측정하고 있었다. 본 연

구는 특정한 소비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베트남 MZ세
대 소비자가 지닌 일반적인 소비가치를 확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Sheth et al.(1991)이 제시한 

다섯 가지 소비가치 하위 차원 개념 중 상황적 가치를 

제외한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가치와 관련된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일반적 소비가치 척도를 제시

한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Sheth et al.(1991)의 소비가

치 이론을 기반으로 소비가치 척도를 개발한 Sweeney 
and Soutar(2001), Holbrook(2006)의 연구, 또한 이들

이 제시한 윤리적 가치를 포함하여 척도를 구성한 Won 
and Chung(2015)의 연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성

한 일반적 소비가치 척도를 이용해 현대 소비자의 소

비가치를 확인한 Jang and Kim(2018)의 연구를 중심

으로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항들을 

먼저 선정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 및 소비자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소비가치 척도를 개발한 Koo et al. 
(2015)의 연구에서 제품의 심미지향 또는 자율지향, 
자기표현지향과 같은 소비자 주체적 가치가 중요한 

가치 하위 요인으로 도출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

들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Table 1>에 표시된 바

와 같이 아홉 개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된 총 32개의 문

항으로 소비가치 척도를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온라인 조사전문기관인 Macromill Embrain의 베트

남 리서치 패널을 활용하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18~37세(2004~1985년 출생)의 MZ세대 성인 남녀 소

비자 368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

는 스크리닝 문항인 국적과 거주 국가, 나이와 성별에 

응답하였으며,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한하

여 본 설문이 진행되었다. 본 설문은 총 32문항의 소비

가치 척도(Jang & Kim, 2018; Koo et al., 2015; Sweeney 
& Soutar, 2001; Won & Chung, 2015), 소비자의 글로벌 

소비태도 관련 변수인 문화 개방성 4문항(Strizhakova 
et al., 2008), 글로벌 시민의식 3문항(Strizhakova et al., 
2008)이 포함되었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의 한국 관련 

소비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태도 4문항

(Kim & Jang, 2011), 한류 소비의도 및 한국 방문 의도 각 
3문항(Suh & Yang, 2012)과 함께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에서 실시한 해외한류실태조사(KOFICE, 2019)
를 참고하여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 7문항을 포함하였

다.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의 경우 K-pop, 음식, 영상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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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mension Item Sources

Utility 
oriented value

I value the product utility. Quality/Performance value (Sweeney & Soutar, 
2001)
Utility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
Functional value-Quality (Won & Chung, 2015)
Functional value (Jang & Kim, 2018)

I value the product durability.

I value the product quality.

Price 
oriented value

When selecting a product,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price to 
me. Price value (Sweeney & Soutar, 2001)

Low-price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
Functional value-Price (Won & Chung, 2015)
Functional value (Jang & Kim, 2018)

When I choose a product,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it offers 
good value for the price.

When I consume, I believe it is critical to be economical.

Hedonism 
oriented value

It's important to purchase products that can provide me with 
enjoyment.

Emotional value (Sweeney & Soutar, 2001)
Hedonism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
Emotional value (Won & Chung, 2015)
Emotional value (Jang & Kim, 2018)

I value the feeling of happiness that comes from the product.

I think spending time shopping is fun.

Novelty 
oriented value

When I consume, it’s important to buy the most recent product 
or model. Innovation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

Epistemic value (Won & Chung, 2015)
Epistemic value (Jang & Kim, 2018)

I value the application of new ideas or technologies when I 
consume.

I value new and different things when I consume.

Aesthetics 
oriented value

It's important to me to buy beautiful things when I consume.

Aesthetics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It's important to me to buy sophisticated things when I con-
sume.

It's important to me to buy what looks good when I consume.

Others 
oriented value

I value whether it's a product that matches my position and 
dignity.

Social value (Sweeney & Soutar, 2001)
Others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
Social value (Won & Chung, 2015)
Social value (Jang & Kim, 2018)

I whether the product I chose can show my social class well.

I value the reaction of friends and people to the product or brand 
I purchased.

I value choosing a particular brand or product that can be so-
cially recognized.

When I choose a product, I consider whether it fits well with 
the group I belong to (e.g., co-workers, friends).

Community 
oriented value

It is important to buy products that can help community mem-
bers and develop the community.

Community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
Ethical value (Won & Chung, 2015)

I consider it important to live with the community when con-
suming.

I buy products from compan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work-
ing environment of workers even if they are expensive.

When I buy a product, I choose a company product that fulfills 
its social responsibility.

I do not buy products from companies that have caused envi-
ronmental or social problems.

When I buy products, I choo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
ducts.

Table 1. Measurement items of the consumption val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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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mension Item Sources

Self-expression 
oriented value

I consider it important to distinguish myself from others when 
I consume. Self-expression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

Epistemic value (Won & Chung, 2015)
Epistemic value (Jang & Kim, 2018)

I consider it important to indicate who I am when I consume.

I consider it important to show my individuality when I con-
sume.

Autonomy 
oriented value

I consider it important to make decisions about consumption on 
my own when I consume.

Autonomy oriented value (Koo et al., 2015)I value spending the way I want it to be when I consume it.

I consider it important not to be interfered with by others when 
I consume.

Table 1. Continued I 

텐츠, 전자/IT 제품, 뷰티/패션 제품,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서로 다른 일곱 가지 한

류 소비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를 들

어 “나는 한국 드라마/예능/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자주 본다”, “나는 한국 뷰티/패션 제품을 자주 사용한

다”와 같은 형식의 질문을 통해 각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실제 소비수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척도

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

다)로 제시되었으며,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소득, 
학력, 결혼여부 및 직업에 관한 문항 또한 포함되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한국어로 먼저 정리되어 연

구자 검토를 거친 뒤, 한국어가 유창한 베트남 국적의 

번역가를 통해 베트남어로 1차 번역을 진행하였다. 이
후 역시 한국어가 유창한 베트남인 두 명이 각각 한국

어 설문지와 베트남어 설문지를 비교하여 교정 작업

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베트남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2021년 1월 28일~2021년 

2월 3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총 368개
의 데이터가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SPSS 21.0을 활용해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AMOS 
21.0을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베트남 MZ세대 소비자의 소비가치 모델의 
구조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안된 소비가치 구조가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eration
Z (Age: 18-27) 160 (43.5)

Gender
Female 185 (50.3)

M (Age: 28-37) 208 (56.5) Male 183 (49.7)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2 ( 3.3)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 million VND 88 (23.9)
Undergraduate student 38 (10.3) 20 million-40 million VND 156 (42.4)

Bachelor's degree 281 (76.4) More than 40 million VND 124 (33.7)

Graduate student 5 ( 1.4)
Subjective 
household 

income level

Low-Lower-middle group 67 (18.2)
Graduate degree
(Master's, Ph.D.) 32 ( 8.7) Middle group 215 (58.4)

Upper-middle-High group 86 (23.4)

Occupation

Student 35 ( 9.5)
Worker 276 (75.0)

Marital 
status

Single 149 (40.5)
Self-employed 43 (11.7) Married 215 (58.4)
Other 14 ( 3.8) Other 4 ( 1.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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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MZ세대 소비자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

해 고유치 1.000 이상, 요인적재량 .500을 기준으로 삼

고 주성분분석,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분석에서 6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총 32개의 항목 중 공유치 및 요인적재량이 

.500 이하인 경우와 신뢰도분석에서 척도 신뢰도를 떨

어트리는 문항 6개를 제외하고 재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KMO 적합도가 .897, Bartlett 구형성 검정이 

유의수준 .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투입한 측정 

문항 및 요인분석 모형이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

다. 총 26개 문항으로부터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508 이상, 요인적재량은 .514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선행연구에서 주로 ‘기능적 

가치’에 함께 속하는 효용지향 3문향, 가격지향 3문항

의 총 6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쾌

락지향에 해당하는 2문항, 새로움지향 2문항, 심미지

향 3문항의 총 7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감성적 

가치’로 명명하였다. 이외에 타인지향 3문항, 공동체

지향 5 문항, 자기표현지향 2문항, 자율지향 3문항이 

각각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타인지향 요인을 ‘사회적 가치,’ 공동체

지향 요인을 ‘윤리적 가치’로 명명하였으며, 자기표현 

및 자율지향 요인은 각각 ‘자기표현적 가치’, ‘자율지

향적 가치’로 명명하였다. 모든 요인의 신뢰도는 Cron-
bach's alpha값 .675 이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도출된 구

조를 다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인 여섯 개 요인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기능적 가치’ 및 ‘감성적 가치’에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다양한 하위 요인들이 함께 포함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차 요인 구조 모델을 적용해 분

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재분석 시 모형적합도가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정지수(M.I)를 기준으로 
3개의 문항을 제거한 뒤 최종 모델을 도출하였다. 최종 

모델에 포함된 소비가치 측정 문항과 각 문항의 요인

적재값, 각 요인의 신뢰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측정 모형은 χ2=491.480, df=210, p<.001; CMIN/DF= 
2.340, RMR=.038, IFI=.921, TLI=.903, CFI=.920, 
RMSEA=.060으로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를 보였

다. 모든 측정 항목의 요인적재치가 .576 이상, 각 소비

가치 하위 차원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이 .542 이상, 
개념신뢰도(CR)값이 .779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

의 구성개념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판별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

값과 두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했을 때, 
<Table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각 평균분산추출값이 

두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

별타당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최종적

으로 총 2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1) 기능적 가치(효용

지향 3문항, 가격지향 3문항), 2) 감성적 가치(쾌락지

향 2문항, 새로움지향 2문항, 심미지향 2문항), 3) 사회

적 가치(3문항), 4) 윤리적 가치(3문항), 5) 자기표현적 

가치(2문항), 6) 자율지향적 가치(3문항)의 여섯 개 요

인구조가 최종 모델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

한 베트남 MZ세대 소비가치 구조의 개념적 모델은 

<Fig. 1>에 제시하였다.
 
2. 베트남 MZ세대의 소비가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가치

다음으로, 각 소비가치 하위 차원과 베트남 MZ세
대 소비자의 특징 및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다양

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인

구통계학적 특성인 세대 및 성별을 기준으로 소비가

치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교육 수준

에 따른 세분집단 간 소비가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

다.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가치 차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총 23개
의 전체 소비가치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t-검정을 통해 세대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Ta-

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섯 가지 소비가치 하위 차

원 중 M세대가 Z세대에 비해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

치, 윤리적 가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기능적 가

치, 자기표현적 가치, 자율지향적 가치의 경우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가

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점을 고려했을 때, Z
세대와 M세대는 소비가치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M세대가 감성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더 중

요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
별 집단 간에는 전체 소비가치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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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며, 자기표현적 소비가치의 경우에만 여

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 수준에 따른 그룹별 소비가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

교 졸업(N=50), 대학교 졸업(N=286), 대학원 졸업(N= 
32)의 세 그룹으로 구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결과 모든 소비가치 차원에서 그룹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소비가치 평균값과 함

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고졸 그룹에 비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그룹이 모든 소비가치에 유의하

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기능적, 감성적, 사회적, 
자율지향적 가치의 경우 고졸 그룹에 비해 대학 졸업 

Sub-dimension Item Factor loading Cronbach's α

Functional 
value

Utility 
oriented 

value

I value the product utility. .727

.889

.821

I value the product durability. .824

I value the product quality. .794

Price 
oriented 

value

When selecting a product,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price to 
me. .588

.906When I choose a product,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it offers 
good value for the price. .673

When I consume, I believe it is critical to be economical. .614

Emotional 
value

Hedonism 
oriented 

value

It's important to purchase products that can provide me with 
enjoyment. .744

.785

.829

I value the feeling of happiness that comes from the product. .834

Novelty 
oriented 

value

I value the application of new ideas or technologies when I 
consume. .751

.889
I value new and different things when I consume. .768

Aesthetics 
oriented 

value

It's important to me to buy beautiful things when I consume. .799
.817

It's important to me to buy what looks good when I consume. .753

Social value

I whether the product I chose can show my social class well. .789

.769
I value the reaction of friends and people to the product or 
brand I purchased. .742

I value choosing a particular brand or product that can be 
socially recognized. .655

Ethical value

It is important to buy products that can help community 
members and develop the community. .849

.772I consider it important to live with the community when con-
suming. .772

When I buy a product, I choose a company product that fulfills 
its social responsibility. .576

Self-expression value
I consider it important to indicate who I am when I consume. .755

.801I consider it important to show my individuality when I con-
sume. .886

Autonomy-oriented value

I consider it important to make decisions about consumption 
on my own when I consume. .654

.675I value spending the way I want it to be when I consume it. .713

I consider it important not to be interfered with by others when 
I consume. .595

Table 3. Final consumption value model with items, factor loadings, and reliabilities of sub-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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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학원을 졸업한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부

여했다. 윤리적 가치의 경우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기표현적 가치의 경우 

대졸 그룹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베트남 MZ세대의 소비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력과 연령 차이가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며 나이

가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를 통해 얻는 가치를 높

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글로벌 소비태도, 한국 소비태도 및 한국 콘텐츠 소

비행동과 소비가치

다음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글로벌 소

비태도, 한국 소비태도 및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 관련 

변수들과 각 소비가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
저 글로벌 소비태도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소비가치 

차원 및 전체 소비가치 평균값과 함께 문화 개방성, 글
로벌 시민의식의 두 가지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 개방성과 글로벌 시민의식은 모

든 소비가치 차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베트

남 MZ세대 소비자의 문화 개방성이 높을수록 특히 감

성적 가치 및 자율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

로 글로벌 문화를 탐색하고 소비하는 MZ세대가 이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콘텐츠 소비과정에서 유쾌하

Functional 
value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Ethical 
value

Self-expression 
value

Autonomy-oriented 
value

Functional 
value .939a

Emotional 
value .514b .848a

Social 
value .184b .564b .542a

Ethical 
value .149b .384b .334b .638a

Self-expression 
value .083b .480b .436b .269b .683a

Autonomy-oriented 
value .338b .545b .286b .309b .319b .544a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Functional 
Value

Ethical
Value

Emotional
Value

Self-
expression

Value

Social
Value

Autonomy-
oriented
Value

Utility Price Hedonism Novelty Aesthetics

Fig. 1. The consumption value model of Vietnamese MZ generation.

Table 4.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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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심미적인 감성적 충족을 경험하고자 한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글로벌 시민의식 또한 전반적

으로 각 소비가치 하위 차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그 중 기능적 가치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기능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글로벌 브랜드 

제품 자체의 품질과 함께 해외 제품과 서비스를 탐색

하고 구매하는 과정의 효용 및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기능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

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소비태도와 관련된 한국 태도, 한류 소비의도 

및 한국 방문 의도 세 가지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모든 

변수 간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

ble 7).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류 콘텐

츠 소비의도 및 한국을 방문할 의도가 높을수록 모든 

소비가치 차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감성적 가치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베

트남 소비자들이 각종 콘텐츠를 통해 감성적인 소비

가치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소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 평균과 함

께 일곱 개 분야별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과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였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한국 콘텐츠 

Variable FV EV SV ETV SEV AOV CV1)

Cultural 
openness .357** .544** .374** .420** .388** .499** .584**

Belief in global 
citizenship .159** .544** .532** .515** .532** .421** .586**

**p<.01
1): Sum of six dimensions of consumption value
FV: Functional value, EV: Emotional value, SV: Social value, ETV: Ethical value, SEV: Self-expression value, AOV: Autonomy- 
oriented value, CV: Consumption value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each sub-dimension of consumption value and global consumption attitudes

Category (N) FV EV SV ETV SEV AOV CV1)

Gen Z (160) 4.26 3.91 3.40 3.71 3.62 4.07 3.90

Gen M (208) 4.31 4.07 3.72 3.98 3.75 4.15 4.06

t   ‒.998 ‒2.582* ‒3.745** ‒3.798** ‒1.419 ‒1.225 ‒3.078**

Female (185) 4.33 4.02 3.61 3.88 3.80 4.14 4.02

Male (183) 4.25 3.99 3.56 3.85 3.59 4.09 3.96

t 1.357 .511 .585 .344 2.286* ‒4.040** 1.256

High school or 
less (50) 4.02A 3.76A 3.04A 3.48A 3.37A 3.67A 3.65A

Bachelor's 
degree (286) 4.32B 4.04B 3.64B 3.90B 3.76B 4.17B 4.03B

Graduate 
degree (32) 4.39B 4.12B 3.89B 4.19C 3.66AB 4.36B 4.16B

F 7.015** 5.482** 15.053** 12.006** 4.021* 18.661** 16.455**

*p<.05, **p<.01
1): Sum of six dimensions of consumption value
FV: Functional value, EV: Emotional value, SV: Social value, ETV: Ethical value, SEV: Self-expression value, AOV: Autonomy- 
oriented value, CV: Consumption value
Letters A, B, and C indicate differences in mean values between groups as a result of Duncan's post hoc test.

Table 5. The difference in consumption value by generation, gender, and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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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행동 평균값을 확인했을 때 사회적 가치를 중시

하는 소비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실제로 많이 소비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가 사회 공동체 내

에서 구성원들의 인정과 반응에 관련되어 있음을 고

려하면 베트남 젊은 세대 구성원 사이에서 한국 콘텐

츠를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

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 한국의 전자/IT 제품과 

뷰티/패션 제품 소비가 베트남 소비자의 사회적 가치 

및 자기표현적 가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또

한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베트남 MZ세대 소비자에게 내재된 소비

가치 구조를 규명하고, 소비자 특성에 따른 소비가치 

차이와 글로벌 소비태도 및 한국 소비태도와의 관련성

을 확인하였다. 소비가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소비영

역에 관련된 모든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자 신념이며, 소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효용

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 관련 가치관과 라

이프스타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소

비자 집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

며, 나아가 향후 신남방 지역 및 MZ세대 관련 연구를 위

한 토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베트남 MZ세대에 집중하여 상품 관련 가

Category FV EV SV ETV SEV AOV CV1)

K-consumption2) .299** .518** .543** .505** .480** .378** .605**

K-pop .223** .418** .393** .386** .365** .273** .460**

Food .187** .343** .379** .341** .332** .214** .399**

Video .317** .396** .337** .324** .323** .333** .461**

Electronics/IT .259** .407** .457** .467** .439** .404** .530**

Beauty/Fashion .252** .338** .414** .345** .422** .259** .447**

SNS .186** .499** .485** .439** .396** .324** .518**

Game .174** .350** .422** .383** .284** .219** .408**

**p<.01
1): Sum of six dimensions of consumption value
2): Total mean of K-contents consumption behavior
FV: Functional value, EV: Emotional value, SV: Social value, ETV: Ethical value, SEV: Self-expression value, AOV: Autonomy- 
oriented value, CV: Consumption value
Among the categories, video content includes dramas, entertainment shows, and movies, and SNS content refers to the content of 
Korean influencers on SNS. Game content includes both online and mobile games.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each sub-dimension of consumption value and each Korean content consumption 
behavior

Variable FV EV SV ETV SEV AOV CV1)

Attitude toward 
Korea .374** .487** .460** .406** .336** .425** .566**

K-culture consumption 
intention .314** .478** .438** .391** .362** .404** .538**

Korea visit 
intention .408** .460** .387** .345** .264** .403** .525**

**p<.01
1): Sum of six dimensions of consumption value
FV: Functional value, EV: Emotional value, SV: Social value, ETV: Ethical value, SEV: Self-expression value, AOV: Autonomy- 
oriented value, CV:Consumptionvalue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each sub-dimension of consumption value and consumption attitudes towar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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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 및 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소비가치를 규명하고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개별 가치 추구의 차이를 조명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다차원적 소비가치 모델은 베트남 소

비자의 다양한 소비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MZ세
대의 소비가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소비가

치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heth et al.(1991)의 다

차원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네 가지 기본적인 하위 

차원과 함께 사회와 소비환경, 세대와 소비자 특성 변

화를 반영하는 소비가치인 소비공동체적 가치(윤리

적 가치) 및 소비자주체적 가치(자기표현적, 자율지향

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베트남에 거주 중

인 MZ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소비가치가 기능적 가치,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윤리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 자율지향적 가치

의 여섯 가지 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규명하였

다. 특히 기존에 밝혀진 소비가치 외에 적극적으로 자

신을 표현하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MZ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자기표현적 가치’ 및 ‘자율지

향적 가치’가 베트남 젊은 층의 소비생활에 중요한 기

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 문헌에

서 주로 ‘인지적 가치’ 차원으로 분류되고 논의되었

던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함께 도출되어, 이들에게 

새롭고 색다른 것에 대한 추구가 즐겁고 긍정적인 소

비경험과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세대 및 성별, 교육 수준의 소비자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소비가치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베트남 MZ세대 소비

자의 문화적 성향 및 글로벌 소비성향 관련 주요 변수

들과 각 소비가치 차원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하위 차원 중 

M세대가 Z세대에 비해 감성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윤
리적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M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연령대임에 비해, Z세대

는 주로 중학생~대학생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

기 및 수입 출처 등의 차이가 개인 소비의 추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Choi, 2021; Son et al., 
2020; Yim, 2021). MZ세대에 주목하기 시작한 초반에

는 두 세대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었으

나, 최근에는 M세대와 Z세대의 차이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Choi, 2021; Son et 

al., 2020),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베트남 MZ세대의 소비

가치 결과 또한 이러한 세대 간 소비가치의 차이를 반

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여섯 소비가치 요인은 글로벌 

시장 맥락에서 소비태도 및 행동 변수와 관련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 요인은 문화 개방성, 
글로벌 시민의식, 한국에 대한 태도, 한류 소비의도, 
한국 방문 의도 및 일곱 가지 한국 콘텐츠 소비행동 변

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

로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자국 혹은 글로벌 제품 소비

행동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연구결과는 일관적이

지 않다. 어떤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e.g., 문
화 개방성, 글로벌 시민의식 등)이 글로벌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나(Lee, 2019; Lee & 
Robb, 2016; Suh & Kwon, 2002), 관련성을 검증하지 

못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Javalgi et al., 2005; 
Sharma at al., 1994; Shimp & Sharma, 1987; Suh & 
Kwon, 2002).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다소 추상적인 개인

의 성격 특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비행동에는 직

접적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Matzler et al., 2006; Olver 
& Mooradian,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글로

벌 소비태도와 관련된 변수인 문화 개방성 및 글로벌 

시민의식과 소비가치의 관계를 밝히고 구체적인 글로

벌 소비태도 및 행동인 한국 소비태도, 한국 콘텐츠 소

비행동과 소비가치의 관계 또한 규명함으로써, 제안

된 베트남 MZ세대 소비가치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

타났던 문화적 성향과 글로벌 소비행동의 관계에서 

개인의 소비가치가 특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새롭게 제안된 베트남 MZ세대 고유의 소

비가치 요인과 인구통계적특성 및 주요 소비 관련 변

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표적 

소비자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MZ세대 소비

자의 문화 개방성과 글로벌 시민의식은 모든 소비가

치 하위 차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에

서도 문화적 개방성의 경우 감성적 가치 및 자율지향

적 가치와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글로벌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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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해외 문화에 더 개방적인 표적 고객들을 대상

으로 감성적이고 자율성을 지원하는 마케팅 전략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신남방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

구의 결과는 베트남 젊은 세대 소비자가 중시하는 가

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된 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실무자들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각 소비가치와 일곱가지 한국 콘텐

츠 소비행동 간 관계를 참고하여 각 분야 소비행동과 

관련된 소비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뷰티/패션 분야의 경우 모든 소비가치 하위 차원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서도 사회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MZ세대가 소셜 미디어

를 통해 자아를 드러내고 소셜 플랫폼에서 쇼핑을 적

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자신과 브랜드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모

션 전략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전체 한국 콘텐츠 소비

행동에 있어서는 감성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감성적 가치 차원에 

새로움과 심미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혁신적 

소매 서비스의 수용이나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한 태

도와 행동 등 최근 글로벌 소비시장의 주요 변화와 관

련한 MZ세대 소비자의 행동을 보다 타당하게 설명하

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비가치 구조가 유용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베트남 MZ세대 고유의 소비가치 모델 제

안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소비가치 관련 변수

와 측정 방법을 참고하고 수용하여 소비자 대상 설문

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소비가치 모델의 제안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면접과 같은 질적 방법을 통한 가

치 구조의 탐색이 요구되나 본 연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

범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빠르

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주요 시장인 베트남 MZ세대 소

비를 이해하기 위한 본 연구모델의 검증이 이루어지

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많은 조사과정이 선행되었으나 지리적, 
언어적 한계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와 베트남의 소비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탐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베트남 소비자와의 심층 인터뷰

나 소셜 미디어 네트노그라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

해 이를 보완하고, 베트남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

과 함께 이들의 소비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

다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특히 MZ세대 외 다른 세대와의 비교분석이 

진행된다면 베트남 MZ세대 소비자 집단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소비자 또는 다른 글로벌 소비자와의 비교가 더해진

다면, 한국 제품 및 브랜드, 콘텐츠의 글로벌화에 유용

한 자료를 얻는 동시에 현 시대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

비가치 구조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이해와 이론적 발

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음(승인 번호 IRB No. 2101/003-001).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다른 연구 주제를 위해 분석 

중이기에 공개가 불가함. 하지만 합당한 요청이 있어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교신저자

가 학술적인 증거로서 제공 가능함. 
 

4. 이해관계 상충

저자 EB는 2019년 4월부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지

만, 편집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이해관계 상충 문제

가 없음.
 

5. 연구비 지원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2980).
 

6. 저자의 기여

HJC는 연구의 구상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분석과 해석, 자료의 수집과 원고 작성의 전반적인 부분

을 담당하였음. EB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평과 논문 작

성에 참여하였으며, HKL은 연구의 설계와 분석 및 논문 

작성에 참여하였음. JYJ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중점

으로 담당하고 연구의 전체적 설계와 논문 작성, 저널과

의 소통 및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였음. HK는 연

구의 설계에 대해 참여하였고 분석과 비평에 대해 기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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