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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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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세대(영어: Millennial Generation) 또는 밀레니얼스(영어: Millennials) 또는 Y세대(영어: Generation Y)로 부

르는 X세대 뒤를 잇는 세대다. 전문가들은 1980년~199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2019년 기준 만 25세부터 만 39세까지를 

밀레니얼세대로 본다. 일부에서는 1995년에서 2000년 출생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과도기 세대로, 앞뒤 세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Z세대(영어: Generation Z)는 Y세대 다음 세대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1995년~200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또는 2010년 

초반까지 출생 세대, 2019년 기준 만 24세 이하를 Z세대로 본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또는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IT인프라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도 강하

다. 멀티태스킹에 능숙하고, 이전 세대와 달리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정치에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밀레니얼세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세대다.” - 제프 프롬 퓨처캐스트 CEO

“밀레니얼세대로서 새로운 직업 뿐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찾아 개혁해야 한다. 국내총

생산(GDP) 같은 경제지표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평가하

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내 메시지는 목적에 관한 것이다. 밀레니얼세대로서 우리 모

두가 각자 목적의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행복’을 찾는 열쇠이자 

사회를 진보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1]

“저의 다른 밀레니얼 친구들처럼 저는 저를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소속보다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에 근거해서 투표를 합니다.” 

- 이반카 트럼프 [2]

문화에 가장 개방적이고, 개성 표출을 즐긴다. 유명 브랜드보다 자신에 맞는 상품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

나 받는 것을 즐기며, 짧은 동영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위계에 의한 서열, 관습으로 자리 잡은 예우 등에 저항한다. 합리

주의와 개인주의를 우선하고, 실제 성과를 중요 가치로 본다.

“Z세대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로, 유년시절부터 모바일 디지털 

환경과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 세대다.” -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

“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삼성이 그

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왜 변하는지에 대해 꾸준히 고

민해왔다. 최근 가장 중요한 소비 집단으로 떠오른 Z세대는 삼성전자의 전략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영희 삼성전자 부사장 [1]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Z세대는 선배 세대에게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민다. Z세대

가 성년이 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 열풍이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권위를 앞

세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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