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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나아가 제품

구매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큰 두 축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이

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품 표시에서 제시되는 기능성 문구와 광고에서 제시되

는 기능성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표시와 광고를 통

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기능성 전달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는, 표시에서 제시되는 기능성 문구와 광고에서 제시되는 광고적 요소들에 대

한 정보 수용자인 소비자들의 반응과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현재 섭

취하고 구매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1,488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태도, 현재 제시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문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제시된 ‘단문’, ‘증상’, ‘기전’의 다양한 기능성 전달 문구에 대한 ‘이해용

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를 조사하였다.

식품 선택시 건강에 대하여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알기 위한 GHI 설문 결

과, 7점 척도에 평균값이 4.59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

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연령이 낮은 연령보다 GHI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한 설문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질문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질문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묻는 질문들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하

여 각각 ‘Reward', 'Confidence', 'Necessity'라는 요인명을 부여하고 각 특성

에 대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세 가지 특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Confidence'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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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Reward', 'Necessity'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Reward',

'Confidence'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낮은 연령보다

높은 연령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제시되는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자문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기능성들을

추려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퀴

즈 형식의 질문들을 소비자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4문항 중 3개 이상을 맞

춘 비율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 기능성 문구에 대하여 소비자들

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성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전립선 건강 유지’가 정답률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가 27.5%로 그 뒤를 이었

다.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간 건강’과 ‘면역 과민반응 개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구에 사용된 표현 자체의 어려움, ‘미디어 및 광고에서의 잘못된

지식의 고착화 등을 낮은 정답률의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낮은 이해도

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자 교육, 홍보 등의 방법이 제시되나, 기능성 정보는

다른 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관심과 필요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법들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소비자 중심적

이고 친화적인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을 개발하고 찾아내기 위하여 기능성 문

구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반응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였다.

‘단문’, ‘증상’, ‘기전’이라는 3가지의 기능성 전달 문구 및 예시들을 소비자

들에게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이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를 조사한

결과, ‘단문’의 경우 ‘이해용이도’는 높았으나 ‘신뢰도’와 ‘구매욕구도’ 평가는 낮

았으며, ‘기전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이해용이도‘는 낮았으나 ’신뢰도‘와 ’구매

욕구도‘ 평가는 높았다. ’증상‘ 문구는 ’이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 모두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들의 성별, 연령대, GHI, 건강기능식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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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와 문구 종류와의 상호작용이 문구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성별과 연령대, GHI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및

이점에 대한 인식,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게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및 이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기대가 높은 집단에서 ‘기전’ 문구의 효과는 낮은 집단의 결과보다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이해용이도’ 뿐만 아니라 ‘신뢰도’, ‘구매욕구도’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문구들에 비하

여 낮은 이유는, 어렵고 생소한 용어의 사용, 과학적인 개념의 등장, 긴 문장

으로 인한 가독성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표시에 제공되는 기능성 문구는 공

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주로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데,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많은 정보가 한 문장

에 전달되는 것은 문장의 가독성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기능성을 전달하는 문구의

길이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한 문구 안에서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미지(그림),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

기능성을 설명하는 도표, 특허 정보, 권위자의 설명 등의 광고에서 사용되는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 및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본적

인 태도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목도, 이해용이도, 정보충분도, 공감도, 신

뢰도, 구매욕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성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광고 요소들을 조합하여

6개의 광고안을 제작하였으며, 300명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에게 한 사람당 4

개씩의 안을 보여주며 광고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섭취필수도’, ‘효과신뢰도’, ‘구입전 정

보수집도’, ‘광고관심도’, ‘광고내용신뢰도’ 등 5가지의 항목에 대하여 소비자들

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광고관심도’를 제외한 다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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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높은 연령층이 낮은 연령

층에 대비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제시된 6가지의 옥타코사놀 광고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한 결

과, 단순히 이미지만을 제시한 광고안들에 비하여, 원료와 기능성에 대한 정보

가 함께 제시된 광고안들에 대한 반응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 그래프 형태의 시험 결과 제시, 특

허, 권위자의 설명 등의 방법은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서의 유의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허, 권

위자의 설명 등의 광고 요소는 요인을 야기하는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은 매우 짧다. 따라서 광고 내 여러 가지 정보들

중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광고 내 모든 정보의 정확한 사용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담

보되어야 한다.

성별, 연령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가 광고안과 상호작용을 하여 광고

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광고안과 성

별, 광고안과 연령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섭취필수도’는 ‘주목도’,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효과신뢰도’와 ‘구입전 정보수집도’는 ‘주목도’, ‘공감도’,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광고내용신뢰도’는 ‘이해용이도’, ‘주목도’, ‘공감도’,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상호

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능성 정보를 자세

하게 제공하는 것은 이미지만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광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느끼고,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신뢰하며, 구매하고 싶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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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고

에 있어서의 소비자 중심적인 전달 방법이란, 단순히 이미지와 문구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용어의 사용

과 표현 방법이 소비자 친화적이라면, 광고는 과학적인 내용 또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표시와 광고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볼 수 있다.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정보일 뿐이다. 보다 더 정확하게 제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것을 섭취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시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광고를 통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

호 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 규제 완화, 정보 공개 등 제도적

보완 등이 요구된다.

주요어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소비자 인식도, 광고, 표시

학 번 : 2008-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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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식품의 표시와 광고는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정부가 식품에 기능성

에 대하여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성 내용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이를 제품 선택에 잘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장되고 거짓된 광고를 우려하여 소비자를 보호하

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감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기업들은 기

업 활동의 매우 중요한 도구인 표시와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정보 전달을 위한 표현 방식과 기법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 한다. 바로 여기에서 소비자 보호, 과학적인 규제, 자유로운 기업 활

동이 부딪치게 된다.

식품의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1990년대까지는 과학

적인 규제, 소비자 보호의 개념이 크지 않았으므로, 과학자들에 의해 밝

혀진 식품의 생체조절기능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증없이 그대로 마케팅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표시 및 광고들이 범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

어들면서, 정부는 소비자가 표시와 광고의 기능성 내용에서 정확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보건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

능성에 대한 표시와 광고를 관리하려 하였다(KFDA 2007).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움직임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하여 평가된 기능성을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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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한 것을 들 수 있

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들을 제정하고 운

영하며 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학계와 정부가 상호 합의를 이루어 갔으나,

기능성 표시와 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와 자유로운 기

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들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생체조절기능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고 그것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소비자

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표시 및 광고로서의 기능을 완수한 것

이라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그 제품 또한 식품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하

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식품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

미는 소비자가 그 식품을 선택하였을 때 기대했던 특성, 즉 맛, 영양, 생

리활성 등에 대하여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기능성 내용에 대하

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은 제

품을 선택할 때 기대하였던 특성과 실제 섭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특

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오용 혹은 과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정말 필요로 하는 소비자

가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보건 정책과 기업 활동의 성패를 가르

는 중요한 열쇠이다.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경험을 통하여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

경험재로 대개 분류된다. 이러한 경험재의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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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측면에서 식품의 특정 정보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식품

의 기능성 정보에 대한 전달은 과학적 지식 및 이해와 관련이 깊다는 정

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기

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강 및 영양적 지식은 소비자가 식품 표시 정보

를 사용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Bhaskaran 등

2002, Bower 등 2003, de Jong 등 2003, Cox 등 2004, Urala 등 2004,

FSANZ 2005, Verbeke 2005, KFDA 2007, Leatherwood 등 2007,

Petrovici 등 2012, Lähteenmäki 2013, Miller 등 2015), 권위성에 대한

언급, 즉 권위있는 기관의 승인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신뢰도 향상

에 기여한다(Singer 등 2006). 또한, 기능성 표시의 길이 등 전달 형태

또한 소비자의 태도 및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Levy 등

1997, Wansink 등 2001, Kang 등 2008), 전달하는 내용의 수준, 즉 작용

기전, 증상 등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도 소비자의 반응이 달라져, 단순

하고 간단한 표현보다는 작용기전, 증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

게 표시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으며, 시각적인 도구 또한

소비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KFDA 2006, Kim 등

2010, Bio Food Network 2012).

하지만 기능성 전달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등과 관련하여 제외

국의 규정들과 연구 결과들을 바로 우리에게 대입하기는 쉽지 않다. 국

가마다 가지고 있는 보건 정책의 주요점들이 다르고, 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책의 틀이 다르며, 고유한 문화적·환경적 배경

아래에서 쌓여온 소비자들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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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만도에 대하여 위험을 인지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소

비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행하고 있는 국가의 소비자들과, 비만도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국가의 소비자들의 체지방 감소 관련 기능성 내용

에 대한 생각과 이해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정책적 차

원에서 영양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을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

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

전달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시되는 기능성에 대하여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77.1%가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기능성 문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면역 과민반응 개선’,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 ‘간 건강’, ‘전립선 건

강 유지’ 등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여 인정되어 실제 제품에 표

시되고 있는 기능성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측정한 질문에서는 4

가지 기능성의 평균 정답률이 30% 이하에 머물렀으며, 가장 높은 정답

률을 기록한 ‘전립선 건강’의 경우에도 50%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것을

보아, 식품의 기능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분야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연구와 발전을 거듭한 반면, 평가된 기능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서는 여전히 미흡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조차도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 2014년 발표된 건

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 및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구매시 중요

하게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 중 1순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제조회사/

판매회사가 믿을 만하다’(18.3%)는 응답이었다. 그 뒤로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14.9%),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좋다’(11.6%)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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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이었다. 기능성 내용의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하는 건강 문제

와 제품 성분이 잘 맞는다’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4.6%에 불과하였

다. 선택한 순위를 3순위까지 늘려본다고 하여도, ‘고민하는 건강 문제와

제품 성분이 잘 맞는다’의 순위는 전체 중 7번째 정도에 그치고 있다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2014).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 그 제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하려기보다,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보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소비자들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보건 정책과 기

업 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신에

게 적합한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료비의 절감, 연구한 결

과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꾀하고 높은

이윤을 얻으려는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가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소비자에서

출발하여 정부와 기업을 향하는 한 방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능성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건강 증진이라는 두루뭉술한 개념만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

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며, 소극적 투자로 인한

신제품 개발의 지연과 둔화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공급받

을 수 없도록 한다. 결국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 한 가지로 기능성 표

시와 광고의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중심적인 전달 방법을 찾는 것이 제

안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중심의 표시와 광고를 위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

관련 소비자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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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소비자 조사는 여전히 소비자의 구매 및 섭취 행태 등에 주로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광고에 관련한 연구들 또한 건강기능식품 매체

내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시에서 제시되는 기능성 문구와 기능성 광고

요소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관찰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적 요소들을 살펴봄을 통하여, 표시와 광

고를 통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기능성 전달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제품의 표시에서 제시되는 단문, 증상, 기전의 세

가지 기능성 문구가 소비자들의 이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 기능성을 설명하는 도표, 특허 정보, 권위자의

설명 등 다양한 전달 방법들이 주목도, 이해용이도, 정보충분도, 공감도,

신뢰도, 구매욕구도 등의 광고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들이 그 평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찰함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의 바람직한 기능

성 전달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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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e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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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표시와 광고에 관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표시와 광고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양 정보와 기능성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어떠한 표현이 소비자로 하여

금 과장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가, 소비자의 어떠한 특성이 표시를 이

해하고 활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1. 기능성 표시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성인 1,403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표시의 유무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결과, 기능성 표시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상승하고

건강 효과가 더 큰 제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두고 연구자

는 기능성 표시가 후광 효과(halo effect)라고 일컬은 바 있다(Roe 등

1999). 또한 기능성 표시가 식품의 건강함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은 영양 표시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

으며(Ford 등 1996), 덴마크, 핀란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능성

표시가 있는 식품의 건강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능성

표시, 제조공정, 제품의 형태 등의 상호작용은 건강함에 대한 소비자 인

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관찰된 바 있고(Bech-Larsen and

Grunert 2003), 기능성 표시는 제품의 신뢰도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Schroder and Horsburgh 1977). 호주에서

149명에게 일반식품 형태의 제품(요거트, 차, 수프 등)에 10가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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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표시를 연결시켜 흥미도, 신뢰도, 독특성 및 섭취 의향을 조사한 결

과, 모든 기능성 표시들이 중간 이상의 흥미도를 보였으며 흥미도, 신뢰

도, 독특성은 섭취 의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이 더 건강한 식품이라고 기대

하도록 하며, 질병의 예방에 대한 표시는 일반적인 생리적 기능에 대한

표시보다 이 효과가 뛰어나다(Williams 등 2008). Dean 등은 기능성 표

시를 하는 식품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건강 영향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Dean 등 2012), 이는 곧

소비자들이 기능성 표시를 하는 식품에 대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V 광고를 통하여 건강에 좋

은 식품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신념

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한 보고되었다(Dixon 등

2007).

반면, 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식행동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Williams PG 2006). 이와 유사하게 소비

자들은 기능성 표시로 인하여 그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며,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과 맛에 대한 기대

를 도리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Orquin and Scholderer

2015).

Urala와 Lähteenmäki는 유산균 요거트, 유산균 주스, 유산균 아이스

크림 등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기능성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맛, 기능성 등 여러 개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일반 식품 형태의 제

품인 경우 소비자들은 그 매트릭스에 따라 그 제품을 인식한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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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Urala and Lähteenmäki 2003). 즉, 기능성 표시가 그 제품의 인식

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에서 과일 주스의

구매 의향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맛에 주로 좌우되며 기능성 표시에 대

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Sabbe 등 2009). 하지만 기

능성 표시가 맛이 없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맛이 매우 좋지 않은 과일 주스

의 경우, 기능성 표시를 추가함에 의하여 선호도가 기능성 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증가함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은 층

과 여성에게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도 불구하고 기능성 표시

가 맛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Vidigal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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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성 전달 방법

기능성 정보의 양과 관련하여, “happy medium”이라는 개념이 제안된

다.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소비자들이 기능성 정보를 이해하는 데

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는

소비자가 수행하는 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인정하여 왔다

(Malhotra NK 1982). 제품의 앞면에 하나의 긴 문장으로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앞면에 짧은 표시와 함께 뒷면에 추가적 문장을 제공한

것을 비교하였을 때, 후자의 경우에 소비자의 정보 사용도와 이해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더 짧은 기능성 표시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와 신뢰도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는 보고도 있다(Wansink 2001,

Wansink B 2003, Wansink 등 2004). 유사한 연구가 호주에서도 진행되

었는데, 호주에서도 또한 기능성 정보를 앞뒷면에 나누어서 표시하되 앞

면에 짧은 기능성 표시를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로 하여금 표시 정보를

사용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Singer 외 2006). 또한 미국에서는 qualified health claim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짧은 문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Derby and Levy 2005, Kapsak 등 2008).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

는 특성은 저마다 다르다. 북유럽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짧은 언급뿐 아니라 원료, 생리적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긴 기능성 표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Grunert 등 2009), 우리나라에서는 작용기전이 포함되지 않은 간단한

문장의 기능성 정보와 작용기전이 포함된 긴 문장의 기능성 정보를 비교

한 결과, 85.3%가 긴 문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더

믿음이 가서,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가 제시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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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ang 등 2008). 다른 연구에서는 짧은 문장에 대한 선호의 원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 전달을 들고 있다. 소비자들이 어떠한 표현에 대

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쇼핑 과정에 있어 시간을 낭비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Mariotti 등 2010).

기능성 정보의 형식과 관련하여, 그래픽 정보의 도움 여부에 대한 연

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의 등급에 대하여 어미를 변화시킨 문장으로 제시되었을 때와 그

래픽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그 등급의 차이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im 등

2010). 그 결과 소비자들이 그래픽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을 때 그 등급

의 차이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한 연구가 qualified health claim에 대하여 미국에

서 진행되었는데(France and Bone 2005, Hooker and Teratanavat

2008), Health claim과 qualified health claim의 차이를 인정된 문장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인식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래픽 정보가 health claim 간 수준의 차이

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덴마크와

스페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연구에서 상징(symbol)을 제시한 후 주어진

기능성 내용과 관련하여 잘 표현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결

과, 상징이 언어적 표시보다 관련성,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Carrillo 등 2014). 또한 Corney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포장 박스를 컴

퓨터 화면으로 보여주고 각각의 정보에 대하여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단에 제시되는 정보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으며,

브랜드 정보가 함께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강조 표시 정보보다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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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식품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정보

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압도적인 수가 브랜드보다는 강조 표시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Corney 등 1994).

기능성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사용하는 단어 또한 소비자의 기능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능성 내용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의 수

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may/might, can, will, promising,

inconclusive” 등의 표현에 의하여 기능성 내용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Nocella and Kennedy 2012). 단어 ‘may’가

사용되지 않는 기능성 표시는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

만, 다른 대상자들에게서는 언급된 기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기도 하

는 등 대조적인 영향이 모두 보고되고 있다(FSA 2002, FSANZ 2005,

Williams 2005). 하지만 단어 ‘may’의 유무는 소비자의 기능성 표시 인지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Kapsak 등 2008, Grunert 등 2009)도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의 수준을 표현

하는 문장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

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KFDA 2007). 단어 ‘can’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may’보다 더 확실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FSA 2002).

기능성 정보의 내용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Van

Trijp은 소비자에게 6가지 기능성 내용과 원료(심혈관계 질환-식물스테

롤, 스트레스-발레리안 추출물, 장 면역-유산균, 피로-탄수화물, 비만-식

이섬유, 집중력 저하-카페인)과 관련하여 각각 5가지 종류의 기능성 표

현을 제시하고 이해용이도, 신뢰도 등을 관찰하였다. 각 국가들(미국, 영

국, 독일, 이탈리아)마다 결과는 조금씩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심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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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대한 표현들을 비만에 대한 표현들보다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이 관찰되었다. 원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표시가 이해하기 쉽지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되었으며, 함량에 대하여 언급하는 표시가 가

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뢰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기능성에 따라 모두 다름을 감안하여야 한다(van Trijp

and van der Lans 2007). 제품의 기능성과 건강에의 영향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정보가 주어질 때 소비자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Dean 등 2012) 또한 표시뿐 아니라 광고에서도, 제공되는 메시

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여러 가지 광고 요소

들(원료에 대한 설명, 과학적 근거 사용 등)을 달리한 광고들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 특허, 인체시험 정보

등이 제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

하였다(Kim HS, 2014). 그리고 광고의 메시지의 형태와 프레이밍을 달

리한 건강증진 광고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결과, 분리 프레이밍보다는 통

합 프레이밍(‘계단 한 칸’보다는 ‘건물 한 층’)으로 제시하는 것이, 메시지

가 이득의 형태보다는 손실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계단을 이용하면’보

다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증진 노력 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즉 광고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Kim 등 2015). 또한 유제품 디저트를 소재로 하여 표시에 원료와 관련

하여 학명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제품의 건

강성에 대한 인식, 구매의향 모두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학명을 제

시하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기능성 표시를 제시

하지 않을 때이며, 기능성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학명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Ares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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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기능성 표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소들

표시와 광고를 통하여 전달되는 기능성 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에

는 기능성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등의 기술적인 요소만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다. 기능성 표시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인식, 맛, 가격, 소비

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식, 본인과

주변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등이 다양하게 관여할 수 있다.

건강식품(바)에 대하여 맛을 언급하는 광고와 영양소 함유를 언급하

는 광고, 비건강식품(치킨)에 대하여 맛을 언급하는 광고와 영양소 함유

를 언급하는 광고를 비교하였을 때,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에 대하여 이미

건강과 관련된 제품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맛을 언급하는 광고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즉, 영양이 풍부한 제품임을 이미 전제로 하고 거기에 맛

까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건강

식품의 경우, 이미 건강에 좋지 않지만 맛이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

으므로, 영양에 대하여 언급하는 광고에 대하여 높은 반응을 보였다(Jin

and Yoo 2013). 그리고 음료로 수행한 유사한 연구에서는 건강음료의

경우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웰빙과 다이어트 등에 대

한 높은 관심으로 인하여 광고의 메시지도 영양을 언급하는 광고에 높은

반응을 보이는, 음료가 아닌 식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Jin and Yoo 2014). 비스킷, 과자 등의 기호 식품보다 빵 등의 주

식에 대하여 기능성 정보가 제시될 때 소비자의 인지가 높다는 결과 또

한 보고(Dean 등 2007)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은 사탕 등의 기호 식품

에 제시되는 영양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식품에 대한 기존 인

식에 따라 기능성 표시에 대한 인식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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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다(Balasubramanium and Cole 2002, Van Kleef 등 2005). 또한 덴

마크와 스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성 표시와 상징을 보여준

후 신뢰도와 선호를 측정한 연구에서, 덴마크 응답자들의 기능성 식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스페인 응답자들의 그것보다 부

정적인 것이 전반적으로 덴마크의 결과가 스페인보다 낮게 나온 것에 대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Carillo 등 2014). 스웨덴인 80명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기능성 표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이전의 식경험,

즉 그 제품에 대한 이전의 섭취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Svederberg and Wendin 등 2011).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 식

품의 형태, 그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 등으로

인하여 기능성 정보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는 달라질 수 있다. Sijtsema

와 Backus는 이에 대하여 기능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과 관련된 소비자 용어를 원료 등의 제품 특성에 적합하

도록 변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Sijtsema and Backus

2009).

식품의 원료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섭취 여부 또한 기능성 정보 전달

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콩을 원료로 한 식품에 FDA의

승인을 강조한 과학적인 문구와 FDA 승인 정보가 없는 문구를 적용하

여 비교하였을 때, 콩에 대해서 자주 먹지 않는 사람들은 FDA 언급 여

부와 상관없이 식품의 소비의향이 늘어난다. 하지만 콩 식품을 이미 규

칙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문구들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로서 콩의 소비 수준이 기능성 정보의 소비자 행동에 대

한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인자임이 확인되었다(Moon 등 2011). 또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섭취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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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성 표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Urala

등 2003).

제공되는 기능성 정보의 수용도에 대하여 가장 관련이 깊은 인자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이해 정도라 할 수 있겠다. 소비자가 가지

고 있는 영양적 배경 지식은 일반적인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오인을 줄

일 수 있도록 하며, 영양소 함량과 질병 위험 평가의 관련성 언급의 영

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Andrews 등 2000,

Williams 2005, Brennan 등 2008). 패스트푸드 광고에 영양 정보, 기능성

정보, 일반적인 건강에 대하여 언급하는 정보를 적용하여 3가지 광고물

에 대한 광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는 기

능성 정보가 적용된 광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건강관

심도가 낮은 소비자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나 영양 정보가 적용된 광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Duanxiaofei 2012), 건강에 더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기능성 정보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영국의 성인들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류의 소비와 관

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건강, 맛, 가격 등이 제시되었으며(Richardson 등

1993), 영국,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의 2,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보다 본인의 건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 기능성 정보의

영향이 큰 것이 관찰되었다(Dean 등 2012). 헝가리인 1,000명을 대상으

로 하여 그들의 식품과 관련된 행동 및 기능성 식품의 소비 패턴을 조사

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식행동 분류가 이성적인 그룹,

보수적인 그룹, 그리고 모험적인 그룹이 기능성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있으며 단순하거나 무관심한 그룹에서는 기능성 식품 섭취 빈도가 떨어

지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 보수적인 그룹은 건강에 대한 염려, 모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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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호기심 등의 이유로 기능성 식품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행동/건강행동이 기능성 식품의 선호와 관

련성을 가진다고 결론을 지었다(Szakaly 등 2012). 이러한 결과에서도

건강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이 기능성 표시의 수용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세에서 26세 사이의 젊은 소비자들

275명에게 기능성 표시와 함께 요거트, 마요네즈, 음료 등의 기능성 식품

을 제시하였을 때, 식품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기능성 식품에 대

한 신뢰와 안전성에 대한 태도, 식품 선택시 건강에 대한 고려도에 의하

여 섭취 의향이 영향을 받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기능성 식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식품 선택시 건강 고려도가 높은 사람은 유산균 요거

트와 저지방 마요네즈의 사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Zychowicz MJ 2009). 또한 정보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는 냉소적인 응

답자보다 기능성 표시가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유방암 등

이 언급되었을 때 여성 응답자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되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 개인의 관여도가 기능성 표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Urala 등 2003). 유사한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 확

인되는데, 유제품 디저트의 건강성과 구매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이

조사 대상인 항산화 기능과 식이섬유의 기능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친숙

하기 때문에, 원료명에 대하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Ares 등 2009).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오랫동안 소비자들

이 쉽게 접하여 온 원료들이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 짧은 시간

노출되어 온 원료들에 비하여 소비자의 인지가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원료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없

고, 결론적으로 특정 원료의 건강한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좋은 반응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Siro 등 2008). 또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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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89명을 대상으로 한 정성 연구 및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량 연구를

수행하여 바탕이 되는 식품의 종류, 기능성 정보의 수준에 따른 기능성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소비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조기능

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내용, 즉 칼슘과 뼈, 육류와 근육, 곡류와 에너

지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기능성 정보에 대하여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Masson 등 2016).

인구통계학적 정보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능성 표시가 맛이 없

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보고

에서, 그 효과는 고연령층과 여성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idigal

등 2011).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기능성 표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원료와 기능성 내용에 따라 다르

며, 칼슘, CLA 등에서는 여성이 높았으나 시토스테롤은 성별로 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Urala 등 2003). 같은 연구에서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단기간의 기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표시에 대해 흥미를 갖는 반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는

표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기능성

표시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 건강성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Ares 등

2009). 중년과 노인이 젊은 층에 비하여 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며 관절, 비타민 보충, 오메가 3와 오메가 6 보충, 면역 강화에 도움

이 된다고 표시하는 유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구매율을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Bhaskaran and Hardley 2002, Lalor 등 2011). 이러

한 결과들로 보아, 여성이 건강한 식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성을 소구하는 식품에 대하여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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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zin 등 1999, de Jong 등 2003, Bogue 등 2005), 노년층이 젊은 층에

비하여 기능성 표시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능성 정보의 종류도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지

목된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함량에

대한 표시, 구조기능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등 기능성 표시를 다르

게 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소비자들은 구조기능표시와 질병발

생위험감소표시의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인지하였다 할지

라도 원료 및 기능성 내용, 관련한 식품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

였다(van Trijp and van der Lans 2007). 특정한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

는 기능성 표시(콜레스테롤 저하)와 일반적인 건강(식이섬유 보충)에 대

하여 언급하는 기능성 표시를 비교하였을 때, 남성은 특정한 기능성 효

과에 대한 표시에 대하여 더 크게 인지하고, 여성은 일반적인 건강에 대

한 표시에 대하여 더 크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

는 건강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져서, 건강에 대한 주의 필요도가 높은

남성의 경우 특정한 기능성 효과 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건강

에 대한 주의 필요도가 낮은 남성은 일반적인 건강 표시에 대한 인지도

가 높았다(Dean 등 2007).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은 비단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제품,

전달 방법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Figure 2와 같이 도

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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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understanding of health

claims(Nocella and Kenned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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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기능성 정보 전달을 위한 표시 문구에 대한 연구

1. 2012년 소비자 조사

1) 기능성 내용 이해도 조사를 위한 후보 기능성의 도출

2012년 수행된 선행 연구(Bio Food Network 2012)에서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

에 활용하기 위한 후보 기능성 내용들을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서, 2010년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자료와 2007년에 수행된 건강

기능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즉, 2010년 건강기능

식품 생산 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연도별 품목별 내수용 생산액에 따라

상위에 올라있는 제품들의 기능성 내용들과 2007년 바이오푸드네트워크

에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제품개발 전략 종합 보고서 및 종합 마케팅

가이드북 중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대하는 기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

답들을 조합하여 18가지의 기능성 내용을 추려내었다.

두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모아진 18가지의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건

강기능식품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 6인,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법규 전

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하여, 제품의 판촉 및 광고 제작 과정 중 소비자에

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 현재와는 다른 표현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기능성 내용 14가지를 다시 추려내었다.

이러한 14가지의 기능성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마케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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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법규 전문가들로부터 기능성 내용들을 전달하

는 새로운 표현들의 사례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렇게 모아진 표현들

은 건강기능식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 조사(Focus group

interview)에 활용되었다.

정성 조사에서는 30대 - 50대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에게 14가지 기

능성과 추가 표현들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능성 4

가지, ‘면역 과민반응 개선’, ‘눈 건강’, ‘간 건강’, ‘전립선 건강’을 최종적

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4가지 기능성은 소비자들의 기능성 내

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량 조사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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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정보 전달 문구의 도출

앞서 언급된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표

시 및 법규 전문가들의 자문 및 정성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기능성 정

보를 전달하는 문구의 형태 및 내용이 크게 3가지로 모아졌다. 이 첫 번

째는 제품을 섭취하여 개선되는 증상에 대하여 언급하는 문구, 두 번째

는 제품 섭취시 기능성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는 문구, 세 번

째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섭취시 개선되는 부분을 간단한 문장으로서 표현하는 문구였다(Bio

Food Netwo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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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량 조사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정보 전달 문구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해도와 문구에 대한 반응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검증

하기 위하여 정량 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 및 5대 광역시(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및 대전) 거주자로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였으며 구입 시 의사 결정에 관

여하고, 현재 정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20대부터 60대

까지의 1,4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448명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은 2011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구조 조사 중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

품을 구입하고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의 구성비를 적

용하여 배분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서울 및 5대 광역시에서 대인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1과 같다. 총 1,448명

중 성별은 남성이 462명, 여성이 986명으로 각각 31.9%와 68.1%를 차지

하였다. 연령대를 비교하여 보면, 20대가 146명, 30대가 325명, 40대가

452명, 50대가 357명, 60대가 168명으로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고 50

대가 24.7%, 30대가 22.4% 순이었다. 지역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이 46.5%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4%, 대구 12.9%, 인천 11.9%

순으로 나타났다(Bio Food Netwo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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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Description of respondents

Area

Seoul Incheon Busan Kwangju Daegu Daejeon Total

Gender

Male 198 66 80 23 59 36
462

(31.9%)

Female 476 107 158 53 128 64
986

(68.1%)

Age

20-29 78 12 25 2 16 13
146

(10.1%)

30-39 131 43 55 19 46 31
325

(22.4%)

40-49 192 72 65 22 69 32
452

(31.2%)

50-59 183 32 61 21 40 20
357

(24.7%)

60-69 90 14 32 12 16 4
168

(11.6%)

Total
674

(46.6)

173

(11.9%)

238

(16.4%)

76

(5.3%)

187

(12.9%)

100

(6.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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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성 내용에 대한 이해도

소비자들이 제시된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앞에서 도출된 4가지 기능성에 대하여 4가지 내

지 6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

는 표현인 ‘면역 과민반응 개선’,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 유지’, ‘간 건강’, ‘전립선 건강 유지’ 등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지로 제시

된 예시들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마케팅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법규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정성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소비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다.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대하여 제시된 선택지는 1)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완화됨, 2) 스트레스, 노이로제 개선, 3) 긴장했을 때 화장실에

자주 가는 등의 민감한 증상 개선, 4) 꽃가루 등 자극에 의해 코가 막히

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의 반응 개선, 5) 면역력이 증진되어 감기 등의

병이 안 걸리게 됨, 6) 기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역 과민반응

개선’을 위해 검토하였던 자료 및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정답은 4)번이

었다.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에 대하여 제시된 선택지는 1) 눈과 관련된 질환(백내장, 건조증, 야

맹증 등) 예방 혹은 개선, 2) 시력 저하 예방 혹은 개선, 3) 나이가 들어

나빠지는 눈(침침함 등) 개선, 4) 눈의 피로함 개선, 5) 기타였으며, 가장

관련이 깊은 선택지는 3)번이었다.

‘간 건강’과 관련하여 제시된 선택지는 1) 피로 회복, 2) 숙취 해소,

3) 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효소 등의 수치를 낮춤, 4)기타였으



- 28 -

며, 해당 정답은 3)번이었다.

‘전립선 건강 유지’의 선택지는 1) 나이가 들어 커지는 전립선 상태의

개선, 2) 남성 성 기능 회복, 3) 요실금 개선, 4) 기타였으며, 정답은 1)번

이었다(Bio Food Netwo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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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태도 평가

(1) General Health Interest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을 얼마나 고려하는가는 식품과 건강과의 상관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선행 연구에서

Roininen 등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건강한 섭취에 대한 8가지의 질문이

모아진 요인을 찾아내었으며 이 요인을 GHI(General Health Interest)라

명명하였다(Roinninen 등 1999). 이후 GHI는 식품 선택, 건강과 식품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GHI의 8가지 질문은 Table 3-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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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Description of the attitude scales describing GHI of

consumers

Statements

1 R
The healthiness of food has little impact on my food

choices

2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I eat

3 R I eat what I like and I do not worry much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4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is low in fat

5 I always follow a healthy and balanced diet

6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aily diet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7 R The healthiness of snacks makes no difference to me

8 R I do not avoid foods, even if they may raise my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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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

Urala와 Lähteenmäki는 기능성 정보를 표시하는 식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복수의 질문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

여 기능성 정보 표시 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측정하고 분류하는 작

업을 꾸준하게 하여 왔다(Urala and Lähteenmäki 2004, Urala and

Lähteenmäki 2007).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07년의

연구에서 사용된 25가지의 질문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태도를 7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Bio Food Netwo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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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성 정보 전달 표시 문구에 따른 평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문구의 형태 및 내

용은 식품 섭취시 개선되는 증상에 대하여 언급하는 문구, 식품 섭취시

기능성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는 문구, 섭취시 개선되는 부분

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문구, 이렇게 3가지로 모아진다. 이러한 표현 방법

들을 각각 ‘증상’, ‘기전’, ‘단문’이라 명명하고, 각각에 대하여 소비자들에

게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이하 이해용이도), ‘제품의 효

능․효과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이하 효과신뢰도), ‘각각의 문구로 인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드는가’(이하 구매욕구도)의 3가

지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능성 정보 전달 문구를 제시할 때에는 각 방법에 대하여 예시를 함

께 제시하였다. ‘단문’의 예시로는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혈당 조

절, 혈압 조절이 제시되었으며, ‘증상’의 예시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갱년기 전후로 나타나는 홍조, 우울증 등을 개선이 사용되었다. ‘기

전’을 위해서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킴, 혈액 중

지방과 결합하여 지방 배출을 쉽게 하는 것을 통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감소를

통한 긴장 완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

여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함이 예시로서 제시되었다(Bio Food Netwo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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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2년의 소비자 조사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정량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분석하였다(IRB E1608/001-004).

GHI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시 건강 고려도를 측정한 것을

분석할 시에는 부정 질문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환산하였으며, 중간

값, 평균값, 왜도, 첨도 및 양 군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를 고려하여 4.59

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4.59점 이하인 경우 ‘하’군, 4.59 점 초과인 경우

‘상’군으로 분류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를 분석할 시에는,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질문을 분류하고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요인 분석 중 공

통성과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인 질문들이 모두 제외될 때까지 요인 분

석을 수행하여 일차적으로 25가지 질문 중 15가지의 질문을 추려내었으

며, 이를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요인 내 질문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요인들 중 하나에 대하여 cornbach's alpha의 값

이 0.256으로서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0.6보다 작았으므로, 해당 요

인으로 분류된 3가지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 문항, 3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이 된 12가지의

질문들은 Table 3-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부정 질문에 대해서는 역으

로 점수를 환산하였다.

분석 대상인 3 요인에 대하여 Urala와 Lähteenmäki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각각 Reward, Necessity, Confidence로 명명하였다(Urala and

Lähteenmäki 2004, Urala and Lähteenmäki 2007). 요인에 대한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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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 결과는 Table 3-3에 제시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결과를 다른 조사 결과들과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대

상자별, 요인별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분포들의 중간값, 평균값, 왜

도, 첨도 및 양 군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를 고려하여 요인별 두 군으로

대상자들을 분류하였다. 즉, Reward는 5.022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값

이 5.022점 이하인 경우 ‘하’군으로, 5.022점 초과인 경우 ‘상’군으로 분류

하였고, Necessity는 5.01점을 기준으로, Confidence는 4.54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각 변수들, 즉 GHI,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분

석은 t-검정(Student's t-test)을 이용하여, 연령대에 따른 분석은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를 사용하여 문구 평가에 대한 문구의 종류, 성별,

연령, 정답률, GHI,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의 효과 및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에 대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t-검정(Student's t-test)을 진

행하여 집단 간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사후 검정은 scheffe를 사용하였으

며, 집단 간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결과

를 보였으나 사후 검정시 유의차를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duncan을 사

용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성은 p<0.05인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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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escription of the attitude scales describing consumers' attitude toward Health Functional Foods

Statements

Factor analysis Reliabitlity

Confidence Reward Necessity Communality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19 HFFs are science-based top products .758 .607 .653

.733

22 Using HFFs is completely safe .729 .556 .685

17 The safety of HFFs has been very thoroughly

studied
.705 .508 .693

18 I believe that HFFs fulfil their claims .682 .544 .663

1 I believe that we should have HFFs for health .766 .642 .720

.752

2 My performance improves when I eat HFFs .740 .634 .677

4 HFFs make it easier to follow a healthy lifestyle .652 .516 .707

8 The idea that I can take care of my health by

eating HFFs gives me pleasure
.596 .508 .720

25 I get pleasure from eating HFFs .511 .509 .715

5 R HFFs are a total sham .770 .619 .494

.638
3 R HFFs are completely unnecessary .736 .573 .530

6 R For a healthy person it is worthless to use

HFFs
.672 .480 .594

Eigen-value 2.484 2.407 1.890

% of Variance 16.560 16.044 1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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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능성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요소에 대한 연구

1. 2007년 소비자 조사

1)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 도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기능성 전달 방

법 개발’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

을 찾아내기 위하여 2007년 당시 실제 사용되던 건강기능식품 광고 50여

건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 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능성과 관련된 이미지, 원료에 대한 언급, 전문기

관의 권위성에 대한 언급, 그래프, 수치, 시험자료 등 과학적인 자료의

제시 등 기능성 정보에 관련하여 소비자 이해/오인을 좌우하는 전달 방

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KFD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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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정보 전달 광고안 개발

정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홍삼, 녹차 등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

는 원료나 쏘팔메토, 감마리놀렌산 등 한 집단에서의 관여도가 특히 높

은 성분을 선택할 경우, 해당 정보 및 기능성에 대한 선입견이 광고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이 원료에 대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선입견에 근거하여 광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기능성 전달 방법이 소비자의 광고 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이는 매우 큰 오인 요소

일 것으로 생각되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집단의 관여도가 크게 차

이나지 않는 기능성 원료인 옥타코사놀을 소재로 선택하여 광고안을 제

작하였다(KFDA 2007).

옥타코사놀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6개의 광고안에는 정성조사에서 도

출된 전달 방법들, 즉 이미지,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 그래프 및

도표 형태의 시험 결과 제시, 특허, 권위자의 설명 등의 항목이 반영되었

는데, (A) 광고는 오인되지 않는 이미지+원료에 대한 설명+기능성을 설

명하는 그래프, (B) 광고는 오인되지 않는 이미지+원료에 대한 설명, (C)

광고는 오인되지 않는 이미지, (D) 광고는 오인 이미지, (E) 광고에는 오

인 이미지+원료에 대한 설명+특허 정보, (F) 광고는 오인 이미지+원료에

대한 설명+권위자의 설명으로 구성되었다(Figure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옥타코사놀 원료에 대하여 인정한 기능성은

‘지구력 증진’으로, 이는 지구성 운동 능력 증진에 대한 내용이다(MFDS

2016). 따라서 오인이 되지 않는 이미지로서는 자전거를 타는 이미지를,

오인 이미지로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지구성 운동 능력 증진과 관련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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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사놀의 특징, 즉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 ‘글리코겐의 저장

량 30% 증가’, ‘심폐지구력 증진’, ‘체내 콜레스테롤 저하’와 그에 대한

설명들을 사용하였으며, 그래프 및 도표 형태의 시험 결과로서는 ‘일반

남자대학생 대상 지구력운동 수행능력 증진 효과’라는 제목으로 옥타코

사놀 섭취군과 비섭취군의 효과를 막대그래프 형태로 비교하는 예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특허로서는 ‘지구력 증진에 우수한 옥타코사놀, 특허

받다!’와 함께 발명의 명칭으로서 조혈 촉진작용, 항산화활성, 지구력 증

진 작용이 우수한 옥타코사놀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권위자의 설

명으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기 인정한 옥타코사놀!, 서울대 의과대학

김형진 교수는 옥타코사놀은 조혈 촉진작용, 항산화활성, 지구력증진 작

용이 우수한 생리활성물질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

다.

광고안들을 보면, (A) 광고는 오인되지 않는 이미지, 원료에 대한 설

명, 기능성을 설명하는 그래프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서, 광고 상단에는

자전거를 타는 이미지를, 하단에는 지구력운동 능력 증진과 관련된 옥타

코사놀의 특성들과 함께 ‘일반 남자대학생 대상 지구력운동 수행능력 증

진 효과’를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그림을 삽입하였다. (B) 광고는 (A) 광

고와 유사하게 자전거를 타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지구력운동 능력 증진

과 관련된 옥타코사놀의 특성들을 언급하였으나 ‘일반 남자대학생 대상

지구력운동 수행능력 증진 효과’ 막대그래프 그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C) 광고는 지구력운동 능력 증진과 관련된 옥타코사놀의 특성에 대한

설명, 막대그래프 그림을 모두 제외하고 자전거를 타는 이미지와 모든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체력․근력․지구력의 주에너지원”, “현

대인들에게 활기찬 체력과 지구력을 증진시켜 주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

다”의 간단한 설명만을 사용하였다. (D) 광고는 (C) 광고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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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설명은 동일하나, 자전거를 타는 이미지 대신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E) 광고는 늦은 시간까지 공

부를 하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지구력운동 능력 증진과 관련된 옥타코사

놀의 특성 및 지구력 증진에 우수한 옥타코사놀이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F) 광고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이미지, 지구

력운동 능력 증진과 관련된 옥타코사놀의 특성과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이 인정한 옥타코사놀이라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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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B)2) (C)3)

(D)4) (E)5) (F)6)

Fig 3. Developed advertisements for personal interview survey
1)(A) : Un-misleading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scientific diagram of

efficacy.
2)(B) : Un-misleading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
3)(C) : Un-misleading image.
4)(D) : Misleading image.
5)(E) : Misleading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Patent.
6)(F) : Misleading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comments from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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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량 조사

정성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들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로 확인

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도출된 네 가지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들을 바탕

으로 직접 광고 시안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여 정량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30-60세 300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대 차

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녀 각각 150명, 30대 100명, 40대

100명, 50대 100명의 동일한 수가 되도록 모집하였다. 6가지의 광고안들

을 한 사람이 모두 평가하는 것은 조사 진행 및 답변의 성실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한 사람당 4가지 광고안을 평가하도

록 하여 광고안 당 200개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인면접법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한명 당 총 6가지 광고안 중 4가지 광고 시안을 평가하도록 하여 광고안

당 200개의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KFDA 2007).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4와 같다. 성별은 여성

이 150명(50%), 남성이 150명(50%)으로 동일하였으며, 30세부터 59세까

지 연령대별로 150명씩 고루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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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Description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Categories Number %

Gender
Female 150 50

Male 150 50

Age

30~39 100 33.3

40~49 100 33.3

50~59 10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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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태도 평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

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꼭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하 섭취필수도),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신뢰한다’(이하 효과신뢰도), ‘건강기

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구입한다’(이하 구입전

정보수집도), ‘평소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을 관심있게 본다’(이하 광고관심

도),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전달하는 효능/효과에 대해 신뢰한다’(이하

광고내용신뢰도)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KFD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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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성 정보 전달 광고안에 따른 광고 평가

제작된 6개의 광고안에 대하여 ‘광고가 시선을 끄는가’(이하 주목도),

‘광고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이하 이해용이도), ‘제품 기

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이하 정보충분도), ‘광고의 메시지에 공감이

가는가’(이하 공감도), ‘광고를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얼마나 신뢰하는

가’(이하 신뢰도), ‘광고를 본 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이하 구

매욕구도)의 6가지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KFD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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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7년의 소비자 조사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정량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분석하였다(IRB E1608/001-00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분석할 시에는, 양적 변수로서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광고 평가에 대하여 광고안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질적 변수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평가 결과 분포들

의 중간값, 평균값, 왜도, 첨도 및 양 군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를 고려하

여 두 군으로 대상자들을 분류하였다. 1-3점으로 응답한 사람은 ‘하’군,

4-5점으로 응답한 사람은 ‘상’군으로 분류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 평가는 t-검

정(Student's 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령대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 평가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사용하여 광고

평가에 대한 광고안, 성별, 연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의 효과 및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

수들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t-검정(Student's

t-test)을 진행하여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사후 검정은 scheffe를 사용하

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성은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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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 1절 기능성 정보 전달을 위한 표시 문구에 대한 연구

1. 소비자 태도 평가

1) General Health Interest

GHI(General Health Interest)를 통하여 식품 선택에 있어 건강에 대

하여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점 척도 조사 결과의 평균값이 4.59로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GHI가 유의하게 높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60대는 20대와 30대와 비교하

여 GHI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GHI를 활용하여 수행된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다.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조사한 결과는 4.5±1.3, 2004년 조사한

결과는 4.7±1.1, 2009년 벨기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4.94±0.93의

결과를 보였다(Roininen 등 1999, Urala and Lähteenmäki 2004, Sabbe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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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GHI

GHI1) P2)

Total (n=1,448) 4.59±0.6833)

Gender
Male (n=462) 4.54±0.687

.001**

Female (n=986) 4.61±0.680

Age

(yr)

20 (n=146) 4.39±0.665a

.000***

30 (n=325) 4.53±0.668b

40 (n=452) 4.63±0.653bc

50 (n=357) 4.61±0.693bc

60 (n=168) 4.70±0.742c

1)GHI : See the Table 3-2.

2)P-values were obtained from Student's t-test between female and male, and

one-way ANOVA among ages.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3)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ost Hoc test with scheffe is condu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row(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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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는 Reward, Necessity, Confidence라는 3가

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2에 제시되었다.

‘Reward’로 분류된 5가지의 질문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을 꼭 섭취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나의 건강상태를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여 나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다’, ‘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로서, 건강기능식품

을 통하여 얻는 이점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들이다. ‘Necessity’로 분류

된 3가지의 질문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건강기능식

품은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기능식품은 필요하지

않다’로 이 질문들은 모두 역방향의 질문들이기는 하나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Confidence’로 분류된 4

가지의 질문들은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인 근거가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는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다’, ‘건강기

능식품의 안전성은 철저하게 연구되었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 ‘건강

기능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근거, 안전성, 표시 등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요인 분류를 살펴보면,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식품에 대한 태도

를 조사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연구를 꾸준하게 수행하여 온 Urala와

Lähteenmäki는 2004년과 2007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위 질문들에 대하여

각각 ‘Reward’, ‘Necessity’, ‘Confidence’라는 요인명을 부여하고 분석하

였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 및 질문의 특성을 고려

하여 ‘Reward’, ‘Necessity’, ‘Confidence’라는 요인명을 부여하여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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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Urala and Lähteenmäki 2004, Urala and Lähteenmäki

2007).

건강기능식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평균값이 5.02점으로서 7점 척도임을 감안하였

을 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건강기능식품이 섭취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별

과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태도의 긍정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평균값이 5.01로 보

상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성별과 연

령대에 따른 유의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안전성에 대하여 신뢰하는지를 조사한 결

과, 평균값이 4.54로서 보상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 것으로 드

러났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

은 값을 보여 여성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신뢰하는 정도가 남성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20대보다 다른 연령층들이 신뢰하는 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현재 섭취하고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을 현재 섭취하고 있다는 것은 응답자

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섭취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평균은 본 연구 결과보다 낮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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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표를 관찰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Reward’에

대하여 2002년에는 3.6±1.1, 2004년에는 3.7±1.1, ‘Necessity’에 대하여

2002년에는 4.0±1.1, 2004년에는 4.3±3.9, ‘Confidence’에 대해서 2002년에

는 3.7±1.0, 2004년에는 4.3±1.1이었다. 또한 성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은 응답자들이 ‘Reward’에 대하여 연령

이 낮은 응답자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소구하는 식품이 질이 낮은 식이와 그

의 영향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Urala and Lähteenmäki 2007). 선행 연구에서의

각 요인들의 경향성과 성별 및 연령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성별과 연령대

에 따라서 태도에 차이가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층보다는 중장

년층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의 차이는 조사 대상이 핀란드인과 한국인으로, 그 특

성과 배경,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제

도를 고려하여 영문으로 ‘functional food’라고 제시된 부분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해석하여 조사에 사용하였으나, 선행 조사에서 의미한

‘functional food’와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한

국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보충제 형태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란드 소비자들은 기능성을 소구하는 일

반 식품 형태의 제품을 떠올리며 조사에 임하였을 것이라 예상되나, 한

국 소비자들은 보충제 형태의 제품을 떠올리며 조사에 임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다른 연구들을 보

면 여성이 남성보다, 중장년층이 젊은 층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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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2014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건강기능식

품 소비자 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

품을 섭취하려고 한다’, ‘건강관련 지식에 관심이 많다’, ‘몸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 음식, 약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

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여성은 55% 수준이었으나 남성은 40%에 불과하

였다(Bio Food Network 2013,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2014).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별로 기대하는 점도 없고, 효과를

믿지 않는다’, ‘먹을 때는 좋지만,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는 없을 것 같

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남성은 22%였으나 여성은

13.5%였다(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2014). 이러한 소비자

조사 결과들은 비록 동일한 질문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과 높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하여 많이 주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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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consumer attitudes towards HFFs

Consumer attitudes1)

Reward Necessity Confidence

Total

(n=1,448)
5.02±0.713) 5.01±0.95 4.54±0.77

Gender

Male

(n=462)
4.96±0.701 4.96±0.961 4.48±0.782

Female

(n=986)
5.05±0.720 5.03±0.946 4.57±0.769

P2) .020* .205 .029*

Age

(yr)

20

(n=146)
4.75±0.78a 4.85±0.96 4.34±0.81a

30

(n=325)
4.92±0.70ab 4.97±0.92 4.57±0.72b

40

(n=452)
5.06±0.65bc 5.02±0.98 4.55±0.78ab

50

(n=357)
5.11±0.69bc 5.05±0.94 4.54±0.78ab

60

(n=168)
5.17±0.82c 5.10±0.96 4.65±0.80b

P2) .000*** .161 .009**

1)Consumer attitudes : See the Table 3-3.

2)P-values were obtained from Student's t-test between female and male, and

one-way ANOVA among ages.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3)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ost Hoc test with scheffe is condu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row(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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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

1) 기능성 문구별 정답률 분석

각각의 기능성 문구에 대하여 정답률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4-3부

터 Table 4-6에 제시되어있다.

‘면역 과민반응 개선’과 관련하여, ‘면역력이 증진되어 감기 등의 병이

안 걸리게 됨’에 대하여 40.1%,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완화됨’에 대

하여 18.6%, ‘스트레스, 노이로제 개선’에 대하여 15.7%가 정답이라고 응

답한 반면, 정답 선택지인 ‘꽃가루 등 자극에 의해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

를 하는 등의 반응 개선’을 선택한 비율은 15.1%에 불과하였다. 이로 보

아 ‘면역 과민반응 개선’이라는 단문 형태의 기능성 문구에 대하여 소비

자들은 그 내용을 주로 면역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면역 과민반응 개선’과 관련하여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정답률은 13.2%, 여성의 정답률은 15.9%로서 여성의 정답률이 높은 추

세를 보였다. 연령별 정답률에 있어서 20대는 15.1%, 30대는 18.5%, 40

대는 16.4%, 50대는 11.5%, 60대는 12.5%로서 30대의 정답률이 가장 높

았으며, 높은 연령층보다 낮은 연령층에서 정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4-3).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에 대한 정답 선택지는 ‘나이가 들어 나빠지는 눈(침침함 등) 개선’

이었으며, 이를 정답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27.5%에 불과하였다. 가장 많

은 선택을 받은 것은 ‘눈과 관련된 질환(백내장, 건조증, 야맹증 등) 예방

혹은 개선’으로 31.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시력 저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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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이 26.3%, 그리고 ‘눈의 피로함 개선’은 14.8%로서 가장 낮은 응

답률을 보였다. 이로 보아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라는 기전이 포함된 기능성 표현에 대해서

도 소비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정답률은 28.1%, 여성의 정

답률은 27.3%였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는 19.9%, 30대는 21.8%,

40대는 27.2%, 50대는 33.1%, 60대는 34.5%의 정답률을 보여 연령이 높

을수록 정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능성이 노

화와 관련이 있어 연령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노출 및 관여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Table 4-4).

‘간 건강’이라는 단문의 기능성 표현에 대하여 바르게 표현한 선택지

는 ‘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효소 등의 수치를 낮춤’이었으며 정

답률은 18.6%였다.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응답지는 ‘피로 회복’으로서

64.2%이었으며, ‘숙취 해소’는 17.1%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60%가 넘는 소비자들이 ‘간 건강’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피로 회복’

이라고 오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비율의 소비자가 ‘간 건

강’을 ‘피로 회복’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은, ‘간 때문이야’를 언급하며

인기를 끌었던 피로회복제의 TV 광고가 미치는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

다. 일단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 뇌리에 박힌 정보는 계속해서 그 소비자

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간 건강’이라는 문

구로 기능성을 인정할 때에는 피로가 회복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간 효소 수치의 감소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간 건강’ 기능성 문구가 ‘피로 회복’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

‘간 건강’ 이해도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피로 회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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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사람은 남성의 60.4%, 여성의 66.0%로서 ‘피로 회복’이라고 오인

하는 정도는 성별과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성들은 그 다

음으로 ‘숙취 해소’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비율은 21.2%였고, 여성은

정답인 ‘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효소 등의 수치를 낮춤’을 선택

하였으며 그 비율은 18.8%였다. 남성의 정답률은 18.4%로 여성의 정답

률과 유사하였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피로 회복’이라는 선택지에

대하여 20대는 59.6%, 30대는 61%, 40대는 66.6%, 50대는 62.2%, 60대는

72.6%가 선택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오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정답인 ‘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효소 등의 수치를 낮춤’

에 대하여 20대는 22.6%, 30대는 17.8%, 40대는 17.3%, 50대는 21.3%,

60대는 14.9%의 정답률을 보였다(Table 4-5).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이라는 단문의 기능성 문구에 대하여 바르게

표현한 선택지는 ‘나이가 들어 커지는 전립선 상태를 개선’으로, 정답률

은 51.1%였다. 이 비율은 다른 선택지들보다 높은 것이었으며, 두 번째

로 높았던 선택지는 ‘남성 성기능 회복’(29.1%), 그 다음은 ‘요실금 개선’

이 19.4%로 뒤를 이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나이가 들어 커지는 전립선

상태를 개선’이라는 응답지에 대하여 55.0%, 여성은 49.2%가 선택하였으

며, ‘남성 성 기능 회복’는 남성은 36.8%, 여성은 25.6%가 선택하였다.

‘요실금 개선’에 대해서는 남성은 6.9%, 여성은 25.2%의 응답률을 보였

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요실금 개선’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매우 높은 응

답률을 보인 이유는 여성이 관여도 및 노출도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36.8%에 달하는 남성이 ‘전립선 건강 유지’를 ‘남성 성기능

회복’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하여야 할 결과이다. 연령별로 살펴

보았을 때는 ‘나이가 들어 커지는 전립선 상태를 개선’에 대하여 2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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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30대는 54.5%, 40대는 53.1%, 50대는 47.6%, 60대는 51.2%가 응

답하였으며, ‘남성 성기능 회복’에는 20대는 33.6%, 30대는 31.3%, 40대

는 27.4%, 50대는 28.0%, 60대는 28.6%가 선택하였다. ‘남성 성기능 회

복’으로 오해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에서 낮은 연령보다 낮은 것은 전립

선이라는 기관의 문제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므로 관여도 및 인

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6).

4가지의 기능성 문구에 대한 정답률을 비교하였을 때, ‘전립선 건강

유지’의 정답률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가 27.5%, ‘간 건강’은

18.6%, ‘면역 과민반응 개선’이 15.1%의 정답률을 보였다. ‘면역 과민반응

개선’이 다른 기능성 문구에 비하여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과민반응

이라는 표현이 생소하다는 점, 면역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질병의 예방과

관련하여 이미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다른 기능성 문구들보다 많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는 기술적인 요

인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전립선 건강 유지’가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

은 실제 응답자들이 해당 문구에 대하여 다른 기능성 문구에 비하여 높

은 이해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정답 선택지에 동일하게 전립선이라는

장기의 명칭이 사용된 점 또한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

다. 하지만 동일하게 장기의 명칭이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이었던 ‘간 건

강’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낮았는데, 이것은 ‘피로 회복’이라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강력한 선택지가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화와 관련된 기능성 문구들인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

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 ‘전립선 건강 유지’의 경우, 다른

기능성 문구들이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반하여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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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해당 기능성 내용

에 대하여 높은 연령대의 관여도가 낮은 연령대보다 높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 58 -

Table 4-3. The rate of correct answer for hyperimmune reaction

Total
Gender Age (yr)

Male Female 20 30 40 50 60

Relaxation of adverse events by taking

medicines

270

(18.6%)

89

(19.3%)

181

(18.4%)

34

(23.3%)

59

(18.1%)

77

(17%)

61

(17.1%)

39

(23.2%)

Improvement of stress and neurosis
227

(15.7%)

82

(17.7%)

145

(14.7%)

24

(16.4%)

49

(15.1%)

76

(16.8%)

54

(15.1%)

24

(14.3%)

Improvement of sensitive symptoms (e.g.

frequent urination from stress)

151

(10.4%)

53

(11.5%)

98

(9.9%)

14

(9.6%)

30

(9.2%)

47

(10.4%)

42

(11.8%)

18

(10.7%)

Improvement of hyper-reaction from

stimulation such as pollen

218

(15.1%)

61

(13.2%)

157

(15.9%)

22

(15.1%)

60

(18.5%)

74

(16.4%)

41

(11.5%)

21

(12.5%)

Improvement of immunity
580

(40.1%)

176

(38.1%)

404

(41.0%)

52

(35.6%)

127

(39.1%)

178

(39.4%)

157

(44.0%)

66

(39.3%)

Others

(Improvement of physical constitution, Fatigue recovery)

2

(0.1%)

1

(0.2%)

1

(0.1%)

2

(0.5%)

Total 1,448 462 986 146 325 452 35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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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The rate of correct answer for eye health

Total
Gender Age (yr)

Male Female 20 30 40 50 60

Prevention/Improvement for eye

disease(cataract, etc.)

453

(31.3%)

138

(29.9%)

315

(31.9%)

40

(27.4%)

121

(37.2%)

133

(29.4%)

111

(31.1%)

48

(28.6%)

Prevention/Improvement for amblyopia
381

(26.3%)

121

(26.2%)

260

(26.4%)

48

(32.8%)

87

(26.8%)

120

(26.6%)

82

(23.0%)

44

(26.2%)

Improvement of eye health(dull eyes) from

aging

399

(27.5%)

130

(28.1%)

269

(27.3%)

29

(19.9%)

71

(21.8%)

123

(27.2%)

118

(33%)

58

(34.5%)

Improvement of eye fatigue
214

(14.8%)

72

(15.6%)

142

(14.4%)

29

(19.9%)

46

(14.2%)

76

(16.8%)

45

(12.6%)

18

(10.7%)

Others (non-response)
1

(0.1%)

1

(0.2%)

1

(0.3%)

Total 1,448 462 986 146 325 452 35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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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The rate of correct answer for liver health

Total
Gender Age (yr)

Male Female 20 30 40 50 60

Fatigue recovery
930

(64.2%)

279

(60.4%)

315

(31.9%)

87

(59.6%)

198

(61%)

301

(66.6%)

222

(62.2%)

122

(72.6%)

Settlement of hangover
247

(17.1%)

98

(21.2%)

260

(26.4%)

26

(17.8%)

69

(21.2%)

72

(15.9%)

59

(16.5%)

21

(12.5%)

Decrease of liver enzyme level which

increases from liver malfunction

270

(18.6%)

85

(18.4%)

269

(27.3%)

33

(22.6%)

58

(17.8%)

78

(17.3%)

76

(21.3%)

25

(14.9%)

Others (non-response)
1

(0.1%)

1

(0.1%)

1

(0.2%)

Total 1,448 462 986 146 325 452 35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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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The rate of correct answer for prostate health

Total
Gender Age (yr)

Male Female 20 30 40 50 60

Improvement of increased prostate from

aging

739

(51.1%)

254

(55%)

485

(49.2%)

66

(45.2%)

177

(54.5%)

240

(53.1%)

170

(47.6%)

86

(51.2%)

Recovery of sexual function
422

(29.1%)

170

(36.8%)

252

(25.6%)

49

(33.6%)

101

(31.1%)

124

(27.4%)

100

(28.0%)

48

(28.6%)

Improvement of urinary incontinence
281

(19.4%)

32

(6.9%)

249

(25.2%)

31

(21.2%)

45

(13.8%)

85

(18.8%)

87

(24.4%)

33

(19.6%)

Others (non-response)
6

(0.4%)

6

(1.3%)

2

(0.6%)

3

(0.7%)

1

(0.6%)

Total 1,448 462 986 146 325 452 35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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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별 정답률 분석

네 가지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응답자별로 살펴보았을 때(Table

4-7), 4문항 중 1문항을 맞춘 응답자, 즉 25%의 정답률을 보인 응답자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한 문제도 맞추

지 못한 사람, 0%의 정답률을 보인 응답자가 26.8%였다. 4문항을 모두

맞춘 응답자는 23명으로 전체의 1.6%였다.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군에서 모두 1문항만을 맞춘

25% 정답자가 가장 많고 3문항, 4문항을 맞춘 75%, 100%가 가장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

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률을 0% - 50%와

75% - 100%로 나누어 보면, 2문제 이하를 맞춘 사람의 비율이 90%를

상회한다. 40대와 5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2문제 이하를 맞춘 사

람의 비율이 조금 낮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문제 이하를 맞춘 사람이 3

문제와 4문제를 맞춘 사람에 비하여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4가지

기능성 문구가 전문가 자문과 정성 조사 결과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이

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이 결과는 그 예상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추려진 4가지 기능성이 아니라, 기능성 범위

를 확대하여 다른 기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면, 소비자의 이해도는

조금 더 높게 관찰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 전달의 미비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 변화하

는 것, 그리고 정보를 수용하는 쪽이 변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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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 전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쪽의 변화란,

전달되는 정보 수준의 변화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의 변화 등이다. 여

기에는 전달되는 내용 그 자체, 동일한 내용을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의미를 전달하는 기술적인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보 수용자의 변

화는 곧 소비자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대한 개념부터

원료명, 유통기한 등 제품 표시의 정보를 읽고 활용하는 법,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대한 소개 등까지, 광범위한 내용에 대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에

비하여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 못하다. 좀 더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서는 정보를 수용하는 쪽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쪽 또한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현재의 기능성 문구를 접하였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고 있음은 조사 결과로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낮은 이해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쪽의 변화에 초점

을 맞추어, 제품에 표시되는 기능성 문구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소비자

들의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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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Description of the gender, age and correct answer rate

Frequency

(Percent (%))

Gender Age (yr)

Male Female 20 30 40 50 60

0%
688

(26.8%)

107

(23.2%)

281

(28.5%)

51

(34.9%)

80

(24.6%)

122

(27%)

93

(26.1%)

42

(25%)

25%
646

(44.6%)

227

(49.1%)

419

(42.5%)

54

(37%)

153

(47.1%)

200

(44.2%)

165

(46.2%)

74

(44%)

50%
285

(19.7%)

87

(18.8%)

198

(20.1%)

29

(19.9%)

67

(20.6%)

85

(18.8%)

63

(17.6%)

41

(24.4%)

75%
106

(7.3%)

35

(7.6%)

71

(7.2%)

10

(6.8%)

21

(6.5%)

35

(7.8%)

30

(8.4%)

10

(6.0%)

100%
23

(1.6%)

6

(1.3%)

17

(1.7%)

2

(1.4%)

4

(1.2%)

10

(2.2%)

6

(1.7%)

1

(.6%)

Total
1,448

(100%)
462 986 146 325 452 35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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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성 정보 전달 표시 문구에 따른 평가

1) 문구 종류에 따른 소비자 평가

‘단문’, ‘증상’, ‘기전’의 3가지 문구 예시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이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를 조사하여 문구 종류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관찰한 결과(Table 4-8), ‘이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 모

두에서 문구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 경향은 조금

씩 달랐는데, ‘단문’이 ‘증상’과 ‘기전’ 문구에 비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반

응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신뢰도’와 ‘구매욕구도’에 있어서는 ‘단문’이

‘증상’과 ‘기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증상’은 ‘신뢰도’, ‘구매욕구도’,

‘이해용이도’ 모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현재와 같이 ‘단문’으로 제시되는 것은 ‘구매욕구도’

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증상’과 ‘기전’ 문구들에 비하여 강점이 될 수 없

으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다고 느낀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된 이해도 분석 결과와 함께 이 결과를 생각하

여 보면, 비록 소비자들은 ‘단문’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으

나, 단문 형태의 기능성 문구에 대하여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것과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인 것이다. 본 조사에서의 ‘이해용이성’에 대한 평가

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능성 정보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한다.

‘기전’에 대하여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사용된 표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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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 않은 표현일 수 있으나 ‘지방 합성’, ‘호르몬’, ‘혈소판 응집’ 등은 일

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잘 접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또한 발생하는 원리

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무엇이 나아진다고 제시하는 것보

다 과학에 대하여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욕구도’를 높이는 것에는 기여하고 있다. 어

떠한 이유로 기능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잘 갖추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증상’에 대한 높은 평가에 대해서는, 본인 혹은 주변 사람이 직접적

으로 경험하고 있는 증상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에 대한 친숙함, 구체적

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된 근거가 있음이라고 간주

함,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제시됨 등을 그 사유로 들 수

있겠다.

기능성 문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08년 국내에서 발표된 유사한

것과는 같지 않다. 2008년의 연구에서는 작용기전이 포함되지 않은 간단

한 문장의 기능정보와 작용기전이 포함된 긴 문장의 기능정보를 동시에

제시한 후, 어느 정보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

과, 85.3%가 긴 문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Kang 등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전 정보가 포함된 긴 문장에 대해서는 ‘신뢰도’와 ‘구매

욕구도’는 높을 수 있으나 ‘이해용이도’는 가장 낮았으며, ‘신뢰도’와 ‘구

매욕구도’ 또한 ‘증상’ 문구에 비하여 높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질문의

의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2008년 조사에서는 어떠한 정보가 제품

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2012년의 조사에서는 ‘이

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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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짧은 기능성 표시가 긴 한

문장의 기능성 표시보다 소비자들의 이해와 표시 정보의 활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것과 유사한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Wansink 2001, Wansink B 2003, Wansink 등 2004, Singer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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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The effect of statements on evaluations by consumer

Statements

evaluations1)

The information of Statements

P2)
Short sentence

(n=1,448)

Symptom

(n=1,448)

Mechanism

(n=1,448)

Understanding 4.05±0.774a3) 3.96±0.698b 3.59±0.962c .000***

Trust 3.62±0.821b 3.81±0.775a 3.81±0.966a .000***

Purchase 3.67±0.852b 3.81±0.765a 3.77±0.965a .000***

1)Statements evaluations : Understanding:The statement is easy to understand ; Trust:I

trust the efficacy information in the statement ; Purchase:I would like to purchase products

after I watch the statement.

2)P-values were obtained from one-way ANOVA,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3)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ost Hoc test with scheffe is condu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row(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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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과 연령에 따른 문구 평가

문구 종류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주는지 분석

한 결과, 문구 종류와 성별, 문구 종류와 연령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었다(Table 4-9). 여성과 남성, 모든 연령대에서 ‘이해용이도’는 ‘단문’

의 경우가 가장 높고 ‘신뢰도’ 및 ‘구매욕구도’는 ‘증상’과 ‘기전’이 높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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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The effect of statements, gender and age on evaluations

by consumer

Statement

evaluations1)
Valuables F P2)

Understanding

Statements 121.650 .000***

Gender 1.514 .219

Statements * Gender 1.705 .182

Statements 122.650 .000***

Age 3.802 .004**

Statements * Age 1.797 .073

Trust

Statements 17.725 .000***

Gender 1.545 .214

Statements * Gender .879 .415

Statements 19.036 .000***

Age .126 .973

Statements * Age 1.077 .376

Purchase

Statements 7.594 .001**

Gender .807 .369

Statements * Gender 1.101 .333

Statements 7.032 .001**

Age .896 .465

Statements * Age 1.076 .377

1)Statements evaluations : See the Table 4-8.

2)P-values were obtained from two-way ANOVA,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 71 -

3) GHI에 따른 문구 평가

GHI 결과를 ‘상’군, ‘하’군으로 나누어 그 수준과 문구 종류 사이에 상

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10과 같다.

GHI의 경우 문구 종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구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GHI는 식품 선택에 있어 건강

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식품 및 식이 섭취에서 기능성을 기대하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구 종류와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HI의 문항을 살펴보면, 식품에 어떠한 기능성이 추가되는 것, 특별

한 어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식품과 일상의 식이가 건강하고 건전한지, 그것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주로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능성 문구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특별한 식품을 선택할 때에 이러한 문구가 얼마나 이해하

기 쉬운지, 제품의 기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지, 구매하고 싶은 마

음이 들도록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둘 사이의 관련

성이 적어, GHI의 높고 낮음에 따라 평가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GHI와 기능성을 소구하는 식품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연구에서, ‘Reward’, ‘Necessity’, ‘Confidence’ 등의 태도 요인들과의

상관성은 유의성은 있었으나 0.1 - 0.3 수준인 낮은 상관관계에 그치고

있었다(Urala and Lähteenmäki, 2007). 본 연구에서 GHI와 ‘Reward’,

‘Necessity’, ‘Confidence’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또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Table 4-11).



- 72 -

Table 4-10. The effect of statements, GHI and consumer attitude on evaluations by consumer

Statement evaluation1) Understanding Trust Purchase

Valuables F P2) F P2) F P2)

GHI

Statements 131.080 .000*** 23.767 .000*** 11.451 .000***

Attitude 11.815 .001** 2.557 .110 6.136 .013*

Statements * Attitude .891 .410 .379 .685 2.570 .077

Reward

Statements 134.884 .000*** 22.122 .000*** 10.922 .000

Attitude .040 .842 .717 .397 .296 .587

Statements * Attitude 6.308 .002** 9.376 .000*** 9.320 .000***

Necessity

Statements 133.760 .000*** 22.990 .000*** 11.017 .000***

Attitude 34.223 .000*** 25.999 .000*** 20.202 .000***

Statements * Attitude 1.830 .161 1.183 .306 2.558 .078

Confidence

Statements 130.494 .000*** 22.986 .000*** 11.240 .000***

Attitude 3.779 .052 31.690 .000*** 26.765 .000***

Statements * Attitude .050 .951 3.521 .030* 2.524 .080

1)Statements evaluations : See the Table 4-9.

2)P-values were obtained from two-way ANOVA,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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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Correlation coefficients(Pearson) between scales

GHI Reward Necessity Confidence

GHI 1.00

Reward .346** 1.00

Necessity .340** .322** 1.00

Confidence .133** .479** .131** 1.00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 74 -

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에 따른 문구 평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를 ‘상’군, ‘하’군으로 나누어 그 수준과 문

구 종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태도의 수준 별로 문구 평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10과 같다.

문구 평가 결과에 대하여 ‘Reward’ 결과와 문구 종류 사이에 상호작

용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Reward’는 ‘이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

도’ 등의 모든 문구 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구 종류와 상호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ecessity’는 문구 종류와 상호작용을 가지지 않았

으며, ‘Confidence’는 ‘신뢰도’ 평가에 대해서만 상호작용을 가졌다. 유의

한 상호작용을 가진다는 것은 ‘Reward’, ‘Confidence’ 등의 평가 결과가

문구 종류에 따른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어 유의적으로 그 경향성을 변

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유의한 상호작용이 확인된 항

목들에 대하여 각 군에서의 유의적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Table

4-12, Figure 4-1).

‘Reward’와 문구 평가 결과들(Figure 4-1 (A)-(C))에 대하여 살펴보

면, 태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단문’과 ‘증상’ 문구에 대해서는

‘기전’ 문구에 비하여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태도의 긍정

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문’과 ‘증상’ 문구에 있어서는

‘Reward’ 수준별 ‘이해용이도’ 평가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기전’

문구에 대해서는 ‘상’군이 ‘하’군에 비하여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하

였음을 볼 수 있다. ‘신뢰도’와 ‘구매욕구도’에 있어, ‘단문’의 평가는 ‘증

상’의 평가보다 대상자 분류에 상관없이 모두 낮았다. 하지만 ‘하’군에서

는 ‘신뢰도’ 및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기전’의 영향이 긍정적이었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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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군에서는 ‘기전’의 영향이 다른 문구들에 비하여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기전’ 문구를 제시하

는 방법은, ‘Reward’ 평가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이해용이도’ ,‘신뢰도’,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낮은 사람들에게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로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보상과 이득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군의 경

우, ‘하’군보다 좀 더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노출도가 높을

것이므로, 많은 정보가 주어지는 ‘기전’에 대한 평가가 ‘하’군에 비하여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원인으로, ‘Reward’

평가 결과가 높은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보상

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이들에게는 이미 대상 식품에 대하여 긍정적이

고 확고한 믿음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이점 이외의 다른 정보들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어렵고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으며, 원

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복잡하거나 대안적

제품이 많을 때 소비자들은 포괄적 의사결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확고한 믿음과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포괄적 의사결정이

아닌 제한적 의사결정 혹은 일상적 의사결정을 거치게 되므로 기전 등의

자세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Park 등 2002).

‘Confidence’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관찰한 결과(Figure 4-1 (D))를 보면, ‘증상’과 ‘기전’이 ‘단문’보다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뢰 태도가 긍정적인 그룹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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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문’ 문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룹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전’ 문구의 경우, 신뢰 태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이 관찰

되었다.

전체적인 문구 평가 결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기능성 정보 전달 문구는 ‘증

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해용이도’, ‘신뢰도’ 및 ‘구매욕구도’

등 모든 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

다. 소비자들이 증상이 제시된 표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유를

생각해보면, “happy medium”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즉, ‘단문’은 문장

의 길이 짧고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이해하기 쉬울 수 있으나 신뢰와 구

매욕을 상승시키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였고, ‘기전’은 과학적이고 구체적

이므로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긴 길이로 인하여 가독성이 떨어

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증상’은 본인과 주변이 겪고 있

는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한 문장에 제시되는 정보

가 많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결과는 2008년에 발표된 연구와는 차

이가 있다. 작용기전이 포함되지 않은 간단한 문장의 기능정보와 작용기

전이 포함된 긴 문장의 기능정보를 비교한 결과, 작용기전이 포함된 긴

문장이 더 믿음이 가서(38%),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36%), 우리 몸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26%) 등의 이유로 85.3%의 선호도를 보였다(Kang

등 2008). 하지만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연구 결과

들 또한 존재한다. Kapsak의 연구에 의하여, 소비자들은 식품에 제시되

는 건강과 관련된 메시지에 대하여 간단한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고, 표

시를 통해서는 과학적인 설명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 77 -

(Kapsak 등 2008), Wansink 등은 마케팅에서 주장해오는 “Happy

medium”과 “Less is more”이라는 개념을 표시와 관련된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뒷받침하여 왔다(Wansink B 2003, Wansink 등 2004).

표시에는 적당한 양의 정보가 직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이러한 결과는, 광고에 대하여 진행된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광

고에 대한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들, 특허, 인체시험 정보 등이 제시

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HS 201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소비자 반응의 이러한 차이는 광고와 표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고는 정보들이 시각화된 형태, 즉 다양한

크기와 색깔, 그림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동일한 내용이어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며, 또한 소비자는 광고물 중 하나의 정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므로,

정보가 많이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 저항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표시의 경우에는 정보들을 하나의 문구로 표현해내야 하므로, 많은 정보

가 한 문장에 전달되는 것은 문장의 가독성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불러일

으킬 수 있다. 따라서 표시에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

서 기능성을 전달하는 문구의 길이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한 문장

에 담을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는 제품의 다른 표시면 등의 다른 방법으

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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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The effect of statements on stat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Statement

Attitude
Statement

evaluation
Level1) Short sentences Symptom Mechanism P2)

Reward

Understanding
Low (n=778) 4.01±0.778b4) 3.94±0.656b 3.64±0.942a .000***

High (n=670) 4.09±0.768B 3.99±0.743B 3.52±0.982A .000***

P3) .047# .150 .019#

Trust
Low (n=778) 3.56±0.807a 3.77±0.756b 3.88±0.921c .000***

High (n=670) 3.69±0.833A 3.85±0.795B 3.74±1.012AB .004**

P3) .004## .062 0.008##

Purchase
Low (n=778) 3.62±0.874a 3.77±0.810b 3.84±0.971b .000***

High (n=670) 3.72±0.823A 3.86±0.706B 3.69±0.953A .000***

P3) .026# .026# 0.004##

Confidence Trust
Low (n=763) 3.52±0.794a 3.73±0.772b 3.79±0.928b .000***

High (n=685) 3.73±0.836A 3.89±0.770B 3.84±1.007AB .003**

P3) .000### .000### .296

1)Level : Standard of Reward 5.022 ; Standard of Confidence 4.54.

2)P-values were obtained from one-way ANOVA among statements,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3)P-values were obtained from student's t-test between Low and High,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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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4)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ost Hoc test with scheffe is condu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row(a-c, 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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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B)2)

(C)3) (D)4)

Fig. 4-1. The effect of statements on stat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1)(A)'Understanding' evaluation of statement according to Attitude 'Rewar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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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Trust' evaluation of statement according to Attitude 'Reward' classification

3)(C)'Purchase' evaluation of statement according to Attitude 'Reward' classification

4)(D)'Trust' evaluation of statement according to Attitude 'Confidence' classification

5)Bar : Vertical line ; Low, Horizontal line ;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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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능성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요소에 대한 연구

1.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 분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13과 같

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섭취필수도', '효과신뢰도', '구입전 정보수집도', '광고관

심도', '광고내용신뢰도' 등 5가지 모든 항목에 대하여 평균값이 3.68에

서 3.86에 분포하였다. ‘섭취 필수도’에 대한 응답이 평균 3.86점으로서 5

가지 항목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광고내용신뢰도’에 대한 응답이

3.68점으로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조사임을 고려

하면, 응답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

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광고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섭취필수도’, ‘효과신뢰도’, ‘구입전 정보수집

도’ 및 ‘광고내용신뢰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2014년에 수행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 조사와 맥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소비자 조사 결과 “건강관련 지식에

관심이 많다”,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려고 한

다”,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음식, 약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여성은 55% 수준이었으나

남성은 40% 정도 수준이었으며, 2014년 조사에서는 “현재 건강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불 비용이 없다”,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비

용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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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io Food Network 2013,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2014).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대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별로

기대하는 점도 없고, 효과를 믿지 않는다”, “먹을 때는 좋지만, 질병 예

방이나 치료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남성은 22% 수준이었으나 여성은 13.5% 수준이었다(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2014). 본 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 및 그 기능성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더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섭취필수도’, ‘효과신뢰도’, ‘구

입전 정보수집도’, ‘광고관심도’, ‘광고내용신뢰도’ 모든 항목에 대하여 40

대와 50대 연령층이 30대와 비교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한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보

면,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높은 연령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

태 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대점을 묻는 문항에서, “별로 기

대하는 점도 없고, 효과를 믿지 않는다”, “먹을 때는 좋지만, 질병예방이

나 치료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대와 30

대에서는 각각 22.4%, 20.4%였으나, 4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에서는 각

각 13.7%, 16.7%, 16.4로 감소하였다(Bio Food Network 2013).

이러한 점은 제외국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건강한

식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 연령별 차이를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여성

과 고연령층이 남성과 저연령층보다 식이섬유, 저지방, 비타민/무기질의

섭취 등의 건강한 식사에 대하여 더욱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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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Shepherd and Stockley 1985, Louk 등 1999, Rozin 등 1999).

본 조사의 결과에서는 ‘구입전 정보수집도’ 항목 또한 40대와 50대가

30대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긍정도를 보였는데 반하여, 2013년과 2014

년에 수행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 조사에서는 “구입 전 사전 정보

탐색”에 대하여 20대의 72.9%, 30대의 67.8%가 “경험있음”으로 응답하였

으나, 40대에서는 “경험있음”의 비율이 64.7%, 50대에서는 62.9%, 60대에

서는 64.4%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입 전 정보 탐색 비율이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의 차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는 질문 내용의 미세한 차이를 들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

품을 구입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구입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을 질문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소비자 실태 조

사에서는 구입전 사전 정보 탐색의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정보를 수

집한 후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제품 구입시 사전에 정보를 탐색하는 것, 즉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본 조사가

이루어진 2007년 당시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정도가 지

났을 시점이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인지

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6.9%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

아졌다(Bio Food Network 2013). 또한 2010년 이후 웰니스 개념의 등장

으로 인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 공유를 위한 도구들

이 다양해지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쉬워졌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정보 수집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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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consumer attitude toward health functional foods

Consumer attitude1)
Total

(n=300)

Gender Age (yr)

Female

(n=150)

Male

(n=150)
P2)

30

(n=100)

40

(n=100)

50

(n=100)
P3)

Necessity of HFF 3.86±0.5444) 3.89±0.524 3.83±0.563 .019* 3.70±0.656b 3.90±0.459a 3.97±0.458a .000***

Trust in HFF 3.72±0.776 3.76±0.789 3.68±0.760 .029* 3.60±0.849b 3.74±0.783a 3.82±0.670a .000***

Gathering

information
3.78±0.695 3.85±0.706 3.71±0.677 .000*** 3.61±0.748b 3.83±0.649a 3.91±0.650a .000***

Watching

advertisements
3.77±0.724 3.79±0.736 3.75±0.712 .329 3.59±0.802b 3.84±0.660a 3.88±0.668a .000***

Trust in ads claim 3.68±0.587 3.72±0.567 3.64±0.603 .004** 3.56±0.654b 3.70±0.592a 3.78±0.482a .000***

1)Consumer attitude : Necessity of HFF:We should have health functional foods to be healthy ; Trust in HFF:I trust the efficacy of

health functional foods ; Gathering information:I gather a lot of information before I buy health functional foods ; Watching

advertisements:I carefully watch advertisements for health functional foods ; Trust in ads claim:I trust the claim which is delivered by

advertisements.

2)P-values were obtained from Student's t-test between female and male,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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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values were obtained from one-way ANOVA among ages,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4)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ost Hoc test with scheffe is condu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row(a-b)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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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안에 따른 소비자 평가 분석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자극을 보고 경험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 즉

광고 효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Lavidge와

Steiner는 소비자의 정신 과정이 인지-지식-호감-선호-확신-구매의 단

계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Colley는 비인지-인지-이해-확신

-행동의 단계를 제시하였다(Lavidge and Steiner 1961, Colley RH

1961). 이러한 모형들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은 인

지(think), 감정(feel), 행동(do)의 세 가지 차원을 거친다는 것이다. 광고

의 효과, 즉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 지표 또한 이러한 단계에 따라 인

지적 지표, 정서적 지표, 행동적 지표로 나뉜다(Lee DH 2009, Kim 등

2012, Berian A 2013). 본 연구에서 조사한 ‘주목도’, ‘이해용이도’, ‘정보

충분도’, ‘공감도’, ‘신뢰도’, ‘구매욕구도’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목도’

와 ‘이해용이도’는 인지적 지표, ‘정보충분도’, ‘공감도’ 및 ‘신뢰도’는 정서

적 지표, ‘구매욕구도’는 행동적 지표로 분류될 수 있다.

6가지의 옥타코사놀 광고안에 대하여 ‘주목도’, ‘이해용이도’, ‘정보충

분도’, ‘공감도’, ‘신뢰도’, ‘구매욕구도’를 통해 광고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

결과, 광고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순히 이미지만을 제시한

(C)와 (D) 광고안들에 비하여, 원료와 기능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시

된 (A), (B), (E,) (F) 광고안들에 대한 반응이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

었다(Table 4-14). 즉, 원료 및 기능성에 대한 설명, 그래프 형태의 시험

결과 제시, 특허, 권위자의 설명 등의 방법은 인지, 정서, 행동 모든 측면

에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영양기능정보, 기능성원료에 대한 설명, 인체적용시험결과, 전문

가 공동개발에 관한 정보를 광고로 제시하고 기능성 이해도, 기능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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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신뢰도, 광고 시선 집중도, 기능성 효능정보 충분도, 광고 메시지 공

감도, 구매욕구도를 평가한 유사한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

인된 바 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각각의 광

고안에 따른 유의차 검증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평균값을 비교하

였을 때 표시와 동일한 일반영양기능정보를 제시하는 것에 비하여 원료

에 대한 설명, 인체적용시험결과, 전문가 공동개발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

는 광고안들이 높이 평가되었다(Kim HS 2014).

광고안들 각각을 비교하였을 때, (A), (B), (E), (F) 광고안들 사이,

(C)와 (D) 광고안들 사이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존

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A), (B), (C) 광고안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기능성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였으며, (D), (E), (F) 광고안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기능성과 관련되지 않는 오인의 이미지였다. 따라서 (D) 광고

안에 비하여 (C) 광고안이, (E)와 (F) 광고안에 비하여 (A)와 (B) 광고

안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

미지의 오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자적 정보가 함께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광고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가

지 광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력․근력․지구력의 주에너지원”,

“현대인들에게 활기찬 체력과 지구력을 증진시켜 주는 삶의 원동력이 됩

니다”의 문구가 모든 광고에서 제시되었으며, (A), (B), (E), (F) 광고안

들에서는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전환”, “글리코겐의 저장량 30% 증

가”, “심폐지구력 증진”의 문구가 이에 더하여졌다. “근력”, “지방 분해”

“글리코겐”, “심폐지구력” 등의 단어들이 광고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능성과 운동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내용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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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글씨의 크기가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크지 않

았다는 점, 정보의 위치가 하단에 있다는 점, (A), (E), (F) 광고안들의

경우 주목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래프”, “특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정” 등의 정보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

설문 조사의 특성상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

을 줄 수 있다. 사람의 시선에 대한 연구에서, 텍스트의 경우 지면의 위

쪽이, 그래픽 정보인 경우 중앙부가 가장 먼저 탐색되며(Parasuraman R

1986), 하나의 광고 자극에 0.3초 동안 응시한 후 1초 이내에 주목할 만

한 가치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한다(Lee and Son 2009).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광고안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능성 내용의 단서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 사항을 광고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수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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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by consumer

Advertisement

evaluations1)

The information of Advertisements2)

P3)
(A)

(n=200)

(B)

(n=200)

(C)

(n=200)

(D)

(n=200)

(E)

(n=200)

(F)

(n=200)

Attention 4.00±0.501a4) 3.81±0.607a 3.66±0.883b 3.53±0.856b 3.92±0.547a 3.83±0.594a .000***

Understanding 3.93±0.465a 3.97±0.525a 3.43±0.900b 3.42±0.864b 4.00±0.309a 3.93±0.395a .000***

Sufficiency 4.15±0.655a 3.97±0.729a 3.23±0.943b 3.22±0.976b 4.19±0.605a 4.28±0.567a .000***

Sympathy 4.21±0.725a 3.97±0.701a 3.28±0.945b 3.31±0.936b 4.12±0.677a 4.13±0.752a .000***

Trust 3.94±0.508a 3.88±0.649a 3.23±0.937b 3.35±0.878b 3.97±0.418a 3.95±0.378a .000***

Purchase 3.98±0.698a 3.80±0.702a 3.30±0.930b 3.30±0.874b 3.97±0.584a 3.94±0.643a .000***

1)Advertisement evaluations : Attention:The advertisement attracts my attention ; Understanding:The advertisement is easy to

understand ; Sufficiency:The information in the advertisement is enough ; Sympathy:I sympathize with the advertisement ; Trust:I trust

the information in the advertisement ; Purchase:I would like to purchase products after I watch the advertisement.

2)The information of Advertisements : See the Fig. 3.

3)P-values were obtained from one-way ANOVA among advertisements,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4)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ost Hoc test with scheffe is condu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row(a-b)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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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과 연령에 따른 광고 평가 분석

광고안에 따른 광고 평가에 대하여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주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한 결과, 광고안

과 성별, 광고안과 연령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었다(Table 4-15 -

4-16). 상호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성별과 연령이 광고안에 따른 광고 평

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전체 집단에 대하여 분석한

Table 4-14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본

조사에서 사용된 광고안 제작시 성별, 연령 등 외부 요인을 최대한 배제

하기 위하여 집단의 관여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KFDA 2007). 2014년에 수행된

조사에서도 각 광고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하여 성별과 연령의 영향이 없

음이 관찰되었다(Kim H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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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evaluations1)
Valuables F P2)

Attention

Advertisements 12.904 .000***

Gender .052 .820

Advertisements * Gender 1.191 .311

Understanding

Advertisements 39.221 .000***

Gender .139 .710

Advertisements * Gender .210 .958

Sufficiency

Advertisements 81.717 .000***

Gender .427 .513

Advertisements * Gender .274 .928

Sympathy

Advertisements 57.900 .000***

Gender .010 .921

Advertisements * Gender 1.700 .132

Trust

Advertisements 51.288 .000***

Gender 3.470 .063

Advertisements * Gender .474 .796

Purchase

Advertisements 38.003 .000***

Gender .765 .382

Advertisements * Gender .371 .869

Table 4-15.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and gender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by consumer

1)Advertisement evaluations : See the Table 4-14.

2)P-values were obtained from two-way ANOVA,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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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evaluations1)
Valuables F P2)

Attention

Advertisements 12.872 .000***

Age .499 .607

Advertisements * Age .515 .880

Understanding

Advertisements 39.283 .000***

Age 4.017 .018*

Advertisements * Age .543 .860

Sufficiency

Advertisements 82.024 .000***

Age .695 .499

Advertisements * Age .698 .727

Sympathy

Advertisements 57.580 .000***

Age .977 .377

Advertisements * Age .801 .628

Trust

Advertisements 50.805 .000***

Age .250 .779

Advertisements * Age .286 .984

Purchase

Advertisements 37.850 .000***

Age .503 .605

Advertisements * Age .470 .910

Table 4-16.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and age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by consumer

1)Advertisement evaluations : See the Table 4-14.

2)P-values were obtained from two-way ANOVA,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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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에 따른 광고 평가 분석

6가지 광고안에 따른 '주목도', '이해용이도', '정보충분도', '공감도', '

신뢰도', '구매욕구도'로 이루어진 광고 평가에 대하여, '섭취필수도', '효

과신뢰도', '구입전 정보수집도', '광고관심도', '광고내용신뢰도' 등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주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섭취필수도’는 ‘주목도’,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효과신뢰도’와 ‘구입

전 정보수집도’는 ‘주목도’, ‘공감도’,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광고내용신뢰

도’는 ‘이해용이도’, ‘주목도’, ‘공감도’, ‘구매욕구도’에 대하여 상호작용 효

과를 가졌다(Table 4-17). 상호작용 효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광고안에 따른 광고 평가

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 수준 별로 분석하였다(Table 4-18, Figure

4-2).

‘섭취필수도’와 광고안의 상호작용이 광고 평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면, ‘섭취필수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광고안에 따른 ‘주목도’ 평가가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섭취필수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기능성

에 대한 그래프, 특허 정보, 전문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주목도’ 상승

에 유의하게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2 (a)). 즉, 건강기능식

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광고 ‘주목도’ 향상에

어떠한 광고가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

는 그룹에게는 도표, 특허 정보, 전문가 언급 등이 효과적으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구매욕구도’와 관련해서는, ‘섭취필수도’ 수준과 상관없이

(C), (D) 광고는 효과가 미비하였고 (A), (B), (E), (F) 광고는 효과가 컸으

나, ‘섭취필수도’가 높은 그룹에서 낮은 그룹에 비하여 그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Figure 4-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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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신뢰도’와 광고안의 상호작용이 ‘주목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

래프 및 특허 방법은 ‘효과신뢰도’ 수준과 관련없이 ‘주목도’ 상승 효과가

컸다(Figure 4-2 (c)). 전문가 언급 방법은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효과적

이지 않았으나, ‘효과신뢰도’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컸다. 정

인지 이미지를 제시한 (C) 광고의 경우, ‘효과신뢰도’ 수준에 상관없이 효

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오인지 이미지를 제시한 (D) 광고의 경우, 수준

이 높은 그룹에서 ‘주목도’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오인지 이미지를

오인지 이미지로서 인지한 것이라면 함께 오인지 이미지를 사용한 (E)와

(F)의 광고 평가들이 영향을 받았어야 하나, 조사 결과 다른 평가 결과들

은 영향이 없었으므로 이미지의 오인성 인지가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

된다. ‘공감도’(Figure 4-2 (d)) 및 ‘구매욕구도’(Figure 4-2 (e))에 있어서,

‘효과신뢰도’ 수준과 상관없이 (C), (D) 광고의 효과는 (A), (B,) (E), (F)

광고의 효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입전 정보수집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광고안에 따른 ‘주목도’ 차이

효과가 없었으나 높은 그룹에서는 (C), (D) 광고와 비교하여 (A), (B), (E),

(F) 광고 효과가 유의적으로 높았다(Figure 4-2 (f)). ‘공감도’(Figure 4-2

(g))와 ‘구매욕구도’(Figure 4-2 (h)) 측면에서는 그 수준과 관련없이 (A),

(B), (E), (F)의 광고 효과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구입전 정보수집도’가

높은 군에서 그 효과가 조금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광고내용신뢰도’와 광고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광

고내용신뢰도’ 수준과 관련없이 (A), (B), (E), (F) 광고는 ‘이해용이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며 그에 비하여 (C), (D) 광고의 효과는 유의하게 작았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광고내용신뢰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C)와

(D)의 ‘이해용이도’는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의 효과가 낮은 그룹에서의 효

과에 비하여 낮은 것이 관찰되었다(Figure 4-2 (j)). ‘주목도’ 효과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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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광고에 따른 영향이 없었으나 높은 그룹에서는

그래프, 특허, 전문가 등의 정보가 제시되는 광고들이 이미지만 제시되는

광고들에 비하여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Figure 4-2 (i)).

‘공감도’(Figure 4-2 (k)) 및 ‘구매욕구도’(Figure 4-2 (l))에 있어서는, ‘광

고내용신뢰도’ 수준과 상관없이 (A), (B), (E), (F) 광고안들이 (C), (D) 광

고안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효과를 보이며, 이 효과는 ‘광고내용신뢰

도’ 수준이 높은 군에서 더욱 커졌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태도 수준이 낮은 그룹들에서 광고안에 따른

‘주목도’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고

안들은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들에 따른 광고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기

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양과 수준을 조절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기

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능성의 측면에서 관여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

은 사람에게는 광고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배제된 광고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호작용 분석 결과로부터 (A), (B), (E), (F) 광고안들과 같이 기능성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이미지만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광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

해하기 쉽다고 느끼고, 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공감하고, 신뢰하며, 구

매하고 싶다고 느끼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등 소비자가 건

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와 기능성 전달 방법에 따른 광고 신뢰도 평가 결과가 서로 유의적인

상관성을 가지며(Kim HS 2014),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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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자보다 기능성 정보가 적용된 광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인다(Duanxiaofei 2012)는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할 수 있으나, 관여도가 낮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이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광고에서 제시되

는 기능성 정보의 양과 종류가 아닌 다른 광고 요소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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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evaluation1) Attention Understanding Sufficiency

Attitude2) Valuables F P3) F P3) F P3)

Necessity of HFF

Advertisements 4.702 .000*** 17.880 .000*** 45.734 .000***

Attitude .012 .914 8.803 .003** .365 .546

Advertisements * Attitude 3.988 .001** 2.190 .053 .844 .518

Trust in HFF

Advertisements 9.885 .000*** 32.243 .000*** 70.283 .000***

Attitude .580 .447 3.696 .055 3.813 .051

Advertisements * Attitude 4.885 .000*** 2.003 .076 2.084 .065

Gathering information

Advertisements 8.133 .000*** 31.661 .000*** 61.324 .000***

Attitude .635 .426 1.942 .164 .869 .351

Advertisements * Attitude 2.276 .045* .784 .561 1.568 .166

Watching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0.782 .000*** 33.277 .000*** 70.842 .000***

Attitude 15.921 .000*** .195 .659 9.292 .002**

Advertisements * Attitude 1.224 .295 .231 .949 1.030 .398

Trust in ads claim

Advertisements 7.464 .000*** 28.549 .000*** 63.770 .000***

Attitude 3.183 .075 6.982 .008** 2.660 .103

Advertisements * Attitude 4.262 .001** 3.080 .009** .651 .661

Table 4-17.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and consumer attitude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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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evaluation1) Sympathy Trust Purchase

Attitude2) Valuables F P3) F P3) F P3)

Necessity of HFF

Advertisements 29.992 .000*** 22.911 .000*** 15.324 .000***

Attitude 5.840 .016* 1.785 .182 1.226 .268

Advertisements * Attitude 1.956 .083 1.984 .078 2.679 .020*

Trust in HFF

Advertisements 47.226 .000*** 45.962 .000*** 29.469 .000***

Attitude 5.362 .021* .092 .762 1.751 .186

Advertisements * Attitude 3.300 .006** 0.946 .450 4.696 .000***

Gathering information

Advertisements 45.606 .000*** 38.074 .000*** 26.081 .000***

Attitude 2.121 .146 2.928 .087 .766 .382

Advertisements * Attitude 2.434 .033* .880 .494 2.233 .049*

Watching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49.359 .000*** 42.938 .000*** 31.493 .000***

Attitude 18.707 .000*** 4.190 .041* 17.634 .000***

Advertisements * Attitude .189 .967 1.145 .335 .698 .625

Trust in ads claim

Advertisements 41.008 .000*** 38.638 .000*** 25.435 .000***

Attitude 21.739 .000*** .511 .476 15.458 .000***

Advertisements * Attitude 3.432 .004** .809 .543 2.518 .028*

Table 4-17.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and consumer attitude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1)Advertisement evaluation : See the Table 4-14.

2)Attitude : See the Table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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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values were obtained from two-way ANOVA,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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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1)

Attitude2)
Advertisement

evaluation3) Level4) (A) (B) (C)

Necessity of HFF

Attention
Low (n=47) 4.03±0.5856) 3.77±0.646 3.97±0.847

High (n=253) 3.99±0.485C 3.81±0.601BC 3.59±0.879AB

P .705 .720 .025#

Purchase
Low (n=47) 3.85±0.795a 3.97±0.785b 3.45±0.794ab

High (n=253) 4.00±0.677B 3.76±0.680B 3.27±0.953A

P .255 .112 .297

Trust in HFF

Attention
Low (n=106) 3.97±0.503b 3.72±0.693ab 3.61±0.928a

High (n=194) 4.02±0.502C 3.87±0.536BC 3.68±0.858B

P .769 .279 .607

Sympathy
Low (n=106) 4.07±0.793c 3.88±0.678bc 3.27±0.859a

High (n=194) 4.28±0.675B 4.03±0.712B 3.28±0.997A

P .081 .337 .923

Purchase
Low (n=106) 3.81±0.620ab 3.75±0.734ab 3.40±0.838a

High (n=194) 4.07±0.723B 3.83±0.680B 3.24±0.979A

P .017* .773 .240

Table 4-18.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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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1)

Attitude2)
Advertisement

evaluation3) Level4) (A) (B) (C)

Gathering

information

Attention
Low (n=84) 3.98±0.522 3.84±0.541 3.69±0.948

High (n=216) 4.01±0.474C 3.81±0.644BC 3.62±0.859AB

P7) .754 .537 .770

Sympathy
Low (n=84) 4.25±0.667b 4.08±0.674b 3.26±1.136a

High (n=216) 4.22±0.732BC 3.97±0.670B 3.28±0.861A

P7) .585 .135 .900

Purchase
Low (n=84) 3.95±0.672c 3.86±0.663bc 3.43±0.964ab

High (n=216) 4.03±0.650B 3.80±0.707B 3.27±0.916A

P7) .719 .413 .245

Trust in ads claim

Attention
Low (n=86) 3.96±0.533 3.73±0.621 3.75±0.932

High (n=214) 4.01±0.489C 3.84±0.599BC 3.61±0.862AB

P7) .504 .007## .005##

Understanding
Low (n=86) 3.96±0.421bc 4.11±0.397c 3.70±0.889ab

High (n=214) 3.88±0.533B 3.88±0.571B 3.31±0.867A

P7) .533 .211 .320

Sympathy
Low (n=86) 4.07±0.753b 3.86±0.762b 3.28±1.010a

High (n=214) 4.26±0.709B 4.02±0.666B 3.27±0.920A

P7) .097 .152 .935

Purchase
Low (n=86) 3.77±0.802b 3.73±0.775b 3.35±0.988ab

High (n=214) 4.06±0.637B 3.84±0.663B 3.28±0.906A

P7) .019# .332 .620

Table 4-18.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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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1)

Attitude2)
Advertisement

evaluation3)
Level4) (D) (E) (F) P5)

Necessity of HFF

Attention
Low (n=47) 3.69±0.932 3.68±0.670 3.54±0.779 .111

High (n=253) 3.49±0.838A 3.95±0.517C 3.87±0.555C .000***

P7) .222 .046# .057

Purchase
Low (n=47) 3.31±0.900ab 3.75±0.585ab 3.58±0.830ab .006**

High (n=253) 3.30±0.871A 4.01±0.577B 3.98±0.600B .000***

P7) .916 .038# .031#

Trust in HFF

Attention
Low (n=106) 3.76±0.726ab 3.92±0.620ab 3.62±0.613a .007**

High (n=194) 3.40±0.896A 3.91±0.511BC 3.92±0.563BC .000***

P7) .002## .885 .001##

Sympathy
Low (n=106) 3.45±0.938ab 4.06±0.609c 3.83±0.847bc .000***

High (n=194) 3.22±0.929A 4.15±0.707B 4.26±0.672B .000***

P7) .103 .398 .001##

Purchase
Low (n=106) 3.44±0.823a 3.98±0.573b 3.65±0.732ab .000***

High (n=194) 3.22±0.895A 3.96±0.591B 4.06±0.560B .000***

P7) .101 .807 .000###

Table 4-18.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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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1)

Attitude2)
Advertisement

evaluation3)
Level4) (D) (E) (F) P5)

Gathering

information

Attention
Low (n=84) 3.65±0.914 3.79±0.642 3.62±0.725 .083

High (n=216) 3.45±0.839A 4.01±0.472C 3.97±0.490C .000***

P7) .217 .072 .014#

Sympathy
Low (n=84) 3.22±1.003a 4.03±0.620b 3.82±0.941b .000***

High (n=216) 3.36±0.933A 4.25±0.620BC 4.33±0.572C .000***

P7) .448 .254 .005##

Purchase
Low (n=84) 3.30±0.903b 3.88±0.532bc 3.68±0.768abc .000***

High (n=216) 3.31±0.868A 4.06±0.449B 4.09±0.525B .000***

P7) .971 .161 .005##

Trust in ads claim

Attention
Low (n=86) 3.67±0.847 3.75±0.615 3.54±0.670 .070

High (n=214) 3.47±0.857A 3.98±0.506C 3.93±0.530C .000***

P7) .670 .888 .266

Understanding
Low (n=86) 3.46±0.884a 4.00±0.385bc 3.87±0.525bc .000***

High (n=214) 3.40±0.854A 3.98±0.298B 3.97±0.277B .000***

P7) .155 .014* .000###

Sympathy
Low (n=86) 3.24±0.950a 3.87±0.771b 3.65±0.905ab .000***

High (n=214) 3.33±0.933A 4.21±0614B 4.30±0.611B .000***

P7) .556 .001** .000###

Purchase
Low (n=86) 3.24±0.889a 3.78±0.832b 3.60±0.799b .001**

High (n=214) 3.32±0.870A 4.04±0.439B 4.05±0.532B .000***

P7) .561 .031* .000###

Table 4-18.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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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 information of Advertisements : See the Fig. 3.

2)Attitude : See the Table 4-13.

3)Advertisement evaluation : See the Table 4-14.

4)Level : Respondents with score 1-3:Low ; Respondents with score 4-5:High.

5)P-values were obtained from one-way ANOVA,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6)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ost Hoc test with scheffe is condu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a row(a-c, A-C)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7)P-values were obtained from Student's t-test, A value of P<0.05 was accepted as significant.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Asterisks(###) deno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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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b)2)

(c)3) (d)4)

Fig. 4-2.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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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f)6)

(g)7) (h)8)

Fig. 4-2.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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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 (j)10)

(k)11) (l)12)

Fig. 4-2. The effect of advertisement factors on advertisement evaluations in consumer attitud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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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ttention'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Necessity of HFF'

2)(b)'Purchase'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Necessity of HFF'

3)(c)'Attention'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Trust in HFF'

4)(d)'Sympathy'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Trust in HFF'

5)(e)'Purchase'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Trust in HFF'

6)(f)'Attention'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Gathering information'

7)(g)'Sympathy'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Gathering information'

8)(h)'Purchase'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Gathering information'

9)(i)'Attention'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Trust in ads claim'

10)(j)'Understanding'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Trust in ads claim'

11)(k)'Sympathy'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Trust in ads claim'

12)(l)'Purchase'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ttitude 'Trust in ads claim'

13)Bar : Dot ; Low, Diagonal line ;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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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종합고찰 및 제언

제 1절 종합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기능성 정보를 접하게 되는 주된 창구인

표시와 광고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요소들이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비자의 태도와 그것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표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식품

의 표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섭취할 때 비선택적으

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제품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표시에 있는 정보가 제품

의 구매에 있어 광고의 정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Fajardo and Townsend 2016).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 하에서, 관계 당국은 검토된 기능

성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여 공식적인 기능성 문구로 인정하고 있

으며, 기업들은 인정된 문구를 제품의 표시에 반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전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는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에 대한 고려

가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되어 소비자의 행태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소통하

는 중요한 도구를 잃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 건강’, ‘전립선 건강 유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 유지’, ‘면역 과민반응 개선’이라는 이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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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기능성 문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품에 표시

된 기능성 문구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종류를 달리하여 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더 나아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

도가 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인 광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광고는 제품의 구매나 소비

시점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보다 능동적인 노출은

적을 수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의에 의하여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또한 표시는 면적과 표현

방법이 한정되어 있으나, 광고는 그 종류에 따라서는 색채, 글씨의 크기

등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청각적 요소까지 함께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정보 전달에서의 광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기능성을 전달하는 광고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련 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기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 어디까지 허

용되어야 하는가,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오인하고 혼동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에서 발생한

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관

리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

는 기능성 정보의 양과 종류를 달리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관

찰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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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분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시에 제공되는 문장으로서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기

능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단문), 제품을 섭취함으로서 얻

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증상), 제품의 기

능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기전) 등이 있다.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짧은 문장의 형식으로서는 제품이 소비자의 신

뢰를 얻고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3) 선행 연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던 기전 정보를 한 문장 안

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나 선택에 있어서도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

는다.

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기전 정보는 부

정적인 사람에게보다 도리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5) 증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구가 이해의 용이성, 신뢰성, 구매

의향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문구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한 문장 안에 중간 수준의 정

보량이 포함되기를,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직관적인 표현이 사

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료 및 특허에 대한 정보, 인체시험 및 연구진 등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 제공하는 것은 이미지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광고

및 제품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관여도가 낮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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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는 기능성 정보의 양, 종류와 관련된 요소로는 광고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3)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은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끌 수

있는 기능성 정보 외의 요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과학적인 사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었을

때 그 방법들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한 연구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제시되는 방법들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반응에는 차이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인정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그 개념과 차이

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KFDA 2007)와 비교된다. 즉, 서로 다

른 과학이 유사한 방법, 즉 문구의 어미, 숫자 등만이 변형된 방법들을

통하여 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

능성 등급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면, 동일한 과학적

정보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경우, 제시 방법이 소비자의 반응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즉, 소비

자 중심적으로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와 표

현 방법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시와 광고가 가지는 각각의 특성

에 따라 바람직한 기능성 정보의 전달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시는 공간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제공자, 수용자 모두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원하게 되는 반면, 광고는 표시보다는 그 제한이

적으므로 효과성에 무게를 두게 된다. 즉, 표시에서의 소비자 중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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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전달 방법의 키워드는 가독성, 직관성이며, 광고에서의 키워드는 구

체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표시와 광고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정보일 뿐이다. 보다 더 정확하게 제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시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한 정보의 제공에 광고

가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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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제한점

소비자 연구에 있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본래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특성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 사용된 기능성 문구의 예시들은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 문구에 대한 정성 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만들어졌으

며, 최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내용 및 소비자용 자료들에서

제시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기전’ 문구 예시들의 경우, 일반 소비

자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합성’, ‘호르몬’, ‘혈소판 응집’ 등 사용된 단어의 생소함 및 기능성이 나

타나는 원리 자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강하

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제시된 예시의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방암 등이 언급되었을

때 여성 응답자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

다(Urala 등 2003)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 집단에

대하여 관여도가 높은 기능성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

지 않아도, 혹은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이 제시되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 반면, 생소한 기능성 내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조사시 소비자에게 제공된 환경이 실제의 상황

과는 달라 조사 결과가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표시 중 기능성 문구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품을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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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기능성 문구가 적용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비자의

기능성 문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건강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스낵바 광고의 경우에는 건강보다 맛에 대하여 언급하는

광고를 매력적으로 느끼나, 동일한 인식의 두유 광고의 경우에는 영양에

대하여 언급하는 광고를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Jin and Yoo 2013, Jin and Yoo 2014), 기능성 표시는 그것이 어느

제품에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신뢰도와 구매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제외국에서 수행된 기능성 식품과 그 기능성 표시에 대한 연구는

해당 식품과 기능성 자체를 짝을 지어(유산균과 요거트 등) 조사를 수행

하기도 하였다(Zychowicz MJ 2009). 하지만 본 조사는 특정 제품을 배

제한 채 해당 문구에 대하여 소비자가 갖는 인식에 대해서 진행되었으므

로, 문구 자체의 내용과 형태가 소비자의 인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관찰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결과를 실제 제품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인 광고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최대한 소비자 특성

의 차이를 배제하고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들에 따른 광고 효과를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성 전달 방법들 외의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조

절하여 설계된 광고안들을 조사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제작된 광고안은 여러 가지 광고 요소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 실제

광고들과는 다르다. 실제 상황에서의 광고 평가, 즉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

응은 광고를 통하여 전달된 정보 및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총

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타나게 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곧바로

실제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연결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시기적인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본 분석의 바탕이 된 조사

들은 2007년과 2012년에 수행된 것으로, 이때의 소비자 행태 및 반응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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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의 소비자의 행태는 다를 수 있다. 즉, 2007년의 광고 규제는 지금

보다 더 엄격하여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 자료(그래프 등 도식)의 제시

가 자유롭지 않아 소비자들의 친숙도가 떨어진다는 점, 지금의 소비자들이

미디어 등으로 인하여 과학적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보다 풍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현재 소비자들의 과학적 근거 제시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해

마다 높아졌으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의 좋은 평가들의 증가와 함께

2014년 이후의 원료 혼입 논란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에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러한 이슈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신뢰도 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광고에서 제시되

는 과학적 정보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표시와 광고에 대한 조사는 각각에 대

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시장에서 표시와 광고를 함께 접하는 실

제적인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각에 대

하여 이루어진 조사는 표시와 광고의 개별적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표시와 광고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수요자인 소비자를 고려한 표

시와 광고의 기법을 찾아내고 검증하였다는 점과, 각각의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들이 가지는 효과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기능성 정보

를 과장됨, 혹은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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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표시와 광고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기업 활동의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보의 사실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전달을 위

한 표현 방식과 기법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규제 당국

은 허위과대광고를 우려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감시

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기업 활동은

자원의 낭비를 야기하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관리와 감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낳는다. 기능성 정보 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

로 기업들이 그러한 전달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

이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규제 당국 모두가 만족하기 위한 건강기능식

품 전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각각의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들이 가지는 역할과 효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들은 필수적이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서 첫째, 기능성 정보의 전달에 있어 하나의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소비자의 인식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품의 기능성 표시가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단순히 문구 하나, 한 문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사용된 원료, 제품의 형태 등 제품을 둘러싼 모든 정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일한 기능성 문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보

충제 형태의 제품에 표시한 것과 음료 형태의 제품에 표시한 것은 소비자

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시 및 광고 모두에 대

하여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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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원료, 제품의 형태, 기능성 내용 등의

종합적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의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표시 및 광고의 역할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표시에서 제시되는 정보가 제품의 구매에 있어 광고의 정

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된다는 보고(Fajardo and

Townsend 2016)가 있으나, 표시와 광고 중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매에 어떠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등 더 구체적인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표시와 광고

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따라 표

시 및 광고가 개발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셋째, 인정되어 유통되고 있는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능성 내용을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정보는 결국 정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시중

의 기능성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소비자 중심적인 기능성 정보 전달 방법을 찾아내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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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제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표시와 광고는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표시는 법률

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정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광고는 제품의 판촉을 위하여 소

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이 그 주된 역할이므로, 그 둘은 밀접한 관계가 없

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 광고를 제외하면, 광고 또한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표시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기능성 정보 전달에 광고를 더욱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표시

와 광고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첫째, 표시의 한정된 공간 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성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정보

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성 평가는 정부 주도

형으로서,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의 검토, 평가, 인정 등 모든 업무가 정부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내용 및 그것이 인정된 배경에 대하

여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이다. 기업에서 해당 기

능성 정보를 소비자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가공한 후 표시와 광고를 통하

여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평가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하

여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광고에 있어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에 비하여 광고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기능성 정보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고 기

법, 새로운 기능성 내용, 새로운 과학적 정보 앞에서 정부는 여전히 보수적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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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보한 기능성 전달 방법들이 등장하도록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업들에서도 소비자 친화적인 기능성 전달 방법들을 찾아

내고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

용과 그에 대한 설명들은 제품을 섭취한 후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 그것

이 나타나는 원리 등 전문적인 지식을 주로 담고 있으므로, 지적․환경적

배경이 다양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화하고

그것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 앞으로 기능성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의 추가적인 개발

과 더불어, 그 방법들의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

하는 연구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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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 연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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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관련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말씀해 주시는 모든 자

료는 향후 더 나은 제품의 개발을 위해 아주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뿐이며, 어떠한 경

우라도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 지역

1) 20대 1) 서울

2) 30대 2) 인천

3) 40대 3) 부산

4) 50대 4) 광주

5) 60대 5) 대구

6) 대전

면접원 이름 면접원 ID

면접일시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수퍼바이저 이름 검증원 성명

검증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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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성별

(1) 남성 (2) 여성

선문2. 실례지만 ___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1) 만 19 이하 → 면접 중단

(2) 만 20 ∼ 29세

(3) 만 30 ∼ 39세

(4) 만 40 ∼ 49세

(5) 만 50 ∼ 59세

(6) 만 60 ∼ 69세

(7) 만 70세 이상 → 면접 중단

선문3.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울

(2) 인천

(3) 부산

(4) 광주

(5) 대구

(6) 대전

(7) 그 외의 지역 → 면접 중단

선문4. 선생님이나 가족 친지 중에서 아래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1) 시장조사회사 → 면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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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회사, 컨설팅회사 → 면접 중단

(3) 건강기능식품 및 제약회사 → 면접 중단

(4) 건강기능식품 및 약품 판매 & 유통업 → 면접 중단

(5) 식품의약품안전청 → 면접 중단

(6) 해당사항 없음

선문5. 선생님께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설문조사나 소비자 좌

담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예 → 면접 중단

(2) 아니오

[면접원: 선문6을 묻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정의(아래의 내용) 응답자에게 설명]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질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을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

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거쳐 그 기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

품을 말합니다.

또한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제

품의 뒷면에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물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있고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선문6. 최근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시나요?

(1) 예

(2) 아니오 → 면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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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건강기능식품 섭취 및 구매 행태

문1. 선생님께서는 처음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드시게 되셨는지 다음 보기를 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직접 구입

(2) 가족 및 주변사람(동료, 친구 등)이 권해서

(3) 선물로 받아서 섭취하기 시작

(4) 제품의 광고/홍보 기사를 보고

(5) 건강 관련 기사를 보고

(6) 판매원의 권유로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 선생님께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1 순위: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 순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기능/효과/효능

(2) 원재료 함량/성분

(3) 구입 편리성

(4) 가격

(5) 주변 사람의 권유

(6) 광고

(7) 주변 사람이 많이 복용하는 것

(8) 제조회사/브랜드

(9)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3.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입하신다면 어떤 경로로 구입하십니까? 최근에 구입한 장소를



- 137 -

위주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1) TV 홈쇼핑

(2) 다단계 판매

(3) 방문판매

(4)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

(5)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주문

(6) 신문이나 잡지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 주문

(7) 약국

(8) 올리브영/왓슨과 같은 드럭스토어

(9)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점

(10) 대형 할인점(이마트, 코스트코 등)

(11) 백화점

문4. 현재 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를 보시고 주로 섭취하는 성분을 최대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문4의 응답은 아래 응답란에 별도로 기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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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 (14) 클로렐라

(2) 비타민/미네랄 (15) 스피루리나

(3) 인삼 (16) 키토올리고당

(4) 식이섬유 (17) 키토산

(5) 칼슘 (18) 옥타코사놀

(6) 알로에 (19) 베타카로틴

(7) 오메가3 (20) 공액리놀레산(CLA)

(8) 글루코사민 (21)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HCA)

(9) 유산균 (22) 루테인

(10) 감마리놀렌산 (23) 쏘팔메토

(11) 프로폴리스 (24) 코엔자임 Q10

(12) 엽록소 (25) 헛개나무

(13) 스쿠알렌 (2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문5. 선생님께서는 방금 응답하신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어떠한 효능을 기대하시나요? 해

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면접원: 문5의 응답은 아래 응답란에 별도로 기록해 주세요]

(1) 눈 건강 (11) 혈압 조절

(2) 관절 건강 (12) 혈중 중성지질 개선

(3) 면역력 증진 (13) 전립선 건강

(4) 피로회복 (14) 갱년기 여성 건강

(5) 혈행 개선 (15) 체지방 감소

(6) 부족한 영양소의 보충 (16) 간 건강

(7) 피부 건강 (17) 기억력 개선

(8) 콜레스테롤 개선 (18) 알레르기 개선

(9) 장 건강 (19) 스트레스 완화

(10) 혈당 조절 (20) 항산화 능력 증진

(21)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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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 문4 & 문5 응답지]

문4. 섭취하는 성분(최대 3가지) 문5. 기대하는 효능(복수응답)

(1)

(2)

(3)

문6. 선생님께서는 평소 ‘건강기능식품’를 구입하실 때, 그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정보를 많이 얻는 순으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순위: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 순위: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기존 복용 경험

(2) 친구나 이웃 등 주위의 아는 사람

(3) 판매원 설명

(4) 건강기능식품 광고(TV, 라디오, 잡지/신문)

(5) 관련 기사(TV, 신문, 잡지 등)

(6) 의사, 약사 등 전문가

(7)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

(8) 제조회사/판매회사 홈페이지

(9)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

(10) 제품 용기

(11) 제조사/브랜드가 제공하는 책자 및 교육

(12)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책자 및 교육

(13) 기타: (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

문7.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에 대한 문구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시나요?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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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반이다

(4) 약간 중요하게 고려한다

(5)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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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점수

(1)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꼭 섭취해야 한다. 7 6 5 4 3 2 1

(2) 건강기능식품은 나의 건강상태를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7 6 5 4 3 2 1

(3)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6 5 4 3 2 1

(4)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7 6 5 4 3 2 1

(5) 건강기능식품은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6)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기능식품은 필요하지 않다. 7 6 5 4 3 2 1

(7) 건강기능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7 6 5 4 3 2 1

(8)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여 나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다.
7 6 5 4 3 2 1

(9) 건강기능식품이 유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사회 현상이다. 7 6 5 4 3 2 1

(10) 건강기능식품은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고칠 수 있다.
7 6 5 4 3 2 1

(11) 나는 약과 같이 몸에 특정한 영향을 주는 식품은 먹고 싶지 않다. 7 6 5 4 3 2 1

(12)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하는 경우가 많다.
7 6 5 4 3 2 1

(13) 어떠한 식품이 기능성이 있다면, 맛이 없어도 먹을 용의가 있다. 7 6 5 4 3 2 1

(14) 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본다. 7 6 5 4 3 2 1

(15) 건전하지 않은 식품(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알려진 식품,

예)설탕 함량이 높거나 열량이 높은 식품 – 탄산음료 등)

에 기능성 물질을 넣었다고 해서 그 식품이 좋다고 말할 수

는 없다.

7 6 5 4 3 2 1

Section 2.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문8.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평소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는 평소에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1점에서 7점으로 답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6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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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위 ‘웰빙 라이프’라고 부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

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7 6 5 4 3 2 1

(17)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철저하게 연구되었으므로 우려할 필

요가 없다.
7 6 5 4 3 2 1

(18)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 7 6 5 4 3 2 1

(19)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인 근거가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는

식품이다.
7 6 5 4 3 2 1

(20)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므로, 표시된 권장량 이

상으로 섭취해도 괜찮을 것이다.
7 6 5 4 3 2 1

(21) 어떤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기도 한다. 7 6 5 4 3 2 1

(22)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다. 7 6 5 4 3 2 1

(23)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특성, 새로운 원료들은 우리가 모

르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7 6 5 4 3 2 1

(2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과장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7 6 5 4 3 2 1

(25) 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7 6 5 4 3 2 1

(26) 나는 낯선 형태, 낯선 원료라도 그것이 내가 필요한 기능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먹어본다.
7 6 5 4 3 2 1

(27)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 7 6 5 4 3 2 1

(28) 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안전성이 철저하게 연구되었

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7 6 5 4 3 2 1

(29)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전문가들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31) 약과 식품은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 7 6 5 4 3 2 1

(32)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7 6 5 4 3 2 1

(34)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다. 7 6 5 4 3 2 1

(35) 나는 건강기능식품이 나의 무병장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7 6 5 4 3 2 1

(36) 나는 식품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영향보다 맛이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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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1점에서 7점으로 답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6 5 4 3 2 1

내 용 점수

(1) 식품을 선택할 때 내 몸에 얼마나 좋을지는 그다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다.
7 6 5 4 3 2 1

(2) 나는 내가 먹는 식품의 건전성(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특성, 예)설탕 함량이 높거나 열량이 높은 식품 – 탄산음료)

에 매우 신경을 쓴다.

7 6 5 4 3 2 1

(3)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뿐이지 건강이나 몸에 얼마나 좋을지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7 6 5 4 3 2 1

(4) 지방이 적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7 6 5 4 3 2 1

(5) 나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한다. 7 6 5 4 3 2 1

(6) 비타민이나 미네랄(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7 6 5 4 3 2 1

(7) 간식으로 먹는 것들(과자 등)이 얼마나 해로운지는 나에게 중요

하지 않다
7 6 5 4 3 2 1

(8) 내가 먹는 식품이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고 해도 굳이 피하지는

않는다.
7 6 5 4 3 2 1

(9)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 7 6 5 4 3 2 1

(10)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것(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한약 포함)

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7 6 5 4 3 2 1

(14) 건강관련 지식(질병, 증상, 예방)에 관심이 많다. 7 6 5 4 3 2 1

(15)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음식, 약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7 6 5 4 3 2 1

(16) 항상 운동하려고 노력한다. 7 6 5 4 3 2 1

(17) 걱정하는 질병이 있다. 7 6 5 4 3 2 1

(18)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다. 7 6 5 4 3 2 1

(19) 건강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편이다. 7 6 5 4 3 2 1

(20) 평소에 식이요법/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 7 6 5 4 3 2 1

(21)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7 6 5 4 3 2 1

(22) 내가선택한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그리중요하지 않다 7 6 5 4 3 2 1

(23) 어떤 원료를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꺼려진다 7 6 5 4 3 2 1

(24) 가능한 한 유기농만 먹으려고 한다 7 6 5 4 3 2 1

(25)인공착향료, 착색료는 몸에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26)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산물과 보통의 방법으로 재배된 농산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7 6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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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면접원: 문10 진행하기 전 다음에 대해 설명]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설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

지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주세요.

설명 방법 기능성 표현 예시

① 간단한 문구제시 - 스트레스 완화

- 면역력 증진

- 혈당 조절

- 혈압 조절

② 증상 제시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 갱년기 전후로 나타나는 홍조, 우울증 등을 개선

③ 기전(원리) 제시 - 지방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킴

- 혈액 중 지방과 결합해서 지방배출을 쉽게 하는 것을 통해 혈

액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춤

-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감소를 통한 긴

장 완화

-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

액 흐름을 원활하게 함

문10. 선생님께서는 위의 각각의 세 가지 설명 방법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나

요? 각 방법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5점,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1점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매우

이해하기 
쉬움

대체로
이해하기 

쉬움
보통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움

(1) 간단한 문구제시 5 4 3 2 1

(2) 증상 제시 5 4 3 2 1

(3) 기전(원리) 제시 5 4 3 2 1

문10-1. 그렇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1순위:____________________, 2순위:____________________, 3순위:____________________,

문10-2. 위의 문10-1번에서 응답하신 [1순위]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유가 무엇인가

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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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3. 위의 문10-1번에서 응답하신 [3순위] 방법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

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11 ~ 문11-3]

설명 방법 기능성 표현 예시

① 간단한 문구제시 - 스트레스 완화

- 면역력 증진

- 혈당 조절

- 혈압 조절

② 증상 제시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 갱년기 전후로 나타나는 홍조, 우울증 등을 개선

③ 기전(원리) 제시 - 지방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킴

- 혈액 중 지방과 결합해서 지방배출을 쉽게 하는 것을 통해 혈

액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춤

-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감소를 통한 긴

장 완화

-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함

문11. 선생님께서는 이 세가지 방법의 문구가 건강기능식품에 쓰여 있다면, 제품의 효능, 효

과를 얼마나 신뢰하시겠습니까? 각각의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하시

면 5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1점에 표시해주세요.

내 용
전적으로

신뢰함

대체로

신뢰함
보통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간단한 문구제시 5 4 3 2 1

(2) 증상 제시 5 4 3 2 1

(3) 기전(원리) 제시 5 4 3 2 1

문11-1. 그렇다면, 가장 신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1순위:____________________, 2순위:____________________, 3순위: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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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2. 위의 문11-1번에서 응답하신 [1순위] 방법을 가장 신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11-3. 위의 문11-1번에서 응답하신 [3순위] 방법을 상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12 ~ 문12-3]

설명 방법 기능성 표현 예시

① 간단한 문구제시 - 스트레스 완화

- 면역력 증진

- 혈당 조절

- 혈압 조절

② 증상 제시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 갱년기 전후로 나타나는 홍조, 우울증 등을 개선

③ 기전(원리) 제시 - 지방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킴

- 혈액 중 지방과 결합해서 지방배출을 쉽게 하는 것을 통해 혈

액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춤

-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감소를 통한 긴

장 완화

-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함

문12.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의 문구가 건강기능식품에 쓰여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각각의 문구로 인하여 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드시는지

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 ‘매우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5점, ‘전혀 구입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1점에 표시해주세요.

내 용
구입하고

싶음

구입하고

싶은 편
보통

구입하고

싶지

않은 편

구입하고

싶지

않음

(1) 간단한 문구제시 5 4 3 2 1

(2) 증상 제시 5 4 3 2 1

(3) 기전(원리) 제시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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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1. 그렇다면, 가장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1순위:____________________, 2순위:____________________, 3순위:____________________,

문12-2. 위의 문12-1번에서 응답하신 [1순위] 방법을 봤을 때 가장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하

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12-3. 위의 문12-1번에서 응답하신 [3순위] 방법을 봤을 때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상대적

으로 적게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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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기능성 내용에 관한 인지도 및 이해도
- 면역 과민반응, 눈 건강, 전립선, 간 건강

[문13-1~문13-4]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되는 기능성 표현입니다. 표현을 읽어보시고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보기 외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기타’에 적어 주세요.

문13-1. 면역 과민반응 개선

1)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완화됨

2) 스트레스, 노이로제 개선

3) 긴장했을 때 화장실에 자주 가는 등의 민감한 증상 개선

4) 꽃가루 등 자극에 의해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의 반응 개선

5) 면역력이 증진되어 감기 등의 병이 안 걸리게 됨

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3-2.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주어 눈 건강 유지

1) 눈과 관련된 질환(백내장, 건조증, 야맹증 등) 예방 혹은 개선

2) 시력 저하 예방 혹은 개선

3) 나이가 들어 나빠지는 눈(침침함 등) 개선

4) 눈의 피로함 개선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3-3. 간 건강

1) 피로 회복

2) 숙취 해소

3) 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효소 등의 수치를 낮춤

4)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3-4. 전립선 건강 유지

1) 나이가 들어 커지는 전립선 상태를 개선

2) 남성 성 기능 회복

3) 요실금 개선

4)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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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질문

배문1. 현재 선생님께서는 기혼이십니까? 아니면, 미혼이십니까?

(1) 자녀가 있는 기혼

(2) 자녀가 없는 기혼 → 배경질문4 로 가시오.

(3) 미혼 → 배경질문4 로 가시오.

배문2. 현재 선생님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_______명

배문3. 선생님의 첫째 자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다

(2) 첫째가 초등학교에 다닌다

(3) 첫째가 중/고등학교에 다닌다

(4) 첫째가 성인이다

배문4. 선생님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몇 명입니까? 함께 거주하는 가족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6) 6명

(7) 7명 이상

배문5. 현재 선생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가요?

(1) 예

(2) 아니오

배문6.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1) 중학교 졸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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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졸업/ 중퇴

(3) 대학교 졸업/중퇴(전문대 포함)

(4) 대학원 졸업/ 중퇴

배문7. 선생님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타 잡수입을 포함해서 말씀해주

십시오.

(1) ~99만원

(2) 100만원~149만원

(3) 150만원~199만원

(4) 200만원~249만원

(5) 250만원~299만원

(6) 300만원~349만원

(7) 350만원~399만원

(8) 400만원~449만원

(9) 450만원~499만원

(10) 500만원~549만원

(11) 550만원~599만원

(12) 600만원~649만원

(13) 650만원~699만원

(14) 700만원 이상

배문8.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예술가, 의사, 변호사, 과학자, 교수 등)

(2) 영업직

(3) 서비스직

(4) 경영직(법인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상무 등)

(5) 일반사무직

(6) 기술직

(7) 노무직

(8) 농업/임업/축산업/어업

(9) 자영업

(10) 학생

(11) 전업주부

(12) 무직

(13)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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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9.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요?

(1) 특별한 질병은 없다

(2)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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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건강기능식품 광고 평가 연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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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ID

건강기능식품 광고 평가

2007년 10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시안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는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실 광고 안은 총 4개 입니다. 솔직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하의 인적 사항은 자료처리용으로만 이용되고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는 전

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이름

면접원 이름 면접원 ID

면접일시 2007 _____월 ______일 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성별

(1) 여성 (2) 남성

SQ-2. 실례지만 ___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1) 만 29 이하 → 면접 중단

(2) 만 30 ∼ 39세

(3) 만 40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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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 50 ∼ 59세

(5) 만 60세 이상 → 면접 중단

SQ-3. ___님 본인 혹은 가족 중 다음의 업종과 관련된 분이 있으신가요?

(1) 시장조사회사 → 면접 중단

(2) 컨설팅회사 → 면접 중단

(3) 광고회사 → 면접 중단

(4) 건강기능식품 관련 생산 회사 → 면접 중단

(5)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 면접 중단

(6) 해당사항 없음

SQ-4. ___님께서 최근 6개월 내에 건강식품 관련한 설문조사나 좌담회에 응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1) 있다 → 면접 중단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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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건강기능식품관련 태도

Q1. 00님은 ‘건강기능식품’ 하면 어떤 종류의 식품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1. 또 어떤 종류가 생각나십니까? 그 외에는 또 없으신가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 00님께서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시나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합비타민이나 간장약 등을 

포함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가진 식품을 뜻합니다.

(1) 있다 → Q2-1로 가시오.

(2) 없다

Q2-1. 현재 음용 또는 복용하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인가요? 종류별로 모두 응

답해 주세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2. 현재 음용 또는 복용하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 개를 드실 경우에도 종합적인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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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 4 3 2 1

Q2-3. 00님께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드시게 되셨는지 다음 보기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개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 주로 드시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

만 선택해 주세요.

(1)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사서 (2) 가족및주변사람(동료, 친구등)이권해서

(3) 선물로 받아서 (4) 광고/제품 홍보 기사를 보고

(5) 건강 관련 기사를 보고 (6)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

(모두에게 질문하시오)

Q3. 00님께서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구입할 
것이다 

구입할 생각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구입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5 4 3 2 1

Q3-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4. 00님께서는 평소 또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를 구입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1 순위: ( ) → ◈ 2순위: ( )

(1) 기능/효과 (2) 원재료 함량/성분

(3) 구입 편리성 (4) 가격

(5) 주변 사람의 권유 (6) 광고

(7) 주위사람들이 많이 복용하는 것 (8)제조회사/브랜드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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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00님께서는 평소 ‘건강기능식품’를 구입하실 때, 그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가장 해당되시는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순위: ( ) → ◈ 2순위: ( )

(1) 기존 복용 경험 (2) 주변의 복용 경험 (3) 건강기능식품광고

(4) 제품 용기 (5) 제조사/브랜드가 제공하는 책자 및 교육

(6)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책자 및 교육

(7) 관련 기사(TV, 신문, 잡지 등) (8) 판매원 설명

(9) 인터넷 검색 (10)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

Q6. 00님께서는 평소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1점에서 5점으로 답

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4 3 2 1

내    용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보통
대체로 
동의하
지 않음

전혀
동의하
지 않음

(1) 건강하기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꼭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2)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신뢰한다. 5 4 3 2 1

(3)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실제로 효능/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다.
5 4 3 2 1

(4)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

한 후 구입한다.
5 4 3 2 1

(5)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 기능성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6) 평소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을 관심 있게 본다. 5 4 3 2 1

(7) 최근 건강기능식품들의 광고들이 제품을 선택하

는데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한다.
5 4 3 2 1

(8)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전달하는 효능/효과에 

대해 신뢰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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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건강기능식품 광고 평가

00께서 펑가하실 광고 안은 총 4가지입니다. 

면접원은 응답자들에게 첫 번째로 할당된 광고 안의 기호를 적으시오.

(                  안) 

본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보/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브랜드/제조회사에 대한 정보를 포

함시키지 않았음을 설명하시오.

Q7. 방금 보신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0께서 이해하

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8. 방금 보신 광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00께서 보신 내용을 정

보/메시지/이미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9. 00께서는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십

니까?

매우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이해하기 쉽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5 4 3 2 1

Q9-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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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00께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를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 4 3 2 1

Q10-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1.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

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점부터 5점까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5점, 전

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1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광고가 시선을 끈다. 5 4 3 2 1

(2) 제품 기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 5 4 3 2 1

(3) 광고의 메시지에 공감이 간다 5 4 3 2 1

(4) 광고를 본 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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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은 응답자들에게 두 번째로 할당된 광고 안의 기호를 적으시오.

(                  안)

Q12. 방금 보신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0께서 이해

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3. 방금 보신 광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00께서 보신 내용을 정

보/메시지/이미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4. 00께서는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이해하기 쉽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5 4 3 2 1

Q14-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5. 00께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를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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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 4 3 2 1

Q15-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6.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

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점부터 5점까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5점, 전

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1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광고가 시선을 끈다. 5 4 3 2 1

(2) 제품 기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 5 4 3 2 1

(3) 광고의 메시지에 공감이 간다 5 4 3 2 1

(4) 광고를 본 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4 3 2 1



- 162 -

면접원은 응답자들에게 세 번째로 할당된 광고 안의 기호를 적으시오.

(                  안)

Q17. 방금 보신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0께서 이해

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8. 방금 보신 광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00께서 보신 내용을 정

보/메시지/이미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9. 00께서는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이해하기 쉽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5 4 3 2 1

Q19-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0. 00께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를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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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 4 3 2 1

Q20-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1.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

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점부터 5점까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5점, 전

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1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광고가 시선을 끈다. 5 4 3 2 1

(2) 제품 기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 5 4 3 2 1

(3) 광고의 메시지에 공감이 간다 5 4 3 2 1

(4) 광고를 본 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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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은 응답자들에게 네 번째로 할당된 광고 안의 기호를 적으시오.

(                  안)

Q22. 방금 보신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0께서 이해

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3. 방금 보신 광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00께서 보신 내용을 정

보/메시지/이미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4. 00께서는 전체적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이해하기 쉽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5 4 3 2 1

Q24-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5. 00께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광고를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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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 4 3 2 1

Q25-1.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정, 부정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6.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보여드린 광고가 얼마나 그렇다고 생

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점부터 5점까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5점, 전

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1점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광고가 시선을 끈다. 5 4 3 2 1

(2) 제품 기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 5 4 3 2 1

(3) 광고의 메시지에 공감이 간다 5 4 3 2 1

(4) 광고를 본 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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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종합 평가

Q27. 앞서 보여드렸던 광고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세요.

광고시안 순위

(1) 첫 번째 (               )

(2) 두 번째 (               )

(3) 세 번째 (               )

(4) 네 번째 (               )

Q28. 앞서 보여드렸던 광고 중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가장 신뢰감을 주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세요.

광고시안 순위

(1) 첫 번째 (               )

(2) 두 번째 (               )

(3) 세 번째 (               )

(4) 네 번째 (               )



- 167 -

Section 4. 배경질문

DQ1. 귀댁의 보너스 등을 포함한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99만원 미만 (2) 200-299만원 (3) 300-399만원

(4) 400-499만원 (5) 500-599만원 (6) 600만원 이상

DQ2. 귀하의 학력은요?

(1) 고졸 이하 (2) 대졸 이상

DQ3. 귀하께서는 결혼하셨나요?

(1) 기혼 (2) 미혼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 경영/관리직 (2) 전문/자유직

(3) 사무 관련직 (4) 기술직

(5) 자영업 (6) 서비스/판매/영업직

(7) 농/임/어/축산업 (8) 학생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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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ivery tools for Health claims of

Health Functional Foods via Consumer

survey:

Labels and Advertisements

Yeonkyung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bel and advertisement could be important tools for consumer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products and to make a decision of

purchase. In detail, the statements and advertisement factors which

deliver the efficacy information in the label and advertisement could

conduct those roles. Therefore, analysis about the impact delivery

tools - statements in labels and advertisement fact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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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 - on consumers and relevant factors should be

preceded for finding the way of customized and customer-friendly

health claim.

In the first part, 1,488 Health Functional Foods(HFFs) users were

requested to answer about the attitude on health and health functional

foods, the understanding on current health claim statements and

evaluations on new statements such as 'short sentences', 'symptom'

and 'mechanism'. As a result of General Health Interest, average of

response was 4.59 in the 7 Likiert scales. It could be considered as a

positive attitude. The GHI in female and older group was higher than

male and younger groups.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with HFFs

attitude questionnaires, all questions were classified to 3 factors -

'Reward', 'Confidence' and 'Necessity'. All respondents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on all attitudes, but 'Confidence' was lower than

'Reward' and 'Necessity'. In terms of the ’Reward' and 'Confidence',

the evaluation of female and older group was higher than male and

younger group. In terms of understanding on current health claims,

all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hoose 4 relevant sentences for 4

health claims. 75% and 100% correct answer rate (3 and 4 correct

answers) were under 10%, so consumers' understanding was

confirmed to be low. The correct answer rate for 'prostate health'

was highest(51%) and correct answer rates 'liver health' and

'improvement of hyperimmune reaction' were under 20% owing to

the difficulty/ un-familiarity of wording and wrong preliminary

knowledge from the media. Education and public communication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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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ggested for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they couldn't be

perfect because perception of health claim were strongly relevant to

personal situation. Therefore, the factor which has impact on

customers' perception for health claim should be studied to develop

customized tools for health claim. 'Understanding'(easy to understand)

of 'Short sentence' was high, but 'Trust' and 'Purchase' were low.

'Mechanism' showed opposite results and the all evaluations of

'Symptom' were positive. Gender, ages and GHI did not have

interaction with types of sentences, but 'Reward' and 'Confidence'

among attitudes had interaction effect.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the evaluation of 'symptoms' were not positive owing to the

difficulty of wording, scientific commentary and low legibility. The

length of sentence and the level of information should not be burden

to consumers' understanding. Additional information for health beneift

could be delivered by advertisements.

In the second part of research, the impact of advertisements tools

such as relevant/irrelevant image, explanation of ingredients, scientific

diagram of efficacy, patent and expert comments on consumers'

perception were studied. Six advertisements were developed using

these tools "A": relevant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s+scientific

diagram of efficacy; "B": relevant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s;

"C": relevant image; "D": irrelevant image; "E": irrelevant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patent; "F": irrelevant

image+explanation of ingredient+comments from authority. To analyze

the consumer perception on health functional foods and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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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300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answer a qeustionnaire

compring of the following questions : 5 questions of attitudes

(necessity of HFFs, trust in HFFs, gathering information, watching

advertisements and trust in advertisement claims) and 6 questions on

the 6 developed advertisements (attention, understanding, sufficiency

of information, sympathy, trust, and purchase). Scoring was done as

per the 5 Likert scale. The overall consumer attitudes were positive,

and female/older age group were higher than male/yourger group.

Explanation of ingredients, scientific diagram of health benefit, patents

and expert comments were helpful factors in increasing the

advertisement evaluation by consumer, but the images were not.

Advertisement evaluation of consumer did not differ with gender and

age. However,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some of the

consumer attitudes (necessity of HFFs, trust in HFFs, gathering

information and trust in advertisements claim) and advertisement

evaluations (attention, understanding, sympathy and purchase). Our

results indicate that for consumers utilizing the HFFs, advertisements

with concrete tools such as diagrams, patent, and expert comments

are more helpful. The advertisement could be a good tool to deliver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efficacy which could not show through

the label.

Labels and advertisements should be complementary to deliver the

information about efficacy. Consumer could get the only direct and

instinctive information through label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make a decision about intake and purchase. Detailed in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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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fficacy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through

advertisements.

keywords : Health functional food, Health claim, Consumer

perception, Advertisement, Label

Student number : 2008-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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