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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정보측면에서 그 방안
을 모색해보고자 본 연구는 상품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요구도, 정보탐색행동, 그리고 정보
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신호이론
(Signalling Theory)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안전성의 대리지표(Incentives)로 어떠한 것을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대상 상품은 농산물, 가공식품, 가스기구, 전자제품, 그리고
가정용화학제품 등 5가지 상품군이었으며 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비자들은 안전문제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였지만 대안모색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안전정보의 처리과정가운데 안전정보의 이해보다는 안전정
보의 획득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지적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은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상품 안전성의 대리지표로써 제품보증, 상표(메이커), 광고, 가격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었다. 즉 직
접적인 안전정보이외에 A/S, 상표의 충성, 광고의 친숙함, 고가격 등이 상품안전의 신호로 작용하
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로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도, 안전대리지표의 활용정도, 그리고 안전정
보 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안전지향성 등 심리적 변수이외에 안
전정보요구도(가스기구와 가전제품)와 안전대리지표의 활용정도(농산물과 가공식품)가 유의한 변수
로 나타났다. 가정용화학제품에서는 위의 변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넷째로 안전지향성이 높고 구매
시 안전을 많이 고려하는 소비자이면서 안전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안전대리지
표 활용정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 안전정책이나 안전정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단
순한 안전에 대한 불안증가는 소비자를 비합리적인 선택(무조건적인 상표충성이나 고가격상품 선택
등)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Ⅰ. 문제제기

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안전성
문제는 단지 식품과 의약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최근의 조사

현대의 최첨단의 기술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결과에 의하면 가정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소비자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잇

가운데 물품관련 위해가 전체의 76.4%인데 그

달아 사회 문제화된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

발생원인은 해당 물품이나 시설물의 하자 및

동,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콩의 수입, 방사

안전성 미흡이 전체의 23.6%를 차지하고 있는

선 조사식품, 잇달아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

것으로 나타나(한국 소비자보호원, 1998) 아직

등 식품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더욱 빈번해지

도 제품안전성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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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규제가 시행

없다. 일반적인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결과로 유

되고 있지만 이처럼 연달아 발생하는 안전규

추해 볼 때 소비자들의 안전정보에 대한 탐색

제가 소비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행동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생각된다.

불가능하다. 오히려 각종 소비자 안전규제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상품속성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필요로 한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어떻게, 어느 정도 탐색

다. 이에 대한 대안은 소비자들의 방어적 행동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으로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통한 합리적인 구

상품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부족하며 정

매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정보수준이 낮을수

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를 감안해 볼 때,

록 제품관련 사고율이 높은 것을 밝힌 연구

만약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이종인, 1999)에서처럼 소비자정보와 안전수

없다면 즉 안전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 상황하

준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에서 소비자들은 어떠한 근거로 상품의 안전성

소비자정책도 보다 정보제공의 방향으로 진행

을 인식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될 것이며(Ramsey, 1985) 이러한 경향은 국제

연구도 필요하다.

화와 더불어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소비자 안
전문제를 정보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련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봄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정보정책은 안전기준

로써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의 설정, 표시규제, 품질인증제도와 등급사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전략을 통하여

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지 그 특성

한 방법의 안전정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안전정보탐색에 영향을

러나 이러한 소비자 안전정보 정책의 정책결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정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관련

특히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안전을

행동 실태를 기초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 의문시되므로 소비자의 안전정보 탐색행동

신호이론(signalling theory)을 적용하였다. 신호

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이

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내는 판매자 자신과

필요하다.

판매상품의 속성에 대한 정보이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정보탐색이론은 그 동안 많은 연구가

판매자와 판매상품에 관련된 정보내용가운데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구체적인 한 영

어떠한 것들은 ‘안전’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

역 혹은 특정한 상품보다는 전반적인 소비자탐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색행동에 관심을 두었다.(여정성, 1989 ;예종

신호이론을 제품에 적용한 국내의 연구는 아

석․김진병, 1990; 이은희 1994; 채정숙 1993).

직까지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전’이라는

또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탐색과 상품속성

상품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밝히는데

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유용한 이론이라고 판단하여 적용을 시도하였

소비자선택시 정보탐색의 영향 혹은 정보탐색

다.

자체의 전략에 관한 논문 등이 주종을 이루었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안전분야가운데 특

다. 반면 상품속성가운데 하나의 속성에 대한

히 정보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정보탐색행동을 연구한 예는 거의 없으며 소비

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정보탐색행동 연구분

자의 안전정보관련 행동에 관한 연구도 거의

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포괄적인 범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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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성과는 달리 특정한 상품특성으로 한정함

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보탐색을 통해

으로써 구체적인 정보탐색행동 분석을 시도하

그 제품의 품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둘

였다. 또한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선행

째, 탐색을 통해서도 품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

연구가 상품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에 치중

할 수 없는 재화의 경우 이전의 구매전단계에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어떤 상품속성을

치중하는 정보탐색이론은 부적합하다. 세번째는

보증해주는 간접적인 대리지표(incentives)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 문제는 가격정보보다

중요한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는 품질정보에서 더욱 나타나는 문제인데 생산

상품 안전성의 간접적인 정보유형을 파악하고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질을 완전하거나 완전하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설계는 직접적인 정보가

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

부족한 정보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행동

는 그 제품의 질에 대하여 탐색, 경험을 통하여

을 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경험이후

소비자 정책적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도 질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탐색은 보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Ⅱ. 이론적 고찰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Nelson
(1970)은 상품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의
질을 탐색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탐색

2.1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관한 이론

재)과 그렇지 못한 것(경험재)을 구별하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탐색이 상품특성에

정보탐색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이상적 상태

따라 달라진다라고 주장한다. 신상품이 나오더

와 실제적 상태사이의 괴리를 지각하고 그 괴

라도 소비자는 탐색을 통해 그 상품의 질을

리를 해소하려는 활동으로 내적 탐색과 외적

완전히 알 수 있지만 경험재는 경험을 해야지

탐색이 있다. 내적 탐색은 자신의 기억에 저장

만 그 상품의 질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경험

된 정보들을 인출하여 보는 것을 말하고 외적

을 통한 탐색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소비

탐색은 내적 탐색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을

자들은 탐색을 통한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큰

때 소비자 자신의 외부에서 관련정보를 얻으

경우가 많게 되고 소비자들은 경험재 탐색을

려고 하는 행동이다(박명희, 1996).

별로 하지 않으려 한다.

경제학적 접근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정

경험재의 경우 정보탐색행동은 어떻게 달라

보탐색이론은 가격에 초점을 두어 왔다. 소비자

지는 지를 살펴보면 경험재의 경우는 재화의

들이 가격탐색을 할 경우 대부분 구매전의 탐색

속성이 소비하는 과정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에만 국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

경우인데 Akerlof(1970)의 레몬재분석에 관한

자들이 품질을 탐색할 경우 위와 같은 이론적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구성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로 품질정보의 불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 혹은 비대칭성이 있는

1)

1) 탐색재의 경우 가격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제시되었던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탐색전략과 동
등한 질적 탐색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변수들의 확률분포도 알 수 있으며 그것
에 근거하여 최적탐색행동을 고안하여 상점을 방문하여 만약 질이 이미 설정된 질의 정도 그 이상이거나 가격이 유보가격 미
만인 경우 구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차원과 질적 차원에 대한 탐색은 가격만을 탐색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고 이
것은 정보화된 구매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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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시장에서는 높은 품질의 상품은 사라

만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품질을 선택할 때

지고 낮은 품질의 상품만이 결국 남게 될 것이

유사한 결과가 응용되어진다. 완전정보를 가지

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정보가 존재하는 시장

고 있는 시장에서는 균형가격-질의 관계표

에서 소비자들은 ‘역선택(reverse selection)’을

(schedule)가 존재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

하게 된다고 한다.

만 한 측면에서라도 정보가 없게 되면 질이

Hey와 Mckenna(1981)는 가격과 품질이 모

최하위로 떨어지리라 예상가능하고, 중간정도

두 불확실할 때의 소비자탐색에 대한 모델을

의 정보가 있는 경우 균형가격-질 관계표에서

2)

제시하고 있다 . Hey와 Mckenna의 모델에서

가격은 품질의 불완전한 척도가 되고 부도덕

는 모든 소비자가 구매 전에 가격만을 탐색한

한 기업이 출현할 수도 있다(Cave 1985). 소비

다는 가정 하에 탐색을 통하여 품질에 관하여

자들이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전혀 알 수 없다고 가정하였으나 소비자들은

서는 더욱더 낮은 품질의 생산자(판매자)만이

품질에 대한 탐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남겨질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어떤 다른 단서를 이용해서라도 품질을 유추

정보탐색이 더욱 더 중요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2단계로 신상품 시기가 지나

특정 상품의 품질에 대한 직접 정보는 아니

고 소비자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어느 정도

지만 기업이 높은 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

이미 구매가 이루어진 2,3단계에서는 소비자입

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많

장에서 정보보유수준은 달라진다. 소비자는 자

은 시장적 신호체계 또한 존재한다. Cave

신의 초기선택결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그 제

(1985)는 품질보증과 광고비의 제품품질간의

품의 사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그 상품의 질에

관계를 설명하면서, 높은 질을 생산 판매하는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 또

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하기

한 1단계의 소비자반응을 참조하여 신상품이

위한 수단으로 품질보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후의 가격과 광고의 양을 정하게 된다. 소비자

광고비지출을 통하여 명성을 얻으려 하는데 이

는 자신의 정보와 기업의 대응을 잘 관찰한

는 소비자들이 반복구매를 하는 경우 더욱 두

후 반복구매를 할 지를 결정한다(Milgram and

드러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Roberts 1987). 소비자들이 의지하는 질에 대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정보탐색에 대한 연구

한 정보는 판매자들의 공개행동에 관한 방법

는 일반적으로 정보탐색의 측정과 이에 영향

즉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는데 시장구조와 질의 다양성 그리고 기업이

정보탐색의 측정에 있어서 정보탐색정도는 일

거짓말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성

반적으로 이용한 정보원의 수, 정보항목의 수,

3)

고려한 대안의 수, 구매결정에 이용된 시간 등

Akerlof는 중고차시장에 대하여 분석하였지

으로 측정하여왔으나 최근에는 고려한 정보원

에 달려있다(Cave 1985) .

2) 가격은 구매전에 관찰할 수 있으나 품질은 구매 후에 경험을 해야만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일반적인 “유보율(reservation
price rule)"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의 2가지 차원의 소비자문제를 가지게 되므로 구매
전에 먼저 가격을 탐색하여(1단계) 구매하고(2단계) 구매후 재화를 경험함으로써 품질의 정도를 파악한 후(3단계) 그 재화를
그 제품의 수명까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하고 재구매할 것인지를 판단하여(4단계) 전자의 경우 그 재화를 수명까지 다
사용한 후 재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간다.
3)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복지측면에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독점력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Cav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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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수(정보원에 따른 정보탐색)와 정보내용

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속성 다시 말해서 경

에 따른 정보탐색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여정

험재적 속성(Nelson, 1970)이 있는 경우, 소비자

성 1989; 예종성. 김진병 1990; 김진희 1995).

가 탐색을 통하여 상품구입이전에 상품의 질을

소비자들은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주

알 수 없다면 소비자들은 상품의 질을 어떻게

로 과거의 경험(37%)이나 텔레비전이나 신문

판단할 것인가, 특히 반복구매를 하기 이전단계,

과 같은 대중매체(43%), 이웃과 친지를 통하

즉 신상품이 나온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여(10%) 얻고 있으며 소비자교육이나 홍보

판단근거로 그 상품의 질을 예측하고 선택할 것

(6%), 소비자전문지(2%)를 통하여 정보를 거

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소비자는 정보적으로

의 얻고 있지 않으므로(최병선 1990) 소비자단

불완전하고(imperfect information) 비대칭적인

체들의 소비자교육 및 홍보가 매우 미진한 상

구조하에서도 정보를 얻고자 하며 품질에 대

태임을 보여주는 반면 소비자안전에 관한 소

한 직접적인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

비자홍보매체로써 대중매체의 효과가 클 것으

자는 다른 상품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품

로 기대된다.

질을 유추한다.
이러한 신호는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행동이

2.2 소비자의 안전정보 탐색전략 - 신호이론
(Signalling Theory)의 적용

나 전략의 형태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격(Milgram and Roberts 1986; Wolinsky
1983), 광고(Milgram and Roberts 1986; Nelson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1974; Schmalensee 1978), 보증(Grossman 1981;

서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Riley 1979; Spence 1977; Boulding and

소비자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

Kirmani 1993)등이 대표적인 신호로써 연구되

보를 통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정보는 상품의

어 왔다.

안전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먼저 광고의 신호적 역할을 보면 Nelson은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안전성을 대리해주는

일련의 논문들(1970,1974)을 통하여 어떤 종류

지표들도 많다. 대리지표(incentives)란 그 상

의 광고들은 아직도 정보제공적이지만 시장메

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과 판매자(생산자)

카니즘이 상품의 질과 광고매출간에 정적인

의 속성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정보탐

관계를 유지시켜줄 때만 간접적으로 정보적일

색을 통하여 상품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

수 있다라고 논의하였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험재적 속성을 가진 상품에서 단서를 사용하

관찰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 관찰할 수 없는

4)

게 되는데 신호이론 에 의하면 소비자가 정보탐

질을 올바르게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색을 통하여 그 상품의 질에 대하여 전혀 알 수

광고는 질을 신호할 수 있다 .

없으며 단지 그 상품을 사용한 후에야만 그 상

5)

상품의 질을 신호하는 변수로써 광고이외에

4) 경제학 문헌에서는 마케팅 신호체계의 존재와 작용 그리고 다양한 상품속성의 마케팅신호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마케팅신호체계는 변경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특성을 사용하는 경제인들 간에 정보가 교환될 때 일어난다. 신호이론은 특히
시장개입에 직면하는 비대칭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루는 정보경제학으로부터 대두되었다. 신호이론(Signalling
Theory)은 Spence(1974)에 의해 취업시장에 처음으로 적용된 이후로 보험시장, 소비자신용 등에 적용이 되어 왔다(Phillips
1988).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구매자에게 그 제품의 질에 대한 신호(signal)로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는 그것을 질에 대한 대리
변수로 간주하여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신호이론이 일반적인 제품에 적용이 된 것은 소비자가 정보탐색을
통하여 그 상품의 질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며 단지 그 상품을 사용한 후에야만 그 상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속성 다
시 말해서 경험재적 속성(Nelson 1970)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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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수의 잠재적인 신호체계를 찾으려는

은 질의 기업은 높은 보증을 선택하려는 유인

노력들 가운데 가격은 유용한 변수로써 간주

을 적게 받으려고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된다. 소비자는 가격이 높은 상품이 높은 품질

보증신호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들을 구별할

을 가지리라고 생각한다. Milgram 과 Roberts

수 있게 된다(Spence 1977; Tirol 1988).

(1986)는 광고와 가격이 질에 대한 다원적인

소비자제품보증이란 소비자에게 상품실패의

신호로써 작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Nelson

경우 제조업자가 감당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의 의견을 지지하였고 가격의 경우 신호로써

대하여 기록된 증거서류이며 한편으로는 제조

의 효과가 복잡하다고 하였다. 가격이 품질의

업자의 의무를 한계 짓는 것이다. Uniform Com-

신호로 작용하는 연구와는 달리 품질과 가격

mercial Code(UCC)에 의하면 보증제공조항,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

예외조항 그리고 정보조항이 포함되는데 여러

어졌다. 가격-질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

상표들간에 보증기간과 조항들은 신뢰성과 가

은 가격과 품질간의 관계가 실제로 낮으며 이

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제품보증은

는 시장기능과 소비자의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마케팅적 신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6).

나타낸다고 하였다 .

송인숙·이기춘(1987)은

분명할지라도 보증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우리 나라의 가격-품질관계를 소비자보호원에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호를 해석하려 할 때 직

서 실시한 상품테스트결과와 시장가격을 기초

면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Gerner and

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상품에서 낮은 상관

Bryant 1981). 제품보증은 그 제품의 질 자체

관계를 나타냄을 보여 우리나라시장의 비효율

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대체방법이

성을 입증하였다.

다. 보증에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욱 위험

보증 또한 중요한 신호로써 소비자에게 인지

기피적일 경우 더 효율적일 것이다(Heal 1977).

된다. 제조업자에 의해 통제되는 제품보증은

Boulding과 Kirmani(1993)는 보증이 소비자

보증의 범위와 기간이 소비자에게 제품신뢰성

측면에서 질의 신호로 작용하는 지를 검증하

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마케팅신호로써

였는데 신뢰성의 신호는 만약 신호가 잘못된

소비자에게 작용할 수 있다. 높은 질의 기업들

것일 경우에 기업이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의

은 낮은 질의 기업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

미하는 ‘bonding(채무이행)'을 포함해야하는데7)

어 사용할 수 없는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사

만약 보증채무이행의 신뢰성이 높다면 분리된

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은 믿는다. 보증은 분

균형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높은 보증은 높

리된 균형을 유도하는데 높은 질의 기업은 높

은 질의 신호가 될 것이고 보증의 채무이행

은 보증을 선택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고 질

신뢰성이 낮으면 통합된 균형이 일어나고 높

에 대한 더 높은 시장보상을 받을 것이며 낮

은 보증은 높은 질의 신호가 되지 못할 것이

5) 광고의 질의 대리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Schumalensee (1978)에 이어 Kihlstrom 과 Riordon (1984)에서 더 정교화되었다. 그
는 광고가 신호로 작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첫번째 모델에서는 모든 높은 질의 기업이 광고를 하던지 안하던 지간에 궁
극적으로 높은 질에 대해 명성을 얻게 된다. 즉 광고가 높은 질생산의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필
요로 할 경우에만 질을 신호할 수 있다. 두번째 모델은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이 높은 질의 명성을 결코 얻을 수 없을 때를
말한다. 낮은 질의 상품에서 한계생산비용이 더 낮을지라도 광고는 질을 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그런 반면 Rachford and Gupta(1990)은 가격과 품질간의 분산, 시장내 기업의 수, 평균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비자의 최
대탐색비용이 비효율성의 척도가 되는 것을 제안하면서 가격-품질간의 관계만이 소비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Maynes(1992)와 Chr. Hjorth-Andersen (1992)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격-품질간의 관계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임을 밝혔다.
7) 그 채무이행능력은 몰수된 재산, 투자, 혹은 명성의 형태로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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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높은 질을 생산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안전추구행동

하는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

수준이 높았다.

해 더욱더 완벽한 보증을 하려하고 소비자들

안전정보만을 연구한 논문이 없기 때문에 소

은 품질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품

비자의 정보요구도와 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연

질보증으로 품질의 정도를 유추한다고 하면

구를 고찰함으로써 관련요인을 선정하였다. 소

8)

‘독점적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비자 정보요구도와 정보탐색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2.3 안전정보관련 소비자행동의 관련요인

신체적 위험지각, 구매경험, 위해경험, 사회활
동 참여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부의 연령

먼저 안전관련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

이 많을수록 정보처리능력의 감퇴와 많은 구

향요인을 살펴보면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

매경험으로 인해 정보요구도 및 정보탐색행동

추구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과는

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병선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추구행동이 정적인

(198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전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강수헌, 1981; 윤혜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포장지나 포장용

연, 1989; 이지은, 1992)와 소비자의 안전에 대

기에 적힌 품질표시내용을 더 잘 확인하였다.

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실증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정보 탐색과 안전

구들(Kuel & Simon, 1972; Staelin & Weinstein,

정보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1974; Brown & Crown & Marshall, 1987;

국소비자보호원, 1989; 최병선, 1989; 권자숙,

Kramer & Penner, 1987)로 나뉜다. 대부분

1995).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정보 탐색량

소비자의 행동은 안전기준이 강화된 상품구입

이 증가한다는 연구(최병선,1989; 한국소비자

정도만을 다루고 있어서 연구대상상품이나 조

보호원,1989)와 중간소득계층의 정보탐색량이

사시기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가장 많다라는 연구(Engel 등, 1973; Swagler,

생각된다.

1979)로 학자마다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권자

소비자 경험변수로 소비자교육을 받아본 경

숙의 논문(1995)에서는 중간 소득층의 안전정

험, 소비자전문지의 구독경험이 소비자행동

보 요구도가 높은 반면 이경희(1996)의 연구에

및 문제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계선자

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식품표시확인에

(198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교육을 받은 집단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소비자문

유무여부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자녀유무

제 해결방법을 택하였다. 그 외 사회참여경험

와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도 및 탐색정도와

이 많은 소비자가 소비자문제를 더 많이 경험

의 관련성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지만 자녀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있는 가정의 경우 안전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

은 정보추구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소

이 더욱 커져서 안전정보에 대한 요구 및 실

비자교육경험, 불량상품전시회 참여경험, 소비

제 탐색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자고발행동경험으로 소비자경험을 조작적 정

수 있다.

의한 이지은(199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경험이

신체적 위험지각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은 정

8) 또한 제품보증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만약 소비자들이 보증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증을 믿고서 부
주의하게 사용한다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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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탐색을 더 많이 하며 안전정보 요구도에 있

의 능력은 안전정보탐색정도에 영향을 미칠

어서도 신체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안전정보

것으로 판단된다.

요구도가 높았다(권자숙, 1995). 안전에 대한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대리지표가 하나의 신

태도는 안전정보의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호로써 정보탐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미쳤다. 권자숙의 연구에 의하면 안전문제인식

관한 선행연구가 없지만 광고를 많이 하는 상

도가 높을수록 안전정보 요구도가 높았다. 안

품, 가격이 높은 상품, 제품보증이 잘된 상품,

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추구행동간에 정적인

그리고 메이커가 안전하다라고 믿는 소비자들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강수헌, 1981; 윤혜

은 상품안전에 관한 정보탐색을 더 하려하지

연, 1989; 이지은, 1992; 김성숙,1997)와 소비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자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

이러한 안전대리지표를 탐색하는 것이 상품안

는다는 실증연구들(Kramer & Penner, 1987)

전에 대한 정보탐색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있다.

안전대리지표 활용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은

위해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

자신이 탐색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

자에 비하여 안전정보탐색을 더 많이 할 것이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라는 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1989)와 위해경

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

험과 안전정보 요구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권자숙, 1995)가 있다. 소비자교육경험은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소비자정보지의 활용이 정보탐색행동에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숙,
1997). ICIS(International Consumer Information
Survey)연구에서도 상품테스트지구독자는 비

3.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구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매행동에서 중
립적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가 높으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며 전반적인 구매과정에서 회의적이며 소비자

로 탐색적인 연구목적으로 안전정보관련 소비

문제에 진보적인 경향이 있었다(Thorelli &

자행동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

Sentell, 1982).

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

한편 지식과 경험과 같은 소비자의 정보처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리능력도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에
게 인지된 상품지식 혹은 경험이 정보탐색과

연구문제 1. 상품 안전정보관련 소비자행동

는 반비례한다(박명희,1993). 또한 노인소비자

의 특성은 어떠한가

와 같이 정보처리능력이 낮은 경우 효율적인

1-1. 상품 안전정보관련 소비자행동(안전

소비자행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이기춘,

정보 처리의 곤란정도, 안전정보 요

1999). 안전정보처리능력은 소비자의 안전과

구도, 안전정보 탐색정도)의 수준은

관련된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어떠한가

효율적인 소비자행동에 있어서는 정보탐색이
필수이므로 소비자의 안전정보 획득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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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비자가 활용한 안전정보의 원천과
유형은 어떠한가

1-3. 소비자가 활용한 상품안전 대리지표
의 유형과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안전정보관련 소비자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않다’ 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안전정보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 : 소비자가
안전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품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을 때 간접적으로
안전을 나타내주는 단서를 수용하는 정도를

2-2. 소비자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3. 소비자의 상품안전 대리지표의 활용

의미한다. 척도의 구성을 위해 Milgram and
Roberts

(1986),

Wolinsky(1983),

Nelson

(1974), Schmalensee (1978), Grossman(1981),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Riley(1979),

Spence(1977),

Boulding

and

인가

Kirmani(1993)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상품군과
는 상관없이 각 대리지표별로 ‘매우 그렇다’ 5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1) 안전정보 탐색정도 : 상품을 구매하기

(4) 안전정보처리의 곤란정도 : 안전정보의

전에 소비자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의 수용할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

만한 수준과 실제적 상태의 수준 사이의 괴리

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전정보 획득의

를 지각하고 그 괴리를 해소하려는 활동이다.

곤란정도과 안전정보 이해의 곤란정도로 측정

구체적으로 상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하였다. 안전정보 획득의 곤란성은 각 상품군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척도는 한국 소

안전성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쉬웠는지

비자보호원(1989, 1993), 최병선(1989), 예종

정도를 물어보았다. 측정은 ‘매우 쉬었다’에서

석·김진병(1990),

김진희(1995)

‘매우 어려웠다’까지 5점 척도로 하였는데 점수

참조하였다. 선정된 5개의 상품군 각각에 대하

가 높을수록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안전정보

여 소비자의 상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탐색정

이해의 곤란정도는 각 상품군의 안전성에 관한

도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1점, ‘매우 많이

정보나 지식을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쉬운 정도

알아보았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를 물어보았다. 측정은 ‘매우 쉬웠다’에서 ‘매우

수록 안전정보 탐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려웠다’까지 5점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

이지은(1992),

(2) 안전정보 요구도 :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수록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서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데 유용한 현재

(5) 안전지향성 :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안전

의 지식수준과 그가 희망하는 지식수준사이에

에 대하여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지향으

불일치를 느낄 때, 불확실성을 해결하기위한

로 정의하였다.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한국소

욕구로 인한 정보의 필요정도를 의미한다. 척

비자보호원(1989, 1993), 이지은(1992), 윤혜연

도는 권자숙(1995), 이은희(1993)의 연구를 참

(1989) 등을 참조하였다. 안전지향성척도는 일

조로 선정된 5개의 상품군 각각에 대하여 안

반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안전수준의 향

전정보 요구도를 구성하였다. 척도는 안전정보

상을 위한 지불용의, 바라는 안전수준, 안전문

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십니까라는 질문문항

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에서 ‘전혀 필요하지

‘매우 그렇지않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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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예비조사결과를 토

(9) 사회인구학적 변수

대로 문항간 상관관계가 좋지 않은 문항을 제

선행연구로 토대로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

외하고 최종적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

전추구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수가 높을수록 안전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취업여부, 결혼여

(6)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 소비자가 특정

부를 알아보았다. 연령은 실제의 연령을 측정

상품의 구매상황에서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

하였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부터 대학원이상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가격과 성

까지 5단계로 측정하였다. 가계소득은 월평균

능(또는 맛)보다 안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계소득을 150원 미만부터 350만원이상까지 6

여기는 지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척도구성

단계로 측정하였으며 자녀유무는 자녀가 있는

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1993), 이지은

경우는 1점 없는 경우는 0점으로 측정하였다.

(1992), 권자숙(1995)의 연구를 기초로, 선정된

회귀분석시에는 교육수준을 교육년수로, 가계

각 상품군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가격과 성능

소득은 각 항목의 중간값으로 환산하였다.

(맛) 각각에 비하여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측정은 ‘제일 중요하게

3.3 연구방법 및 절차

고려한다’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까지 5점척도
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을 고려하는

3.3.1 상품의 선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목은 소비자안전

(7) 신체적 위험지각 : 구매한 제품의 안전

문제와 관련되는 상품군들을 추출하고자 하였

성이 결여되어 건강상의 해가 될 가능성에 따

다. 이를 위해 먼저 고발사례집, 위해정보 보

라 소비자가 지각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척

고서와 위해상품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토대

도구성을 위해 권자숙(1995), 이경희(1996)의

로 하여 자동차, 우유, 햄, 라면, 화장품, 가스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 신체상의 위험을 많이

레인지, 전기밥솥, 압력밥솥, 생수, 랩(호일),

느끼는지를 물어보았다.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보일러, 완구 등을 선정하였는데 pilot study를

며 측정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

토대로 우유․유제품․햄 등 가공식품, 전기

다’로 5점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압력)밥솥․믹서기․쥬스기․녹즙기 등, 화장

적 위험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품, 가스기구, 락스․세제(주방․세탁)․살충

(8) 소비자경험관련변수

제, 농산물을 주요 상품군으로 선정하였다. 기

① 소비자교육경험 : 소비자가 소비자교육이

초조사(pilot study)에서는 간단한 안전문제에

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의미한다.

관한 문항과 안전정보 유형 및 안전대리지표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

를 조사하였고, 상품군 선정에 참조하여 10개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했다.

의 상품군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결과 중요

②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 소비자가 소비자

한 상품군으로 식품에서 농산물(채소와 과일)

단체에서 발행된 소비자전문지, 예를 들면 [소

과 가공식품, 가스기구와 전자제품, 가정용 화

비자시대]나 월간 [소비자]와 같은 잡지를 구

학제품(각종 세제와 살충제 등)이 선정되었다.

독한 경험을 의미한다. 구독경험이 있는 경우
는 1점, 구독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하

3.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였다.

기초조사(pilot study)는 1996년 5월16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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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배포하여 간단한 안전문제에 관한 문항,

한 면접내용은 발췌하여 논문에 제시하였다.

안전정보 유형 및 안전대리지표를 조사하여
상품들을 선정하고 주된 소비자안전문제와 안

3.3.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전정보 유형을 추출하였다. 주로 위해 경험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문항들은 서

안전의식, 안전문제, 안전정보를 묻는 문항이

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소비자학분야를 연

었는데 이를 토대로 주된 상품군의 선정과 안

구하는 대학원생들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의식과 안전정보 유형의 척도를 구성하였

신뢰도는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계수

다. 예비조사는 1996년 5월 23-24일에 100부를

에 의하여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내적

조사하여 질문지의 문항과 척도의 신뢰도와 빈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표1>에 각 척도의 신

도분포를 분석하였고 문제되는 문항을 삭제․

뢰도가 제시하였다. 여러 척도의 크론바하 알

수정․축약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을 위하

파계수가 .77에서 .88까지 높은 내적 일치도를

여 질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

보였다.

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 766명을 조
9)

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

3.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회귀분석 등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8년 4월에 20에서 50대에 이르는
기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을 3차례 실시하여 본 연구주제에 대

Ⅳ. 연구결과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Focus Group은 20대 5명, 30대 10명, 40대 10
명, 50대 5명을 선정하였는데 D대학교 평생교육

4.1. 안전정보관련 소비자행동의 특성

원에 다니는 미혼과 기혼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주된 질문내용은 안전의식에 관한 내용, 안전정

1) 소비자의 안전정보관련 행동의 수준

보탐색에 관한 내용이었다. 질적 연구방법에 의

본 절에서는 안전정보와 관련된 소비자행동

<표 1> 각 척도의 신뢰도
척

도

문항수

크론바하의 알파계수

안전지향성

7

.77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안전정보 탐색정도

10

.86

5

.88

안전정보 요구도

5

.78

안전정보 획득의 곤란정도

5

.84

안전정보 이해의 곤란정도

5

.85

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

6

.81

9) 표집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공지시가에 대한 연차보고서(1995.9)’와 아파트시세를 나타내는 잡지 ‘부동산뱅크
(1996.1)’을 이용하여 다단계층화표집을 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간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
성된 조사자 80명이 해당 조사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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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변 수
집단
빈도(%)

연
령
혼인상태
20대
199( 26.0)
미혼
146( 19.3)
30대
255( 33.3)
기혼
611( 80.7)
40대
225( 29.4)
87( 11.4)
50대이상
계
766(100.0)
계
757(100.0)

교육정도 중졸이하
월평균 149만원이하 81( 15.8)
30( 4.9)
가계소득 150-199만원 111( 17.3)
고졸
283( 38.9)
전문대·대학중퇴 121( 16.6)
200-249만원 110( 17.2)
대졸
249( 34.2)
250-299만원 83( 12.9)
대학원이상
39( 5.4)
300-349만원 75( 11.0)
350만원이상 161( 21.0)
계
728(100.0)
계
641(100.0)

자녀유무 없음
직업 취업
192( 25.8)
310( 43.7)
있음
553( 74.2)
전문·관리·기술직 110( 15.4)
사무직
106( 14.8)
자영업주
37( 5.2)
생산·판매·서비스직 56( 8.0)
기타
3( 0.3)
비취업
402( 56.3)
계
745(100.0)
계
714(100.0)


으로 안전정보처리의 곤란정도, 안전정보 요구

간점수인 15점에 못 미치는 14.08점으로(5점척

도, 안전정보 탐색정도의 수준을 알아보았다.

도로 환산하면 2.82) 나타났다. 상품군별로 안

우선 소비자들의 안전정보획득의 곤란정도는

전정보 이해의 곤란정도를 비교해보면 가장

척도의 중간점수인 15점 수준으로(5점척도로

어려웠던 상품군은 가정용 화학제품이었으며

환산하면 3.01) 나타나 안전정보 획득이 쉽지

그 다음은 가스기구 - 전자제품 -농산물 - 우

않음을 나타냈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가정용

유 등 가공식품 순이었다(<표3> 참조).

화학제품이 안전정보 획득이 가장 어려운 것

즉 가정용 화학제품에서 안전정보의 획득 및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농산물-가스기구-전

이해가 가장 어려웠다. 반면 우유 등 가공식품

자제품-우유 등 가공식품 순이었다(<표3> 참

의 안전정보는 획득이나 이해면에서 가장 수

조). 이러한 결과를 안전정보 탐색수준과 비교

월하였다. 가스기구의 경우 안전정보의 획득은

해 보면 소비자들은 가정용 화학제품과 농산

덜 어려웠던 반면에 이해는 어려웠고 반면에

물에서 안정정보탐색정도가 낮았는데 그 원인

농산물은 안전정보의 획득은 어려운 반면에

이 그 상품군에서 안전정보를 획득하기 어렵

이해하기가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FGI면접내

기 때문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용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소비자들의 안전정보 이해정도는 보
통수준보다 약간 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전정보 이해의 곤란정도의 평균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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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학제품 사용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이 너무 단순합니다.”

“모르는 식품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를 못합

도 식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니다.....주어진 정보는 주로 제품의 뒷면을 보고
알 수 있고요 광고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거의가

“상품안전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식

알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조리사

품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가공식품

자격증 시험대비 공부에서 첨가물 공부를 했기

이 가장 큰 걱정인데 유통기한이라든가 식품첨가

때문에 꼭 필요한 첨가물에 대하여 알 것 같아

물 등 항상 염려가 됩니다.”

요....이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교육은 받은 적
“이러한 것들은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젊은 아

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

이러한 결과를 소비자 정보정책에 적용해보

런데 이러한 음식이 방부제 등 뭔가 안전에 문제

면, 가정용 화학제품의 경우 안전정보의 제공

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이나 정보내용의 이해면에서 전면적인 보완이

확실하지 않아요. 유통기한만 해도 백화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가스기구의 안전정보를 보다

속여서 표시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정보를 믿겠

쉽게 만들어야 하며 농산물의 경우 안전정보

습니까.......”

의 제공방법의 개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안전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보망도 없고

한편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도는 상당히 높

요.....결국은 TV나 대중매체의 뉴스인데 여기에서

은 수준이었다. 측정결과 평균 22.83으로(5점척

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정부가 식품의 규정이나

도로 환산하면 4.57) 중간점인 15점보다 매우

정보를 알려줘서 소비자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적으로 상당히 편포되어

야 해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있다. 상품군별로 안전정보 요구도를 살펴보면
가스기구의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우유

가정용 화학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안전정

등 가공식품 - 가전제품 - 농산물 - 가정용

보처리 곤란정도가 높은 반면 안전정보요구도

화학제품 순이었다(<표 3>참조). FGI면접에서

는 낮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과일, 채소와

<표 3> 상품군별 소비자의 안전정보관련 행동의 수준
(평균,표준편차)
상품군
집단
안전정보획득의

15.04(3.42)

곤란정도

3.01

안전정보이해의

14.08(3.31)

곤란정도

2.82

안전정보 요구도

안전정보 탐색정도

2.88( .88)

3.05( .88)

3.00( .89)

2.98( .85)

2.64( .85)

2.68( .83)

2.96( .86)

2.88( .83)

4.68( .53)

4.47( .64)

4.73( .40)

4.52( .61)

3,23(1.12)

3.26(1.03)

3.75(1.09)

3.57(1.07)

가정용
화학제품
3.31( .89)

2.92( .83)

4.44( .69)

4.57

3.46

농산물
(과일·채소)

전자제품

22.83(2.17)

17.30(4.47)

우유 등
가공식품

가스기구

전체1)

3.29(1.11)

1) 5점척도로 환산한 값을 밑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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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산물이나 살충제･세제와 같은 가정용

심은 많지만 이를 해소할만한 정보원천과 정

화학제품에 대한 안정정보의 필요성을 적게

보내용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어느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 위의 상품들의 위해

정도 신뢰성에 있어서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잠재적이기 때문인

견이 많았다.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도에 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전정보의 획득이나

해 이를 충족할 만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이해가 매우 곤란한 것은 정보탐색을 기피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품안전에 대

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심이 간다고 해도 정보제공환경에 대하

응답자의 안전정보의 탐색정도는 측정결과
평균이 17.30(5점척도로 환산하면 3.46점)으로

여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정보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상품군별로 안전정
보 탐색정도를 살펴보면, 평균값을 비교했을

"....식품의 정보나 자료가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때 가스기구의 안전정보탐색 정도가 가장 높

불신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나라 식품의 정보표

았고 그 다음 전자제품, 가정용 화학제품, 농

시보다 수입식품의 정보표시가 더 정확한 때가

산물, 우유 등 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예

있어요....그리고 사과에 생산자 상표를 부친 것

상과는 달리 우유 등 가공식품의 안전 정보

과 아닌 것에 차이가 많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탐색수준이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정보요구도의
수준과 약간 상반된 결과이다. 소비자들은 우

“화학제품의 경우 어린아이에게 큰 위험이 될

유 등 가공식품의 안전정보가 매우 필요하다

수 있으므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탐색을 많이 하지

합니다.... 또 저는 화장품으로 인해 피부가 엉망

는 않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우유 등 가공식품

이 된 사람인데 고발이나 불만을 회사나 다른 기

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에 토로한 적은 없지만 결국 어떠한 화장품도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안전정보 탐색이외에

믿지를 않습니다....각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도

의도적으로 특별한 안전정보 탐색을 하지 않

불구하고 화장품의 과장선전이 과다사용을 유발

기 때문이거나 실제로 이에 대한 특별한 정보

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화학제품의 경우 안전

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된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정보 요구도와 탐

위와 같은 소비자의 지적은 소비자가 안전정

색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조사시기

보를 탐색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안전

가 최근의 수입과일이나 국산과일에서도 농약

정보의 획득 및 이해가 어렵기 때문임을 보여

사용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

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품안전에 대하여 강

었던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예

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히 무엇이 문제

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보에 대한

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필요성과 실제 탐색행동 모두 낮았다는 것은

막연한 문제의식이었다. 또한 보다 정확하고 신

실제로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여전히

뢰할만한 소비자정보를 만들고 이를 소비자들

낮음을 보여준다.

에게 활용하기까지 소비자의 신뢰라는 더욱 어

FGI 분석결과를 보면 상품안전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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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장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비자의 안전정보원천과 정보유형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

상품군에 따른 주로 이용하는 안전정보의 정

에 가격인상이나 세금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과

보원을 분석해 보면(<표4>참조), 모든 상품군

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가요?”

에서 신문․방송기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
하고 있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객관적인 정

또한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보원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그 외의 정보원

전문지의 구독의사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천을 살펴보면, 우유 등 가공식품에서는 가족,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비자전문

친구, 이웃, 자신의 경험 등 소비자 중심적 정

지의 부재 및 역할상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원을 이용하였고 농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가스기구, 전자제품, 가정용 화학제품의

“저는 소비자전문지 활용해서 구입하길 바라지

경우 광고를 통해 안전정보를 많이 얻은 것으

만 종종 그 정보를 이용할 때 질이 떨어지는 것도

로 나타났다.

있더라구요. 속은 적이 몇번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FGI 면접내용 가운데 안전정보의 원천에 대한

상품테스트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은 중립적인 원천의 정보

쁜 점도 지적해야 될 것 같구요. 잡지는 별로 신

에 대하여 매우 선호하면서도 그 신뢰성에 강한

뢰하지 않아요. 충동구매하게끔 조장시킵니다.”

의심을 표현하는 등 이중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만약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정보가 정말 부족합니다.

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안

정보를 받을 만한 곳도 없고요. 정부에서 연구기

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는 적은 것으로 보이

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고 아직가지 강력한 정부의 안전규제를 바라

제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감수할 것 같

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요.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세금도 많이 낼 것
“상품안전에 대한 정보가 동회에 있다면 일부

같아요.”

러 가지는 못할 것 같고 TV 나 잡지를 보고 싶
“저는 반대입니다.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4> 상품군에 따른 안전정보에 대한 정보원천별 탐색정도 (빈도, %)
우유 등

농산물

가공식품

(과일·채소)

- 가족·친구·이웃

118( 15.5)

- 자신의 경험

정보원

가정용

가스기구

전자제품

225( 29.6)

145( 18.9)

147( 19.2)

130( 17.1)

112( 14.7)

209( 27.3)

39( 5.1)

64( 8.4)

134( 17.5)

413( 54.1)

236( 31.1)

287( 37.8)

246( 32.1)

258( 33.9)

102( 13.4)

46( 6.0)

202( 26.6)

220( 28.7)

176( 23.1)

18( 2.4)

44( 5.7)

86( 11.3)

89( 11.6)

63( 8.3)

763(100.0)

760(100.0)

759(100.0)

766(100.0)

761(100.0)

화학제품

소비자 중심적 정보원

객관적 정보원
- 신문·방송기사
생산자 중심적 정보원
- 광고
- 판매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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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검증을 통해 통과하면 광고를 하는 것

산품은 제품의 보증이나 상표의 명성과 같은

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정

간접적이며 상업적인 정보유혀을 주로 활용하

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획득

고 있었다. 가정용 화학제품의 경우 상품테스

에서의 검증문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트결과, 상표의 명성, 자신의 경험 등 직접적

합니다.....만약 정부가 검증한 마크가 나온다면

인 안전정보유형과 간접적인 안정정보유형 모

선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저는 그래도 소

두 활용하고 있었다.

비자가 스스로 임상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의 경우 안전에 대한 태

소비자전문지는 가격이 적당해야 구독할 것 같습

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경험재적인 상품특

니다. 천원에서 2천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성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 등 직접적인 안전정
보 활용이 더 많이 하게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상품군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안전정보가 이

반면에 탐색재에 속하는 공산품의 경우 상품

용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5>참조), 상품군

특성에 대한 정보가운데 안전에 관한 상품테

에 따라 안전정보유형이 상당히 상이하게 나

스트 등 안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정보보

타났다. 가공식품이나 농산물과 같은 식품의

다는 광고 등 상업적인 통로를 통한 정보가

경우, 자신의 경험이나 상품표시, 주변사람의

더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간접적인 안전정보

말 등 비교적 직접적이면서 비상업적인 정보

를 습관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를 안전정보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가스기구나 전자제품과 같은 공
11)

<표 5> 상품군에 따른 안전성에 관한 정보유형
상품군

우유·유제품·햄
등 가공식품

상품안전에

농산물
(과일·채소)

가스기구

가정용

전자제품

화학제품

관한 정보유형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1. 제품보증(애프터

22( 3.2)

6

7( 1.1)

6

349(51.9)

1

371(54.3)

1

31(5.0)

6

2. 상표의 명성

36( 4.7)

4

15( 2.3)

5

147(21.9)

2

176(25.8)

2

139(22.3)

2

(메이커·외제)
3. 자신의 경험

93(12.1)

2

343(52.9)

1

28( 3.7)

5

28( 4.1)

6

130(20.9)

3

4. 주변사람의 말

44( 5.7)

3

116(17.9)

3

45( 5.9)

6

37( 5.4)

4

97(15.6)

4

474(61.9)

1

128(19.8)

2

40( 5.2)

4

31( 4.5)

5

68(10.9)

5

27( 3.5)

5

39( 5.1)

4

63( 8.2)

3

40( 5.9)

3

157(25.2)

1

서비스 등)

5. 상품표시(유효기간,
품질마크)
6. 상품테스트결과
계

696(100.0)

648(100.0)

672(100.0)

683(100.0)

622(100.0)

11) 상품안전에 관한 정보유형을 예비조사시에는 광고, 가격, 판매원, 신문기사 등을 포함하여 10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안전지표로
써 4가지의 지표의 이용정도가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나 가격이 상표의 명성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상표가 더욱 중요한 안전지표의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외하였다. 제조
국과 상점의 경우 pilot study할 때 상표의 명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예비조사시 대리지표의 활용정도에서도 낮게
나타나 제외시키면서 상표의 명성에 괄호 안에 메이커, 외제를 명시하였다. 직접정보 중 자신의 경험 등 4가지를 포함시킨
이유는 예비조사결과 상품표시와 상품테스트결과를 중요시 여긴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사람들의 중
요 정보원천이 자신의 경험과 주변사람들의 말 등 인적 정보원이므로 이를 포함시켰으며 예비조사결과에서도 광고와 가격
및 신문기사 보다 훨씬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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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안전에 관한 대리지표의 유형과 활용
정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표
자체의 명성, 광고, 가격이 위험감소전략이 될

소비자들의 상품안전에 관한 대리지표의 활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Milgram and Roberts

용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지표에서는 평균점수

1986; Wolinsky 1983;Milgram and Roberts

가 중간점인 15점보다 약간 상회하는 17.77로

1986;

활용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Grossman 1981; Spence 1977; Boulding and

안전의 대리지표의 수용도가 상당히 높은 집

Kirmani 1993)에 부합한다.

Nelson

1974;

Schmalensee

1978;

단의 경우도(22점이상) 20.3%나 되어서 구매

FGI 분석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은 안전정보의

에 미치는 대리지표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로 보인다. 대리지표의 유형별로 수용정도를

질문조사 결과와 흡사한 결과가 나왔다.

비교해 보면 6개 유형 모두가 중간점을 상회
하는 것으로 보통이상의 활용정도를 나타냈다.

“저는 가격은 비싸지만 우리밀로 만든 제품을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안전정보관련 행동에

삽니다. 공인된 회사의 검증으로 인해 식품의 가

신호이론의 적용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격이 비싸도 구입할 의지가 있어요. 재래식 두부

입증한 것이다.

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P사 제품 두부를 사고 있

여러 대리지표 가운데 제품보증이 안전의 대

습니다......간장을 구입할 때도 그래요. 이것저것

리지표로써 가장 활용정도가 높았고 그 다음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방부제가 없는지를 알 수

은 광고와 상표의 명성이 이용되고 있었다. 가

없으니까 그냥 비싼 거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격과 제조국의 명성(외제), 상점의 명성은 안

합니다.”

전의 대리지표로의 수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낮
았다. 즉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제품보증(A/S

“혼자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등)이 확실하거나,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상품

안전도를 꼭 확인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이거나, 상표의 명성이 있는 메이커라면 안전

회사의 식품을 선택합니다....광고에 많이 나온

<표 6> 상품안전 대리지표의 유형과 활용정도 분포
상품안전
대리지표
유형

광고

가격

제품보증

상표의

제조국

상점의

명성

(선진국)

명성

집 단

1)

전체

매우 그렇다

21( 2.8)

10( 1.3)

90( 11.7)

26( 2.8)

21( 2.8)

14( 1.8)

대체로 그렇다

286( 37.5)

210( 27.4)

427( 55.7)

265( 34.6)

172( 22.5)

138( 18.0)

보통이다

193( 25.3)

181( 23.8)

147( 19.2)

208( 37.2)

203( 26.7)

208( 27.4)

상

별로그렇지않다

217( 28.3)

273( 35.9)

84( 11.0)

197( 25.9)

239( 31.2)

277( 36.5)

중상 243( 32.1)

전혀그렇지않다

45( 5.9)

87( 11.4)

13( 1.7)

65( 8.5)

125( 16.4)

122( 16.1)

중하 223( 29.4)

계

762(100.0)

761(100.0)

761(100.0)

761(100.0)

760(100.0)

759(100.0)

하
계

3.52( .56) 2.89( .59)

3.94( .57)

3.51( .61)

2.82( .67)

2.61( .67)

평균 17.55(4.25)

평균(표준편차)

153( 20.3)

138( 18.2)
758(100.0)

1) 집단분류는 하집단 (평균-1SD이하:6-13점), 중하집단(평균-1SD 부터 평균: 14-17점) 중상집단(평균-평균+1SD:
18-21점), 상집단(평균+1SD 이상: 22점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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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안전정보관련 소비자행동의 영향요인

니다.”

1) 안전정보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제품보증과 같은 대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

지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품이 만일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

에 사고가 났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의

계를 살펴보고, VIF값과 Tolerence, 상태지수값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VIF값이 모두 2미
만이었고 Tolerence 값은 0.1미만이 하나도 없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시 메이커를 선호합니다.

었으며, 상태지수값도 모두 30미만이어서 다중

품질, 가격을 고려하기 보단 메이커가 안전하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고 믿고 사용합니다. A/S가 되어 편리하기 때문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도에 영

에 선호하지요. 중소기업의 제품은 가격은 저렴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가계소득, 구매시

하지만 품질보증이 문제에요. 제조회사가 중소기

안전고려 정도, 신체적 위험지각, 안전지향성

업이더라도 판매회사가 대기업이거나 판매점이

이었다. 이 연구모형의 안전정보 요구도에 대

백화점 등 유명상점이면 쉽게 구매합니다.”

한 설명력은 24%정도였으며 안전을 고려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보호측면에서는 상당히

즉 소비자들이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가 높을

우려할 만한 결과이다.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수록,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안전을 지향할

상황하에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안전정보가

수록, 신체적 위험을 많이 느낄수록, 연령이

아닌 대리지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정보를 더

다면 단지 광고나 고가격, 제품보증, 상표충성

많이 필요로 하였다(<표7>참조).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

구매시 안전고려정도는 모든 상품군에서 공

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의

통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면서 가장 상대적

이러한 비합리성을 근거로 제품의 안전성 제

영향력이 컸으며 그 외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고보다는 오히려 광고나 상표명성을 통한 마

는 상품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우유

케팅만을 더 치중하게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등 가공식품에서는 구매시 안전고려정도, 안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성을

지향성, 가계소득이 가공식품의 안전정보 요구

감안해 볼 때 정확한 상품테스트를 통한 정확

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 회귀식의 설

하고 신뢰할만한 객관적 정보가 더욱 양산되

명력은 18.3%였다. 즉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어 시장에 유통되고 소비자가 이를 직접적으

안전을 많이 고려할수록, 일반적인 안전지향성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공식품의

소비자 정보정책의 강화, 시장의 소비자정보의

안전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였다.

감시, 객관적인 소비자정보를 생산하는 전문잡
지의 등장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농산물의 경우는 구매시 안전고려정도와 안
전지향성, 그리고 신체적 위험지각과 같은 태
도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 회
귀식은 21.4%였다. 즉 농산물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안전지향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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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품군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정보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안전정보요구도

안전정보요구도
독립변수
(상수)

전체

우유 등 가공식품

농산물

B(beta)

B(beta)

B(beta)

13.87 ***

연령

-1.51E-02(-.08)**

가계소득

1.28E-03( .07)*

2.91***

2.53***

-4.87E-04(-.01)
3.19E-04( .08)*

-2.61E-03(-.05)
1.51E-04( .03)

자녀유무

6.22E-02( .04)

-2.71E-02(-.07)

교육년수

-2.43E-02(-.03)

4.30E-03( .02)

8.35E-03( .03)

소비자교육경험

- .17

(-.04)

-1.23E-02(-.01)

-2.62E-02(-.03)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8.94E-02(-.06)

-3.72E-03(-.01)

-2.63E-02(-.06)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19

( .41)***

신체적 위험지각

.10

( .08)**

1.57E-02( .15)

3.05E-02( .08)*

안전지향성

.11

( .12)***

1.97E-02( .09)*

2.99E-02( .12)***

2

.16

( .37)***

1.04E-02( .02)

.18

( .38)***

R

.248

.183

수정된 R2

.239

.173

.204

27.72***

18.80***

22.81***

F값
* p<.05 ** p<.01

.214

*** p<.001

<표 7 - 계속>
안전정보요구도

안전정보요구도
가스기구
독립변수

전자제품

B(beta)

(상수)

3.31***

연령

가정용 화학제품

B(beta)
3.16***

B(beta)
2.48***

-3.95E-03(-.09)*

-4.75E-03(-.09)**

-2.01E-03(-.05)

가계소득

2.78E-04( .69)

5.14E-04( .11)**

3.32E-05( .01)

자녀유무

1.09E-02( .03)

3.62E-02( .08)

3.12E-02( .07)

교육년수

-8.67E-03(-.04)

-2.09E-02(-.08)*

-6.81E-03(-.03)

소비자교육경험

-4.27E-02(-.05)

-3.85E-02(-.04)

-4.52E-02(-.04)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9.42E-03(-.03)

-3.42E-02(-.04)

-1.55E-02(-.03)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15

( .36)***

.195

( .44)***

.19

( .40)***

신체적 위험지각

1.15E-02( .05)

2.82E-02( .08)*

1.12E-02( .05)

안전지향성

1.96E-02( .09)**

1.17E-02( .05)

3.54E-02( .13)***

2

R

.176

.239

.218

수정된 R2

.166

.230

.209

17.93***

26.42***

23.45***

F값

* p<.05 ** p<.01

*** p<.001

수록, 신체적 위험을 많이 지각할수록 농산물

연령이 유의한 변수였으며 이 회귀식은 17.6%

의 안전정보 요구도가 높았다.

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스기구의 안전정

가스기구의 경우에는 가스기구의 안전을 고

보를 더 많이 요구하였다. 전자제품의 경우에

려하는 정도나 일반적인 안전지향성 이외에

서는 구매시 안전고려정도 이외에 연령,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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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품군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전정보 탐색정도

안전정보 탐색정도
전체
독립변수

우유 등 가공식품

B(beta)

(상수)
연령
가계소득
자녀유무
교육년수
소비자교육경험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신체적 위험지각
안전지향성
안전정보요구도
안전정보획득 곤란정도
안전정보이해 곤란정도
안전대리지표의 활용정도

7.51*
6.10E-03( .02)
1.20E-03( .03)
9.00E-02( .03)
1.40E-04( .00)
.38
( .05)
-3.49E-02(-.01)
9.84E-02( .11)**
.12
(-.04)
.31
( .16)***
7.12E-02( .04)
3.70E-02( .02)
.11
( .06)
-.22
(-.11)**

2

R
2
수정된 R
F값
* p<.05 ** p<.01

농산물

B(beta)
1.14
-4.04E-03(-.04)
-5.81E-05(-.01)
2.40E-02( .03)
9.15E-03( .02)
6.86E-02( .04)
7.98E-03( .01)
9.81E-02( .11)**
2.87E-02(-.04)
6.41E-02( .13)***
.19
( .09)*
4.41E-02( .03)
.16
( .10)**
-5.97E-02(-.12)***

B(beta)
1.92
-1.46E-03(-.02)
3.54E-04( .04)
-5.26E-04(-.00)
8.86E-03( .02)
.125 ( .07)*
2.06E-02( .03)
9.30E-02( .13)**
4.06E-02( .06)
4.31E-02( .10)*
8.33E-02( .05)
-3.31E-02(-.02)
9.36E-02( .06)
-3.82E-02(-.08)*

.096
.082

.094
.078

.079
.063

5.94***

5.93***

4.92***

*** p<.001

<표 8-계속>
안전정보 탐색정도

안전정보 탐색정도
독립변수
(상수)

전자제품

가정용 화학제품

B(beta)

B(beta)

B(beta)

.316

.87

1.583*

연령

3.41E-03( .04)

6.49E-03( .07)

2.48E-03( .03)

가계소득

4.15E-04( .05)

4.49E-05( .01)

3.14E-04( .04)

자녀유무

2.62E-02( .03)

-4.41E-03(-.01)

3.53E-02( .05)

교육년수
소비자교육경험

-1.79E-03(-.00)

-3.66E-03(-.01)

-6.27E-03(-.01)

5.43E-02( .03)

4.55E-02( .03)

9.24E-02( .05)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1.40E-02(-.02)

3.19E-02( .00)

-4.02E-02(-.05)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신체적 위험지각

.13
( .15)***
1.44E-02( .02)

8.89E-02( .13)**
1.20E-02( .02)

.11
( .13)***
7.91E-02( .01)

안전지향성

6.45E-02( .14)***

5.02E-02( .11)**

6.71E-02( .14)***

안전정보요구도

.165

( .08)*

.17

( .10)*

안전정보획득 곤란정도

.116

( .07)

.13

( .08)*

안전정보이해 곤란정도
안전대리지표의 활용정도
R2

4.94E-02( .03)

4.79E-02( .03)

-2.62E-02(-.05)

-4.70E-02( .03)

.106
2

수정된 R
F값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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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구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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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19
( .12)**
-1.07E-02(-.00)
3.03E-02( .02)
-6.73E-02(-.13)***
.107

.091

.074

.091

6.81***

5.64***

6.85***

소득, 교육년수, 신체적 위험지각이 유의한 영
향요인이었다.

상품군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유
등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정보 탐색정도에는

전자제품 구매시 안전고려정도가 높을수록,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안전지향성 이외에 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공식품의 안전정보 요구도, 가공식품의 안전정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보 이해의 곤란정도, 안전 대리지표의 수용정

전자제품의 안전정보 요구도가 높았으며 이

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회귀식의 설명

회귀식의 설명력은 23.9%였다. 가정용화학제품

력은 9.4%였다. 즉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안전

의 경우에는 구매시 안전고려정도와 안전지향

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가공식품의

성과 같은 태도변수들이 유의미하였으며 이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가 높을수록, 가공식품의

회귀식의 21.8%였다. 소비자들은 가정용 화학

안전정보의 요구도가 클수록, 가공식품의 안전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할수

정보의 이해에 곤란을 더 느낄수록, 안전 대리

록, 일반적으로 안전을 지향하는 의식을 가질

지표의 수용정도가 더 높을수록 가공식품의

수록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정보를 더 많이

안전정보 탐색을 더 많이 하였다.

필요로 하였다.

농산물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안전지향성

2) 소비자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이외에 소비자교육경험, 안전대리지표의 수용
정도였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7.9%였다. 즉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

강할수록, 농산물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가 높

계를 살펴보고, VIF값과 Tolerence, 상태지수

을수록, 소비자교육경험을 받은 소비자일수록,

값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VIF값이 모두

안전대리지표의 수용정도가 낮을수록 농산물

2미만이었고 Tolerence 값은 0.1미만이 하나도

의 안전정보 탐색을 더 많이 하였다.

없었으며, 상태지수값도 모두 30미만이어서 다

가스기구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향을 미

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치는 요인은 안전지향성과 구매시 안전고려

다.

정도, 안전정보 요구도이며 이 회귀식의 설명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력은 10.6%였다. 즉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안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가스기구 구매

안전지향성, 안전대리지표의 수용정도이다. 즉

시 안전고려 정도가 높을수록, 가스기구의 안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전정보를 더 많이 요구할수록 가스기구의 안

안전추구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안전 대리지표

전정보 탐색을 더 많이 하였다.

의 수용정도가 낮을수록 안전정보의 탐색정도

전자제품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향을 미

가 높았다. 전체 회귀식의 설명력은 9.6%였다.

치는 요인은 안전지향성, 구매시 안전고려 정

이들 세변수 가운데 안전지향성의 상대적 영

도 이외에 안전정보요구도, 안전정보 획득의

향력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안전지향성과 각

곤란정도이었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9%

상품군의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는 상품군별

였다. 즉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안전을 추구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

는 경향이 강할수록, 전자제품의 구매시 안전

타났다.

고려 정도가 높을수록, 가스기구의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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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가 높을수록, 전자제품의 안전정보를 얻

다 쉽게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 힘들수록 안전정보 탐색정도가 높았다.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내 준다(<표 9>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

참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지향성, 구매시 안전

교육수준, 소비자교육경험, 그리고 소비자전

고려 정도, 안전정보 요구도, 안전대리지표의

문지 구독경험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볼 때 소

수용정도였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0.7%

비자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었던 집단보다

였다. 즉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안전을 추구하

안전의 대리지표의 수용정도가 높은 것은 의

는 경향이 강할수록, 화학제품 구매시 안전고

외의 사실이다. 소비자교육 내용이 객관적이며

려 정도가 높을수록, 화학제품의 안전정보 요

포괄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비자교

구도가 높을수록, 안전대리지표의 수용정도가

육의 주체 및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낮을수록 가정용 화학제품의 안전정보 탐색정
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신체적 위험지각을 많이 느끼고
일반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소
비자일수록 오히려 열악한 소비자정보환경에

3) 상품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는 직접적인 안전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
에 간접적인 대리지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여

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따라서 더 많은 비용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

을 지출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된

계를 살펴보고, VIF값과 Tolerence, 상태지수값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허위 및 과장 광고로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VIF값이 모두 2미
만이었고 Tolerence 값은 0.1미만이 하나도 없

<표 9> 상품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었으며, 상태지수값도 모두 30미만이어서 다중
대리지표의
활용정도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안전대리지표의 활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결과 교육

전에 대한 대리지표의 수용정도가 높았다. 분

(상수)
연령
가계소득
자녀유무
교육년수
소비자교육경험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신체적 위험지각
안전지향성
안전정보요구도
안전정보획득 곤란정도
안전정보이해 곤란정도

석결과 가운데 안전정보의 획득이 곤란하다고

R제곱(수정 R제곱)

수준, 소비자교육경험, 소비자전문지 구독경험,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안전지향성, 안전정보
획득곤란정도이었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0.5%였다. 이 가운데 정보획득 곤란정도의 상
대적 영향력이 가장 컸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소비자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
전문지 구독경험이 없는 경우에, 구매시 안전
고려 정도가 높을수록, 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안전정보를 획득하는데 곤란함을 느낄수록 안

느낄 경우 안전의 대리지표를 더 많이 활용한

F값

다는 결과는 소비자정보환경에서 소비자가 보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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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ta

독립변수
16.69***
-1.02E-02(-.06)
-4.15E-02(-.02)
9.41E-02( .06)
- .11
(-.12)***
.31
( .08)*
- .16
(-.10)*
4.77E-02( .11)**
8.04E-02( .06)
9.83E-02( .10)*
-1.21E-02(-.01)
.18
( .19)***
5.56E-02( .06)
.105(.090)
7.26***
** p<.01

*** p<.001

인하여 소비자가 기만당할 수 있고, 메이커를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화학제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안일한 소비자습

품에 대한 안전정보가 보다 다양한 내용을 쉬

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추구적인 소

운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방안이 강

비자가 정확하고 직접적인 안전정보를 획득하

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환경을 개선하
는 것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의 안전정보 요구도는 중간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안전정보 탐색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품군에 있어서는 농산물
과 우유등 가공식품의 안전정보 탐색수준이

Ⅴ. 결론 및 제언

낮았다. 그 이유로 이들 상품의 편의품적이고
경험재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FGI
분석결과 소비자들이 이들 식품의 안전정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안전정보관련 소비자행
동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대한 불신이 가장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보탐색

안전정보의 정보원천은 신문과 잡지 기사와

에 관한 이론과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가

같은 객관적 정보원에 대한 이용과 선호도를

불확실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대처행

나타냈다. 조사대상인 상품군 모두에서 이러한

동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경제학적인 이론

결과는 동일하였는데 FGI분석결과에서 소비자

인 신호이론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안전정보 관

들은 상품안전에 관한 특별한 정보탐색보다는

련 행동전략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

수동적인 자세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통

는 소비자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차원의 소

해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리

비자정책 및 소비자교육을 기초자료로써 활용

고 상품군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정보유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품안전에 대한 정보가 부

달랐는데 편의품인 식품의 경우는 대리지표를,

족하거나 부정확한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안전

선매품인 가스기구와 전자제품은 직접적 정보

확보를 위한 행동전략은 상품안전과 관련된 소

를 더 많이 활용하였다. 그리고 안전정보의 제

비자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바라고

연구방법으로는 질문지조사와 FGI 면접방법을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조

병행하였다.

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소비자들의 안전

상품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는 중간보다

정보 처리행동을 살펴보면 안전정보의 획득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를 나타냈다. 여러 가지 대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 안

리지표가운데 제품보증, 상표의 명성(메이커),

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안전대리지표로써 광고의 활용정도가 높았다.

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농산물과 가

FGI 분석에서도 소비자들은 고가격 제품을 생

정용 화학제품에서의 안전정보 획득이 어려웠

산하는 메이커를 안전하다고 신뢰하고 있었고

다. FGI 면접결과를 분석해 보면 안전정보의

광고에 많이 나온 상품을 메이커로 인식하면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이유로 안전정보가

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

매우 단순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정

비자의 안전정보관련 행동에 신호이론의 적용

용 화학제품에서 안전정보의 획득과 이해가

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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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전정보 탐색

요인은 연령과 안전지향성, 신체적 위험지각,

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정보를 처리하는 과

구매시 안전을 고려하는 태도 등으로 태도변

정에서 이해나 활용보다는 획득하는데 더 어

수가 매우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상품군에 따

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라서도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연령은 가

둘째, 안전정보 원천으로는 신문과 잡지 기

스기구와 가전제품에서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

사와 같은 객관적 정보원을 더욱 선호하지만

으며 소득수준의 경우 전자제품과 가공식품에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정보원에 대한 탐색은

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정보 탐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식수준은 높으나 막연한 불안감 정도이며

구매시 안전고려정도와 안전지향성 등 태도변

대처방식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로

수와 안전대리지표의 활용정도였다. 소비자들

많은 소비자들인 안전정보 전반에서뿐만 아니

의 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구매시 안전고려

라 객관적인 소비자 전문잡지에 대한 정확성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안전대리지표를 더

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미국

적게 활용할수록 안전정보 탐색행동은 증가하

의 ‘Consumer Report'나 영국의 ’Which?', 그

였다. 이외에 가공식품, 가스기구, 전자제품, 가

리고 프랑스의 ‘Que Choisir'와 같은 객관적인

정용 화학제품에서 안전정보 요구도가 높을수

소비자전문잡지의 등장과 지속적 정보제공이

록 안전정보탐색정도가 높아졌다.

소비자의 안전정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줄

상품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잡지들 모두 소

치는 요인은 교육년수, 소비자교육경험, 소비

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잡지구독에 의하여

자전문지구독경험, 구매시 안전고려 정도, 안

운영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소비

전지향성, 안전정보 획득의 곤란정도였다. 교

자의 의식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셋째, 지금까지의 소비자정보관련 연구는 상

있는 사람이, 소비자전문지를 구독한 적이 없

품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유형에 대해서만

는 사람이, 구매시 안전을 많이 고려할수록,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이외에 소비자들

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안전정보 획득에서 어

은 절대적인 직접정보의 부족상황에서 간접적

려움을 느낄수록 안전대리지표를 더 많이 활

인 대리지표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신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

호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소비자들은 안

추구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교육수준 등 정

전대처전략으로써 직접적인 안전정보유형 이

보처리능력이 낮은 경우 안전대리지표를 더

외에 상품안전의 신호(signal)로 주로 제품보

많이 활용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들

증, 상표의 명성, 광고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

집단의 비합리적인 선택 가능성을 시사한다.

런데 상품의 제품보증정도, 광고, 상표의 명성

따라서 교육수준 등 정보처리능력이 낮은 집

과 상품안전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면 소비

단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정보의 제공이 특

자들의 안전대리지표의 활용은 정보의 비대칭

별히 필요하다.

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간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결론과 제언

의 정적 상관이 없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

을 제시하면 첫째, 소비자들의 안전정보관련

하여 소비자가 기만당할 수 있고, 메이커를 사

소비자행동의 특성을 보면, 안전정보를 많이

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안일한 소비자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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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

불합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

는 편의품적인 성격을 갖는 일상용품이나 식

및 표시에 대한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

품 등에서도 더 정확한 안전정보를 용이하게

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모니터할 때도 직접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습관적 선

인 광고 및 표시내용 이외에 암묵적으로 안전

택에 의한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

을 의미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되

음을 의미한다.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탐색적인

넷째, 소비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안전추구행

연구적 성격을 가지며 자료조사의 지역적 한계

동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

성을 가지므로 일반화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고 막연한 안전추구적 의식이나 행동이 이를

있음을 밝힌다. 추후과제로 안전대리지표로써

밑받침하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비합리적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제품보증의 문제, 그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안

고 소비자의 안전정보관련 행동과 안전정책수

전에 관한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가 제공되

준과의 관련성 분석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한 안

<논문접수일 : 1999. 11. 4>

전의식고취는 소비자로 하여금 메이커제품, 고

<게재확정일 : 2000. 5. 31>

가격, 광고상품에 대한 무조건인 신뢰를 갖게
하는 등 오히려 비합리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제품보증의 경우 매우 강력한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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