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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제과시장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시장이 2조원을 넘을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출시된 제품의 종류만도 430여종에 이른다. 제과제품은 

소비자의 특별한 의사결정 과정없이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대표

적인 저관여 제품이다. 제과제품과 같은 저관여 제품에 있어서 광고는 소비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광고에 대한 호감이 제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캐릭터는 이러한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의 시각적인 역할과 캐릭터의 활용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제과제품 TV광고 및  

패키지광고 중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제품 9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목성, 이해도, 호감도, 친근감, 인지도, 신뢰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의 활용은 소비자의 주목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포장에 있어 캐릭터 활용의 유무는 소비자의 주목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제과제품광고에서 소비자들은 캐릭터의 조형적 요소나 캐릭터의 소재, 캐릭터의 

시각적 행동을 통해 제품의 특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

 셋째, 제과제품광고의 캐릭터는 소비자의 반응에 있어 친근감, 호감도, 인지도, 신뢰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 활용의 유무에 따라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소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제과제품 광고에서 캐릭터는  형태, 색, 행동 등 시각적인 요소

들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제품구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제과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제품캐릭터를 개발

하여 제과제품 광고에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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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onfectionery is a very big market which was estimated to be about 2 

trillion won in 2009, and include about 430 products which are sold in a market. 

Confectionery products is a typical low-involvement product that need not 

special decision process when the consumers buy them. With confectionery as 

a low-involvement products, advertisement is an important cause to build the 

attitude of the consumer, because a positive feeling about the advertisement can 

generate a positive feeling about the products. A character is a great tool that 

leads consumers to have a positive feeling for the confectionery advertisement.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attention, understanding, attractiveness, closeness, 

awareness, and reliability of the consumers to 9 confectionery advertisements, 

which use a character in television and in package advertisements to find the 

visual role of the character in confectionery advertisements and the influence of 

character to the consumer`s attitude.

Result of this paper are below.



1.The use of a character in confectionery advertisement contributes to consumer`s 

awareness improvement. That result is especially shown highly in package 

advertisement.

2.The consumer is able to easily understand the confectionery advertisements 

through the expressive feature of a character such as its subject and its actions.

3.The character in the confectionery advertisement i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loseness, attractiveness, awareness and reliability of the consumers.

4.Consumers want to buy a confectionery product with a character more than a 

product without it.

Through these results, I found that the character can be one of the reasons of the 

confectionery products` sells through its visual elements such as its form, color, 

and action. Confectionery companies are able to expect better performance 

by creating and using a character that consumers want in their product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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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제과시장은 2009년도에 전체 시장이 2조원을 넘을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종류만도 430여종에 이르며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시장과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제품 구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제과제품은 소비자들이 특별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대표

적인 저관여 제품으로써,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곧 제품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판매에 있어서 광고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제과제품과 같은 

저관여 제품에서는 광고에 대한 호감이 클수록 제품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는데, 광고

에서 소비자들의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바로 캐릭터이다. 

 캐릭터는 인간의 본능이나 감정을 자극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적, 

심리적 호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며, 광고에 활용되어 주목, 이해, 

기억 등의 인지적 효과와 친근감을 주는 정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또한 기업이나 

상품의 특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며1), 

언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기능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경우에 비하여 캐릭터의 형태나 

1)김지환, 신문광고의 캐릭터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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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상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과장되거나 단순한 표현을 통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목성을 

향상시키며,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5대 제과회사2)의 캐릭터 활용 광고사례를 조사 · 분석하여 제과

제품 광고에서 캐릭터의 시각적 역할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과제품 광고에서 효과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코저 한다.

2)국내 5대 제과회사 :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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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목적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가 어떠한 시각적 역할을 

하며,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의 활용이 소비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코저 한다.   

첫째, 광고에서의 캐릭터 정의 및 특징, 분류, 역사 등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소비자 태도에 관한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기초로 삼는다.

둘째, 국내제과시장 및 국내 5대 제과회사의 광고매체별, 제품 분류별, 캐릭터 활용 및 

        제품광고현황을 조사·분석한다.

셋째,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캐릭터 활용 광고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광고에서 캐릭터의 

        시각적인 역할에 대하여 조사·분석한다.

넷째, 제과제품 광고에서 캐릭터의 활용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제과제품 광고에서의 효과적인 캐릭터 활용방안을 모색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의 기준과 광고매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상품광고를 위해 개발된 상품 고유의 캐릭터나 기업 고유의 캐릭터 

②기존의 캐릭터를 활용 제작된 광고 및 캐릭터가 광고에 주(主)로 등장하는 광고. 

③넓은 범위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모델도 광고 캐릭터 범주에 속하나 이는 제외하기로 

   한다.

④광고 매체는 소비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국내 지상파 및 케이블 TV, 신문 

   및 잡지, 패키지, 인터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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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도서 및 논문, 정기간행물과 잡지, 인터넷을 중심으

로 광고에서의 캐릭터와 소비자 태도형성 및 변화요인, 국내제과시장과 광고현황,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캐릭터 활용 광고실태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설문조사는 국내 5대 제과회사의 TV 광고와 패키지 광고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 9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목성, 호감도, 이해도, 호감도, 구매소구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의 시각적 역할과 캐릭터의 활용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검토 했다. 조사대상자는 주요 제과제품구매연령층인 

10~20대 학생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조사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남·녀 292명3)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결과 분석에는 SPSS(Static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남·녀 각각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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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고에서의 캐릭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캐릭터의 정의 

 우리는 캐릭터(character)라는 말을 영화나 드라마, 연극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캐릭터(character)는 예로부터 인간의 생활상이나 

정신적,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미적 의식을 구체화함으로서 생활문화의 

한 측면을 이루어왔다. 초기에는 주로 종교적 성격을 띈 마스코트의 역할을 해왔으며,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러 정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미지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시각 표현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다4).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어떤 대상물의 보편적 속성에 강한 개성을 부여하여 특징적 

속성을 가지는 새로운 개체로 표현한 것으로 상품화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캐릭터는 차별화 된 독창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와 일관된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친밀감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시각화 된 캐릭터는 개성과 특징을 가진 ‘인물 

또는 동식물을 이용한 주인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5).

 기업은 캐릭터를 통해 타사와 구별되는 특별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이 추구

하는 이념이나 가치,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4) 박선의, 최호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2000, p.187　

5) 강우현, 멀티캐릭터 디자인, 안국문화사, 199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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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릭터의 사전적 정의

 캐릭터는 사전적 의미로 성격, 기질, 특징, 특질, 개성, 인격, 품성, 책이나 영화의 

등장인물, 글자, 부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캐릭터는 광고의 개성 혹은 성격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흔히 광고에 사용되는 인물 또는 동물 등의 사진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을 말하거나 광고의 캐릭터(commercial character)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광고에 일관된 개성을 갖게 하고 그 기업이나 상품의 특성을 강

하게 소비자에게 인상지우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예컨대 디즈니랜드의 미키

마우스나 2002년 한일월드컵의 스페릭스, 프로야구팀 기아타이거즈의 호랑이 등을 들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의 정의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외형상의 특징 뿐 아니라 이름, 성격, 행동, 

목소리 등에 강한 개성을 가지고 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이전시켜 소비자에게 친근

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캐릭터의 외형상의 특징보다는 그것이 가

지고 있는 강한 개성과 이러한 캐릭터의 개성이 제품 개성에 이전되는 상징적 역할을 

중시한다6). 기업은 이러한 캐릭터의 상징적 역할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친근감을 향상시키고 타 제품과 차별화시키며, 그렇기에 캐릭터는 외견상 성명, 성격, 

6) 박선의, 최호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2000, p.187　

(그림2-1) 디즈니 미키마우스 (그림2-2) 한·일 월드컵 스페릭스 (그림2-3) 기아타이거즈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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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등에 강한 개성과 담겨져 있는 상징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7).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는 그 자체로만도 높은 상품가치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가진 개성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 기업은  

캐릭터를 상품화 하거나 제품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인기 있는 캐릭터를 상품광고에 

사용하면 그 상품은 그 캐릭터가 가진 ‘친숙함’,‘귀여움’등이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

하여 그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독자적인 흡인력을 가지게 된다8). 예로 

최근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뽀롱뽀롱 뽀로로’를 들 수 있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컴퓨터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인 뽀로로와 친구들인 

포비, 루피, 에디, 크롱이 등장한다. 이들 캐릭터는 각자가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는 높은 흡인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사인 아이코닉스는 뽀로로와 친구들에 등장

하는 캐릭터를 직접 활용한 캐릭터 사업과 다른 기업에게 캐릭터 사용권을 주고 사용

료를 받는 국내·외 라이센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 제일기획사보, 1992, p.8

8) 미야시타 마코토, 캐릭터비즈니스 감성체험을 팔아라, 넥서스, 2002, p.196

(그림2-4) 뽀롱뽀롱뽀로로 캐릭터와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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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캐릭터의 특징

 캐릭터는 성별과 연령, 세대가 없는 특성을 가진다.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소비자의 기억에 캐릭터를 각인시킨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하는 캐릭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 캐릭터를 구매한다. 일반적인 캐릭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캐릭터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지닌다9). 예를 들어 기업을 연상한다고 할 때, 

기업자체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위해 기업은 심벌, 로고타이프와, 그리고 캐릭터와 같은 구체적인 

시각적 요소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로 캐릭터는 친숙도 제고에 뛰어나다.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시각적인 요소 

중 캐릭터는 심벌과 로고타이프 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재를 활용한 캐릭터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귀여움, 따뜻함,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을 통해 소비자들이 캐릭터를 접할 때 친

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캐릭터는 이미지 제고에 용이하다. 캐릭터는 특정 집단이든 일반 대중이든 

캐릭터를 통해 이미지를 대변하는 대상이 있다. 따라서 대상이 지닌 선천적 이미지와 

형태, 색채등 시각적 요소에 의한 후천적 이미지를 지니게 된다. 캐릭터는 대중과의 

친밀성을 통해 정적인 심벌이나 로고타이프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상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보완해줌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9) 박선의, 최호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2000,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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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 캐릭터는 무한한 부가가치를 가진다. 1996년에 미국 월트 디즈니사에게 제

작한 영화 노틀담의 곱추는 비록 극장수입 면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캐릭터 상품 

판매액까지 합한 총매출은 극장 판매수익의 5배가 넘는 금액으로 그 해 영화 흥행 1위를 

한 20세기 폭스사의 ‘인디펜던스데이’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남겼다. 개발된 지 70년이 

넘는 미키마우스는 지금도 월트 디즈니사의 주 수입원으로 전 세계에서 그 상품을 볼 

수 있으며, 일본에는 건물전체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도토로’상품으로 채워진 도토로 

샵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사 영화에 비해 많은 제작비가 드는 데도 불구하고 애

니메이션은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또한 캐릭터는 특유의 소프트웨어적 속성으로 대중

과의 능동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디자인 응용성이 풍부한 캐릭터는 

그래픽은 물론 영상 매체와 같은 멀티미디어로 응용하는 것이 쉽고 마케팅 전개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캐릭터의 특징이 캐릭터가 무한한 부가가치를 가진 각광

받는 산업으로 부상하는 이유이다10).

 다섯 번째로 캐릭터는 강한 시장 독점력을 지닌다. 캐릭터의 주목, 인지, 이해, 기억 

등 인지적 효과와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을 통해 시장에서 제품에 특정이미지를 

부여하거나 이미지 부각효과와 같은 제품판매촉진 수단으로서 다양한 효용을 가진다11).

10) 박선의, 최호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 2000, p.193

11) 황 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품인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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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캐릭터의 분류

 광고에서의 캐릭터는 대상하는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된다. 기업은 여러 가지 소재 중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표현한다. 

 광고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를 소재와 형태,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표현소재별 분류

①인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

 인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는 소비자에게 쉽게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 주로 구매대상의 폭이 넓은 상품이나 기업이 사용하며, 기업은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물을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는 인물의 특징을 잘 살린 일러스트로 제작되어 활용된다.

 

(그림2-5) 인물을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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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

 동물 캐릭터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소재이다. 인물 소재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동물을 선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표현한다. 보통은 귀엽고 온순한 성격을 가진 동물을 선택하지만 목적에 따라 사나운 

동물을 선택하기도 한다. 동물 캐릭터의 대부분은 친숙함과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의인화시켜 표현한다. 

③식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

 식물 캐릭터는 캐릭터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나, 주로 여성스러움을 나타

내기 위해 꽃을 의인화하여 사용하거나, 채소나 과일과 같은 상품이미지에 사용하여 

제품의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2-6) 동물을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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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품을 의인화 한 캐릭터

 제품의 자체의 특징을 의인화함으로써 제품의 개성과 특징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전달한다. 제품 의인화는 제품 그 자체로 인간과 동일화 시킴으로써 

개성적인 인상과 친근감을 주고, 강력하게 제품을 기억시키기 때문에 광고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제품 의인화에는 제품 그 자체에 눈, 코, 입 정도만 그려서 표현하는 

단순 의인화와 제품에 손과 발을 갖다 붙이는 정도의 반 의인화, 그리고 제품에 머리를 

붙여주거나 반대로 제품을 머리로 하고 몸통을 그려주는 합성의인화로 구분할 수 

있다. 12)

12) 최  리, TV 광고에 있어서 캐릭터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5　

(그림2-7) 식물을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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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가장 장점적인 표현인 과장, 현실풍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게 함으로 친숙도와 선호도를 높여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게 만들어 준다13).

13) 이국형,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19

(그림2-8) 제품을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의 예

(그림2-9) 만화/애니메이션을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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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상을 유도하는 캐릭터

 광고에 있어서의 캐릭터는 어떤 소재라도 모두 기업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연상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브랜드나 마크 등을 연상시키는 데에서 발전하여 제품의 

내용과 관련된 소재를 발견해서 캐릭터와 함으로써 연상시키는 방법도 있다. 전력회사의 

캐릭터에 번개가 사용되고, 가스회사에서는 불꽃을 소재로 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상징할 수 있는 소재를 캐릭터에 사용한다. 또한 천사나 

여신, 우주인 등 가공의 소재를 의인화 하여 캐릭터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14).

  

2)형태별 분류

캐릭터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5).

14)　최 리, TV 광고에 있어서 캐릭터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6

15)　동경마케팅연구회, 캐릭터 마케팅의 이론과 전략, 케이에이디디, 1999, p.40~41

(그림2-10) 연상을 유도하는 캐릭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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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팬시플 캐릭터(Fanciful character)

 신문잡지 등에 게제되는 만화, 만화영화, TV만화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인물 및 의

인화된 식물이나 로봇 등을 말한다.

②오리지널 캐릭터(Original character)

 대중매체에 의한 캐릭터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시판되고 있는 인형, 로봇, 

완구 등과 특수지역에서 한정 판매되는 캐릭터 상품 등을 말한다. 

③아트 일러스트레이션(art illustration)

 미술가,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작품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④상표 · 마크·로고(trade·mark·logo)

 유명한 상표, 그림으로 표현된 마크, 로고 등을 말하고, 또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

더라도 지명도가 높은 개인이나 법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⑤퍼스널리티(personality)

 실존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 탤런트, 유명인의 초상과 이름 또는 유명한 동물 등을 

말한다. 

3)목적별 분류

 광고 캐릭터는 목적에 따라 크게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업광고’와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광고’, 그리고 이벤트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되어 사용되는 ‘캠페인용 캐릭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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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광고용 캐릭터

 기업광고용 캐릭터는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중계자의 역할을 한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광고용 캐릭터 역시 

쉽게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함을 줄 수 있도록 귀여운 동물이나 마스코트가 많이 

사용된다.  

②제품광고용 캐릭터

 제품광고용 캐릭터는 기업광고용 캐릭터에 비해 훨씬 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자사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소구하는데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품 캐릭터의 이름이나 스타일에는 상품의 특성과 관련시킨 것이 

많으며, 상품의 의인화나 상품의 특징에 관련되어 표현한 종류가 많다16).

16) 최 리, TV 광고에 있어서 캐릭터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5

(그림2-11) 기업광고 캐릭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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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벤트 / 캠페인용 캐릭터

 행사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되어 사용되는 캐릭터를 말한다. 캠페인 캐릭터는 캐릭터의 

소재와 표현방법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행사나 캠페인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효과적

으로 홍보한다.

(그림2-12) 제품광고용 캐릭터의 예

(그림2-13) 이벤트/캠페인 캐릭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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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캐릭터 광고의 역사

 

 우리나라의 캐릭터 광고는 일제시대 때 일본제품의 상륙과 함께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낭만적이고 해학적인 모습 등 다양한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기법이 사용되었다. 1911년 초기에 풍선모양의 벌룬(ballon)속에 대사를 만화적

으로 표현한 신문광고가 등장했는데, 그 당시의 신문 광로로는 대담하고 특이한 것이

었다. 해방이후에는 과도기적인 사회상황으로 캐릭터 광고는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며 

일본의 광고기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정도로 사용되었다17).

 

 1960년대 초반 경제발전과 함께 광고업계도 발전을 하였지만, 사진을 활용한 광고가 

등장하며 일러스트 캐릭터 광고는 쇠퇴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기업

전략에 CI(Corporate Identity : 기업이미지통합작업)가 도입되면서 캐릭터는 다시 중요

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18).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광고의 국제화와 국내 광고 시장 활성화에 따라  광고 캐릭터의 

사용도 증가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단시간에 제품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제품 판촉활동과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광고에 사용하였다.

 1995년 이후에는 광고의 양적, 질적 성정과 더불어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하마 캐릭터를 활용한 옥시의 ‘물먹는 하마’가 제습시장의 85%를 점유

하며 큰 성공을 이룬데 이어, ‘우리집 강아지 뽀삐’로 시작되는 CM송과 함께 등장한 

17) 최 리, TV 광고에 있어서 캐릭터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7~18

18) 최 리, TV 광고에 있어서 캐릭터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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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삐 강아지는 귀엽고 친숙한 모습으로 화장지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다19).

 2000년대 이후 첨단기술사회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쟁과 첨단기술, 소득수준의 향상, 

정치의 민주화 등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장식하려는 욕구를 

자극하였고, 소비자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와 이미지에 부합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캐릭터는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 

이전의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제품을 설명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아이캐쳐

(eyecatcther)의 역할을 담당 했다면, 최근의 광고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캐릭터가 

가진 나름의 개성과 이야기로 소비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즉,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캐릭터를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의 소비

자들은 캐릭터 자체에 호감을 가지고 캐릭터와 연계된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논리적인 것에서 감성적인 것으로, 기술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광고에서의 캐릭터는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은 보편적이며 독창

적인 캐릭터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기업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고에 있어 

캐릭터 사용의 유무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소비자들의 마음에 파고

들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이를 광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19) 최 리, TV 광고에 있어서 캐릭터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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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비자 반응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은 1960년 이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소비자가 돈과 시간 등과 같은 소비와 관련된 

자원들의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정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품구매의 

주체인 소비자의 행동에 관한 연구로써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필수적인 고려 

요소이다. 소비자행동론 관점에서의 구매는 소비자들이 자신 혹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며,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의 판매를 통해 정해진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다.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을 중심

으로 이루었지만, 점차 심리학, 사회학과 같은 다원적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을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쾌락적·경험적 소비자행동모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쾌락적·경험적 모형에서는 제품을 단순히 물리적 속성들의 집합이 아닌, 사랑, 긍지, 

지위, 기쁨 등을 표현하는 주관적 상징물(subjective symbol)로 본다. 예를 들어 소비자

들은 샤넬 No.5를 아름다운 향 때문이 아닌 자아이미지를 강화를 위해 구입한다.또한 

대중예술의 관람, 패션의류의 구매, 스포츠 활동 등이 쾌락적·경험적 관점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20). 

20)이학식·안광호 ·하영원,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인 접근, 보문사, 200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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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숨은 욕구를 파악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과 기업의 본연의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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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 과정

1)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은 안전함, 편안함, 배부름과 같은 본원적인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은 실제의 구매가 이루어지기전 소비자가 상품구매의 필요성을 느낄 때

부터 시작하여 구매 후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의 5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문제의 인식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욕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문제인식과 충족시킬 수단을 결정

하는 문제해결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의식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광고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3-1)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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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의 탐색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정보의 탐색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문제해결방안에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과 경험을 활용하는 내적탐색

(internal search)과 외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는 외적탐색(external search)이 있다. 

외적탐색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탐색의 노력에 따라 정보탐색의 양과 노력이 큰 경우 

이를 포괄적 문제해결과정이라 하고 정보의 양과 노력이 적을 경우 제한적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들과의 관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외관, 

성능, 재원 등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찾게 되는 것과 같다.

③선택대안들의 평가 

 정보탐색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평가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소비자들은 나름의 평가기준을 

통한 평가를 통해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

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낸다.

④구매

 선택대안들의 평가 후 실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구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에 대한 관여도와 과거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구매형태를 

나타낸다. 이전에 구입했던 상표나 제품을 다시 구매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상표의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 구입했던 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상표에 대한 충성도,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구매능력이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⑤구매 후 행동 

 소비자는 구매 후 구매 전 자신이 생각했던 대안에 대한 기대와 실제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기대와 실제성과의 차이 정도에 따라 대안에 대한 만족 / 불만족이 결정되고, 이는 

선택한 대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쳐 다음번 구매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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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 구매결정 영향 요인

 소비자의 구매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적인 요소들은 다양하다. 필립 코

틀러(Philip Kotler)는 자신의 저서인 Marketing management에서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구매자, 제품, 판매자, 상황의 네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 중 

구매자의 요인에는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이들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문화적 요인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의 첫 번째로는 문화요소를 들 수 있다. 

문화란 특정한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학습된 신념, 가치관, 관습의 총합으로 

인간 행동의 종합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는 사람이 배우고 사회 구성원과 

공유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아이디어, 규범, 도덕, 가치, 지식, 기술, 도구, 물리적 대상 

그리고 행동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21).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문화에 사는 사

람들은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간에 가치와 규범, 의식 등을 공

유한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이다.

 두 번째 요소로는 하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위문화란 어떤 사회집단과는 별도로 

사회 안의 특정집단에서 생겨나서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이다. 같은 사회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연령, 가치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이라

고 할 수 있다. 예로 정치적인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청소년 집단 등이 있다. 이들 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구매행동 과정에서 각각 그들 나름의 규범과 가치, 행동 

규범을 따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문화적 요인의 세 번째 요소에는 기업문화가 있는데, 기업문화는 최초 기업 설립자로

21) 박승환·최철재, 소비자 행동의 이해, 대경, 2005,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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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며 공유되는 가치규범과 행동양식

이다. 예를 들어 S그룹은 세밀하고 조직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H그룹은 강인

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 혁신기업 A사는 아름다움, IT 기

업 G사는 창조성 이라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문화적 요인의 마지막 요소로는 사회적 계급이 있다. 사회적 계급은 유사한 가치관, 

생활양식, 흥미 및 행위를 공유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교적 영구

적인 동질적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2). 사회적 계급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기준에 

따라 우월과 열등적 지위로 구분되며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패턴을 나타

낸다. 

②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는 준거집단과 가족, 역할과 지위요소 등이 있는데, 먼저 준거집단

(reference group)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집단

으로서, 개인이 그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 준거집단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1차 집단과 학회, 조합, 동호회와 같은 2차 집단이 있다. 레인겐(Reingen)은 

여러 상황에서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집단의 구성원들, 즉 일차집단의 회원들은 같은 

상표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한다23). 또한 준거집단에는 조직구성 여부에 따라 

공식집단과 비공식 집단이 있으며, 연예인처럼 개인이 소속되기를 원하는 열망집단과 

반대로 소속되기를 기피하는 회피집단이 있다.   

 가족(famliy)은 함께 거주하면서 혈연이나 결혼, 혹은 입양으로 형성된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킨다24). 가족은 소비자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으로써, 많은 

22) J.F. Engel, D.T. Kollet, R.D. Blackwell, Consummer Behavior, 3rd Edition, Hinsdale Ⅲ : 
                                                             The Dryden Press, 1973, p.111 

23) 김세범·허남일·이승희·박유식·장형유, 최신소비자행동, 명경사, 2009, p.234~236 

24) 이학식·안광호·하영원,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인 접근, 보문사, 2002,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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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구매의사결정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와 

가족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어 개인이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로 가족보다는 개인 

중심의 구매행동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요인의 세 번째 요소로는 역할과 지위가 있다. 역할(role)은 집단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맡거나 집단이 개인에게 요구한 기능을 의미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보통 3~4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역할 갈등(role conflict)을 경험하게 

된다25). 지위(status)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로서 높은 지위는 

곧 그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위는 소비

제품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그 만큼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소비제품이 그 제품을 소유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③개인적 요인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의 첫 번째는 개성(Personality)이다. 

개성은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6). 사람들은 경험과 환경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개성은 한 사람의 외적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개성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고, 그 제품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개성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데 개성이 비슷한 사람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25) 김세범·허남일·이승희·박유식·장형유, 최신소비자행동, 명경사, 2009, p.242

26) Philip Kotler, Maketing Management 11th Edition, Prentice-Hall Inc., 2003,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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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요소로는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사람들이 살아

가는 방식(a mode of living)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 

고유의 생활양식이다. 개인의 구매행동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activities), 관심(interests), 의견(opinions), 세 가지 요소의 측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로는 경제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은 소득수준, 자산

규모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안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마케팅전략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지셔닝 해야 

한다. 예로 경제적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을 출시한다면, 전체 대비 중산층의 

비율 및 소득수준, 소비능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장에 출시해야 좋은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의 마지막 요소로는 직업이 있다. 직업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능력을 취하게 

되는 수단이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소비자들은 자

신의 직업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다.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같은 

직업군에 속해 있는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④심리적 요인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지각과 감각, 학습, 동기, 태도가 

있다. 

 지각(perception)이란 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도구로써, 개인이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하여 의미 있고 조리 있는 구도를 찾기 위해 자극을  식별, 선택,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7). 자극에는 제품, 광고 등이 있으며 소비자는 지각을 통해 

27) 서성한, 소비자행동론, 박영사, 1998,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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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 중에서 자신이 더 좋아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감각(sensation)은 자극에 대한 감각기관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이다28). 감각의 

수준에는 절대식역(absolute threshold)과 변별식역(differential-threshold)이 있는데, 

개인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절대식역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두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대적 차이를 변별식역이라고 한다. 보통 같은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절대식역이 높아져 자극을 식별하는 것이 둔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롭고 다양한 광고방법을 시도한다. 

 19세기 독일의 과학자 베버(Weber)는 자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최초의 자극이 클수록 두 번째의 자극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베버의 법칙은 기업이 제품 가격의 인상이나, 제품의 개선

정도를 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1리터에 1,650원인 휘발유가 다음날 

1,750원으로 올랐다면 소비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 가격을 상승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시간만큼 휘발유 값 상승이라는 자극에 둔감해

지므로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저항이 약해질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들의 

감각수준정도를 파악하여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전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의 세 번째 요소로는 학습이 있는데, 학습(learning)은 소비자의 과거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29).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제품과 상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학습과정은 추후 구매활동과정에서 영향을 준다. 

28) 김세범·허남일·이승희·박유식·장형유, 최신소비자행동, 명경사, 2009, p.354

29) David L. London, Albert J. Della Bitta, Consumer Behavior : Concept and Application, 
                                                                 2nd Edition , New york : McGraw-Hall, 1984,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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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 행동의 중요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심리적 요소로써, 

고든 알포트(Gorden Allport)는 태도를 어떤 대상 또는 대상들의 집합에 대해 일관적

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perdisposition)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30).  즉, 태도는 어떤 상표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총체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경험과 학습으로 결정된 태도는 일관성을 가지고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가 자사와 자사의 상품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 이외에도 가격, 품질, 디자인과 같은 제품적인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업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안에서 제품구매의 주체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3)소비자 구매의사결정 유형과 마케팅 전략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유형에는 확대적 문제해결유형, 습관적 문제해결유형, 제한적 의사

결정유형, 충동구매유형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먼저 확대적 문제해결유형(extended problem solving)은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위험을 느끼는 문제해결과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처음 

구입할 때, 소비자는 한 번의 선택으로 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외부적인 정보 탐색을 토대로 신중하게 문제해결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30) 김세범·허남일·이승희·박유식·장형유, 최신소비자행동, 명경사, 2009,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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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습관적 문제해결(habitual decision making)유형은 별다른 노력 없이 소비

자가 항상 구매하던 제품을 구매할 때 나타는 문제해결유형이다. 주로 저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유형으로 제과제품의 구매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과자를 구입할 때 별다른 정보탐색의 노력 없이 평소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습관적 문제해결유형은 습관적인 제품 구매시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주고 절약해준다. 

 제한적 문제해결과정(Limited problem solving)은 확대적 문제해결유형과 습관적 문

제해결유형의 중간에 위치한 유형으로써, 소비자는 구매경험을 통해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선택한 범주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브랜드의 평가에 

대하여 이미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결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해결 유형이다31). 예로 어떤 상표의 신발을 구입해 본 소비자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신발을 구입하려 할 때, 과거의 사용 경험을 통해 그 신발과 상표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발을 구입할 것인가는 매장에서 제품을 보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충동구매(impulse buying)유형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광고를 보고 갑작스럽게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제품을 구매 하게 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어떠한 인지적 의사결정과정이일어나지 

않으며 감정적인 소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은 위와 같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유형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 박승환·최철재, 소비자 행동의 이해, 대경, 2005, p.215



31

 첫 번째로 확대적 문제해결유형에 따른 마케팅 전략에는  선호전략(preference 

strategy)과 수용전략(acceptance strategy)이 있는데, 선호전략은 자사의 상표가 소비자

에게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을 때 사용되는 전략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기업의 

상표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그 기업의 상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기업의 상표가 긍정적 인지상표군 외에 속해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가 그 기업의 상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무료 시식회나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상표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수용전략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습관적 문제해결유형에 따른 마케팅 전략으로는 유지전략(maintenance 

strategy)과 혼란전략(disrupt strategy)이 있다. 유지전략은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구매

하는 상표와 제품에 기업의 상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자사의 상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쿠폰과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유지하는 전략이고, 혼란전략은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상표에 기업의 상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기적

으로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기존구매습관에 혼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제품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자사상표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세 번째로 제한적 의사결정유형에서는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외적정보를 탐색하는데, 기업은 소비자의 정보탐색방법을 파악하여 광고나 진열을 

(표3-1) 소비자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마케팅 전략

상표 포지션 확대적 문제해결유형 습관적 문제해결유형 제한적 문제해결유형

긍정적 인지상표군 선호전략 유지전략 생포전략

긍정적 인지상표군 
외의 상표군

수용전략 혼란전략 차단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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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사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생포전략

(capture strategy)과 자사의 상표인지도를 높여 소비자가 타사보다 자사의 상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차단전략(intercept strategy)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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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비자 태도의 형성과 구매행동

1)소비자 태도 형성과 변화

 태도(attitude)는 앞서 말한 알포트(Allport)의 정의 외에 넓은 의미에서 어떤 대상의 

각 속성별 신념의 총체나 그 대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그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의 세 가지 하위차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지만, 좋아함, 싫어함과 같은 감정적 요소로만 개념화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32). 

태도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수로써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는데 있어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소비자의 태도형성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와 이론으로는 균형이론, 자기지각이론, 일치성

이론, 인지적 학습이론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전통적인 이론은 소비자들이 외부정

보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인지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이다. 

 1963년 피쉬베인(Fishbein)은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그 대상의 부각 속성들

(slient attributes)에 대한 신념(belief)과 이 속성들에 대한 평가(attributes evaluation)에 

의해 결정된다는 태도 모델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신념은 소비자가 특정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의견을 말한다. 피쉬베인의 태도모델33)은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표현된다.

 

 

32) 이학식·안광호·하영원,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인 접근, 보문사, 2002, p.40

33) Martin Fishbein,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6, 1963, 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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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에서 신념의 강도란 소비자가 과거의 경험이나 외부정보, 혹은 추론에 의해 어떤 

대상이 특정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가리키며, 속성 I 에 대한 

평가는 제품에 대한 평가로 어떤 대상에 있어 특정 속성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반영

한다. 예로, 어떤 소비자가 TV를 구입할 때, 그 소비자의 TV 제품에 대한 태도는 화

질, 가격, A/S, 디자인과 같은 제품속성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TV 제조

사에 대한 각 속성의 신념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34).  

 피쉬베인의 태도모델을 통해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의 

속성을 파악하여 그 중 자사 제품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속성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품 속성평가의 결과 중 타사 제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평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비자가 

고려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새로운 부각속성을 인지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과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과제품의 속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영양’이라는 제품의 속성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건강을 제과제품의 부각 속성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2)관여도와 광고태도

  소비자들은 배고픔, 추위 등과 같은 자신들의 본원적 욕구를 느낄 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때 먼저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불충분 하다고 느껴졌을 때, 정보검색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수단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거나 별다른 고민 없이 빠르게 결정하기도 한다. 정보의 탐색 

정도와 신중함은 관여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관여도(Involvement)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정도로써, 그 정도에 따라 고관여와 저관여로 나눌 

34) 이학식·안광호·하영원,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인 접근, 보문사, 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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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고관여 의사결정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그 소비자에게 아주 중요

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위험이 큰 경우에 발생하며, 저관여 의사결정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습관적 구매로 인해 그 제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35). 자동차나 컴퓨터 등의 구매가 고관여 의사결정에 속하며, 기호식품이나 

신문 등의 구매가 저관여 의사결정에 속한다. 관여도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①개인적 요소

 개인적 요소는 소비자 개인의 관심사나 취향을 말한다. 예로 어떤 소비자가 평소에 미

술품 수집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에게 미술품 경매에 관련된 자료는 높은 관심의 대상

이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관심 밖에 대상이 된다. 

②제품 요소

 제품요소는 개인이 그 제품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른 중요도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그 제품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제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크고, 그 제품이 

자신의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클수록 그 제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는 

높아진다. 

③상황적 요소

 평소 와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특별한 날 친구에게 와인을 선물하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와인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어떤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상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관여도를 상황적 관여도(situation involvement)라고 한다. 

35) 김세범·허남일·이승희·박유식·장형유, 최신소비자행동, 명경사, 2009, 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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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른데, 먼저 정보처리과정 

관점에서 태도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관여 소비자에게는 광고에 나타난 주장의 질, 

즉, 정보가 소비자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저관여 소비자에게는 정보 보다 정보원의 

특성이나 음악, 배경과 같은 주변적 단서들이 태도에 영향을 준다. 관여도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가 페티(Petty)와 카시오포(Cacioppo)에 

의해 제안한 정보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36)이다. 

 

 

 

36) 김지환, 신문광고의 캐릭터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33

(그림3-2) 정보 정교화 가능성 모델



37

 정보정교화 가능성이란 정보 수신자가 정보메시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슈 및 제품과 관련 있는 사고를 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보정교화 

가능성은 수신자가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동기(motivation)와 메시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ability)에 의하여 좌우된다37).  페티(Petty)와 카시오포(Cacioppo)는 

정보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형성은 소비자가 광고의 정보를 

처리하려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정보 처리과정은 ‘자극→정보 

메시지에 대한 인지적 반응→감정적 반응’의 중심경로와 ‘자극→주변적 단서에 의한 

유추→감정적 반응’의 주변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중심경로는 주로 제품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정보처리과정으로, 중심경로를 통한 태도

는 소비자가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태도가 형성되므로 오랫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주변경로는 저관여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정보처리과정으

로, 정보가 아닌 광고 모델이나 배경음악에 의해 태도가 형성되므로 일시적인 경향을 

가진다.  

 다음으로 인지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태도형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관여 상태에 

있는 소비자들은 정보탐색과 같은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적 노력 없이도 광고로 인해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1980년대 초 미첼(Mitchell)과 올슨(Olson)은 소비자가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으로 느끼는 그림요소를 광고에 포함시켜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가 상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실험을 통해, 제품의 속성 신념 못지않게 소비자가 광고에 대하여 갖는 

태도 즉, 광고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38).이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상표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진다는 견해로써, 이러한 견해는 광고에 대한 

감정이 상표에 대한 감정이 관련 대상인 그 상표에 대한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전이 된다는

37) 김세범·허남일·이승희·박유식·장형유, 최신소비자행동, 명경사,  p.110

38) Mitchell A.A., Olson J.C., Are product attribute beliefs the only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s on brand attitud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1981, p.31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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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전이(affect transfer)에 의해 설명된다39).

   특히 이러한 광고태도의 영향은 소비자들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저관여 상태

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크루그만(krugman)은 저관여 소비자는 

광고에 노출되더라도 제품 정보에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속성신념을 

바탕으로 태도가 형성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광고에 노출되면 나중에 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종(Zajonc)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대상에 대한 인지 혹은 신념과는 무관하게 그 대상에 

대해 호감이 유발된다고 한다40).  

 한국방송공사의 2009년 MCR(Media & Consumer Research) 연례보고서41)에 의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친숙한 제품을 구입하며 광고를 보고 제품구매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소비자 태도 형성과정에서 관여도에 따른 정보처리적, 인지적 측면의 영향을 제과제품 

광고에 적용해보면, 제과제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기 보다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저관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과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형성에 있어 광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자들은 저관여 제품이라 할지라도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곳 제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캐릭터는 제과제품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제과제품 광고에 등장하는 귀엽고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제품에 대한 호감도로 

39) 이학식·안광호·하영원,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인 접근, 보문사, p.238　

40) 이학식·안광호·하영원,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인 접근, 보문사, p.43　

41) 한국방송공사 마케팅분석국에서 미디어와 소비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6월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국 41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의 남·여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동향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6,000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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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내제과제품 광고의 대부분은 제과제품의 구매의 주 연령층인 

10~20대 소비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광고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영화의 캐릭터나 귀여운 이미지의 애니

메이션 캐릭터가 많이 활용되며, 조금 더 높은 연령층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3)소비자 태도와 구매행동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그 제품에 대한 구매할 가능성이 

높지만, 때로는 자기가 선호하는 상표보다 그렇지 않은 상표를 구입할 때가 있다. 이는 

태도와 구매행동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태도는 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한 가지 일뿐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행동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소비자는 어떤 상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보다 더 

선호하는 상표를 선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여러 가지 상표 중에 한 가지의 

상표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앞서 말한 것처럼 상표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이게 된다. 

 두 번째로 상표에 대한 태도의 측정시점이 구매시점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시간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는 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구매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가 어떤 

상표에 호감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상표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소비자는 그 상표를 구입하지 않는다. 이는 제품에 대한 태도와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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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 태도의 비평가적 측면이 태도와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상표에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매시 그 

상표와 관련된 태도를 기억으로부터 인출할 수 없으면 그 상표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42).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이다. 행동 의도는 제품에 대한 태도가 아닌,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행동 의도는 객관적인 면

보다 주관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며,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는 명품 가방에 

대한 호감이 있지만, 그 소비자가 속한 사회에서 명품가방소비를 건전하지 않은 사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비자는 자신이 명품 가방을 구입하지 않는다. 행동의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을 소비·사용하였을 경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때문에 제품을 구매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파악하여 판매 전략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42) 이학식·안광호·하영원,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인 접근, 보문사,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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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비자의 특성과 시각적 인지 반응

1)시각적 인지반응

 대부분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인지된다. 인지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14

세기부터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9~20세기에 

이르러서 인식에 관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학문의 한 분야로 지칭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된다43). 

 시각적 인지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빛 에너지 출현→ 

눈이 에너지를 탐색→ 두뇌로의 시각피질로 신호 전달→ 신호인지 순으로 이루어진다44). 

하지만 같은 시각적 자극에 대한 인지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경험과 학습에 따라 자극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파란색을 볼 경우 한 사람을 맑은 날의 하늘을, 또 다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이라는 같은 시각적 자극에 대한 ‘맑은 날의 

하늘’과 ‘죽음’이라는 인지반응은 그 자극을 수용하는 사람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적 인지반응과정은 감각과 지각과정을 통해 기존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새롭게 접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현대 소비자들의 인지적 특성

 현대 소비자들의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은 ‘에고노믹스(Egonomics)’

이다. 에고노믹스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여지고 특별하게 취급받기를 원하는 

43) 최대석, crgodesign, 안그라픽스, 2008. p122

44) Robert L. Solso, 시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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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자신의 개성이 반영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려는 경향이다. 즉, 현대의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self)’을 중심으로 인지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에고노믹스는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 블로그

(blog), 트위터(twitter),소셜 커뮤니티(Social-community)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소비자 자신의 개성이 

크게 강화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경제력 향상도 에고노믹스 현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제력 향상으로 기업이 한 명의 소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고객가치 또한 증가하게 되어 비교적 소수인 개인소비자에게 집중하여도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에고노믹스 소비자는 예전의 수동적인 소비자처럼 판매대의 물건을 무턱대고 사지 

않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찾아 구매한다45).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분위기, 체험을 통한 개인의 느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사회에서 캐릭터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에고노믹스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5) 김민주, 세상을 소비하는 인간, 호모콘수무스, 교보문고, 2008,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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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제과시장 및 TV 광고 현황

   

제1절. 국내 제과시장 현황 

1)국내제과시장 현황

 국내제과시장은 비교적 폭넓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비재 시장으로써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지만, 최근 식품의 다양화,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요인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부담 증가와 같은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주요 국내제과회사로는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농심이 있으며, 

건과류46)와 빙과류를 포함해 약 430 여종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가장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해태제과로 132종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롯데제과 108종, 오리온

제과 85종, 크라운제과 65종, 농심 40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과품목별로는 비스킷류가 94종으로 가장 많으며, 스낵류 91종, 빙과류가 86종, 

캔디류 62종, 껌류 41종, 초콜릿류 39종, 파이류 17종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빙과류 

제품을 제외한 건과류 제품은 324종, 빙과류 제품은 86종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주요제과회사는 각 회사의 제과시장점유율과 마케팅 전략에 따라 주력제과품목을 

정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건과류 제품과 빙과류 제품을 

모두 출시하고 있으며, 크라운제과와, 오리온제과, 농심은 건과류 제품만을 출시하고 

있다. 

46) 비스킷, 스낵, 파이, 껌, 캔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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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제과시장 흐름

 최근 국내제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은 웰빙(Well-being)이다. 웰빙(Well-

bieng)은 고도로 산업화 된 현대사회에서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기농 식품과 독서나 운동 같은 취미생활을 통해 양적인 부요와 

질적인 풍요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웰빙(Well-being) 트렌드는 

2003년 이후 국내시장에 새롭게 등장하였고, 기업들은 앞 다투어 웰빙(Well-being)에 

맞는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았다.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품들은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유기농 과일은 일반 과일보다 더 비싼 값에도 잘 팔렸

으며, 친환경, 건강, 웰빙(Well-being)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물건들은 더 그렇지 않은 

물건들에 비해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웰빙 트렌드(Well-being -trend)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의 

2009년 MCR 연례보고서47)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소비자들의 최대관심사는 건강과 웰빙

(Well-being)으로 나타났고, 비싸더라도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소비자기호의 변화에 맞추어 국내제과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단순한 기호식품으로써의 제과제품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새로운 프리미엄 과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오리온 제과의 ‘닥터 유’ 제품라인은 ‘국민건강증진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웰빙-소비자(Well-being Consumer)’에게 소구하고 있다. ‘닥터 유’ 제품라인에는

‘튀기지 않은 도넛’, ‘새싹 크래커’, ‘튀기지 않은 새우라이스 칩’, ‘활력충전 에너지바’와 

같은 제품이 있으며, 제품 개발에 의사가 참여하고 최고산지의 원료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닥터 유’ 제품이 몸에 좋은 웰빙 제품(Well-being product)라는 

강한 신뢰감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 홈페이지에 제품소개와 함께 제품과 관련된 

각종 영양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강화시키고 있다.  

 

47) 한국방송공사, 2009년 MCR 연례보고서,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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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의 제과업체인 롯데제과 역시 이와 비슷한 ‘마더스 핑거’라는 브랜드로 웰빙

제과시장(Well-being confectionary market)을 공략하고 있고, 유기농 식품 브랜드인 

올가 홀푸드는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초록마을은 

MSG을 첨가하지 않고 순수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토종꿀과 강냉이, 유기농 

하얀 누룽지 등 어른들을 위한 유기농 과자 제품과 천연과즙으로 색을 넣은 과일캔디 

등을 통해 웰빙제과시장에서 그 브랜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제과시장은 빠르게 변화는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새로운 필요는 출산율 감소로 제과제품의 주요 소비층인 유아, 청소년층이 

얇아지고 있는 국내제과제품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림4-1) 오리온 닥터유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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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제과제품 광고 현황

1)TV광고 

 국내 TV 광고시장은 2008년 전년 대비 8.1% 감소한 2조 1,99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03년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인터넷, 

DMB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광고시장의 성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려 그 시장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광고방송공사(KOBAKO)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내 100대 광고주의 지상파 TV 광고비 총지출 금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8%프로가 증가한 약 1조 4,737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은 

회사는 54,011,083,225원의 광고비를 지출한 SK텔레콤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주)케

이티 51,542,711,300원, 삼성전자 45,399,549,180원, 현대자동차 38,706,365,105원, 

LG전자 35,655,502,150원 순이었다. 국내 주요 제과회사중에서는 롯데제과(주)가 총 

11,097,358,650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였다.  이 기간 중 

국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제과제품 광고는 각 다음과 같다48).  

48) 광고정보센터, 애드와플, 자료조사기간 2009.9~2010.8　

(표4-1) 국내 주요제과회사 제과제품 TV CF 현황

제과회사 TV 광고 제품명 총편수

롯데제과
자일리톨 , 롯데껌 , 설레임 , 쌀로별 , 죠크박 , 자일리톨알파 , 월드콘와퍼 , 

틱톡 ( 껌 ), 빼빼로 , 롯데파이종합 , 라세느 , 치토스 ,
12

오리온
생감자칩 , 닥터유 튀기지않은도넛 , 닥터유 99 바 , 내츄럴치클 , 투유 , 

마켓오리얼초콜릿 , 마켓오리얼브라우니 , 초코송이 , 투니스
9

크라운제과 초코하임 , 화이트화임 , 마이쮸 3

해테제과 홈런볼 , 폴라포 , 아이스쿨 , 브라보콘 , 누쌍바 , 빨라쪼 , 발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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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제품의 총 TV 광고 편수는 31편이었으며, 롯데제과가 12편으로 가장 많은 광고를 

내보냈다. 그다음으로는 오리온 제과 9편, 해태제과 7편, 크라운제과 3편의 광고를 

방영하였다. 농심은 이 기간 중 지상파 TV 광고를 하지 않았다.

  제품군별 광고를 보면 롯데제과와 크라운 제과, 해태제과는 비스킷, 스낵과 같은 건과류 

제품과 빙과류 제품 모두 광고를 하였고, 오리온 제과는 건과류 제품광고를 하였는데, 

이는 각 회사의 국내제과시장 점유율에 따른 전략 제품군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과 품목별로는 빙과류와  초콜릿(초콜릿 가공품 포함)류 광고가 각각 8편으로 가장 

많았고, 껌류 5편, 스낵류 4편, 파이류 4편, 캔디류 1편, 비스킷류 1편으로 나타났다.

2)패키지 광고

 패키지 광고는 제품 패키지를 활용한 광고로써, 구매 접점에서 소비자와의 감성적인 

유대감 형성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소구를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제과

제품은 계획적인 소비보다 충동적인 소비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있어 

패키지 광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제과제품의 광고는 TV나 기타 다른 

매체보다 패키지 광고를 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구매시점에서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패키지 광고는 포장용기의 형태적 요소와 그래픽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제품의 형태적 요소에 있어서는 2010년 10월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국내 5대 

제과회사 제품의 패키지 형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크게 박스(Box)형과, 봉지(bag)형, 

기타(etc.)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박스(Box)형은 운반의 편리성과 우수한 제품보관 및 보호 능력을 지닌 포장 

형태로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제품 430여종 중 176여종에서 박스형 포장용기를 사용

하고 있었으며, 제품군별로는 비스킷류가 80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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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봉지(bag)형태의 포장용기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 총 225종의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품군별로는 스낵류가 91종으로 가장 많았다.  

 세 번째로, 기타형태에는 껌류의 포장형태와 제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형태가 있었

는데, 개별적 포장용기를 활용한 제품에는 크라운 제과의 비스킷 ‘주주동물원’과 해태

제과의 비스킷 ‘초코픽’, 롯데제과의 빙과류 ‘설레임’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래픽적 요소에 있어서는 국내에 출시된 거의 대부분의 제과제품은 패키지에 

제품사진이나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비스킷류나, 파이류, 초콜릿류는 주로 실사

사진을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외 껌류, 캔디류, 스낵류, 빙과류

에서는 일러스트나 캐릭터를 활용한 패키지가 많았다. 패키지에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은 

총 64종 이었다. 

  포장용기의 색은 제품의 맛이나 제품의 색과 큰 관련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초콜릿류는 

진한갈색, 파이류는 갈색, 아이스크림은 파란색, 스낵류는 붉은색과 검정색이 많이 사용

되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의 맛과 특징을 연상하게 하였다. 

  

(그림4-2) 박스(Box)형 포장용기 (그림4-3) 봉지(Bag)형 포장용기 (그림4-4) 기타 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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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디자인 컨셉(concept)은 제품의 주요 소비층을 고려하여 비스킷류와 파이류는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스낵류와 빙과류는 화려하고 대비가 

높은 색을 사용하여 제품이 눈이 잘 띄도록 디자인 하는 경향이 있었다. 

3)신문·잡지 광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신문 및 잡지광고를 조사, 

분석한 결과 TV 광고나 패키지 광고에 비해 그 활용도가 많이 적었다. 구독층이 정해져 

있는 신문.잡지의 특성상 각 신문.잡지의 주요 구독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관련된 

광고가 많았고, 주로 신제품 홍보나 제품과 관련된 이벤트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이었다. 

  각 회사별 신문.잡지 광고건 수는 롯데제과 5건, 해태제과 5건, 크라운제과 2건 이었

으며, 오리온제과와 농심은 이 기간 중 신문,잡지 광고가 없었다. 제과품목별로는 껌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빙과류 3건, 초콜릿류 3건, 캔디류 1건이었다.  

 

   

(그림4-5) 제과제품의 신문·잡지 광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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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넷 광고 

 인터넷은 제과제품 광고에 있어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제품홈페이지를 통해 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과 관련된 

일시적인 이벤트 홍보용으로 활용되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인터넷 광고는 해태제과 1건, 오리온제과 1건이었다. 

  

 이상 국내 5대 제과회사의 TV, 패키지, 신문잡지, 인터넷 제품광고현황을 통해 국내

제과제품 광고의 대부분이 TV 광고 및 패키지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습관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제과제품 구매 형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 전략, 주력제품군, 판매시기 등이 각 제과회사별 광고건 수와 

광고 내용 및 방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림4-6) 해태제과 누쌍바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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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제과회사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제품광고에서의 캐릭터의 활용은 광고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

할 수 있다.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제품 중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광고사례를 2010년 

10월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기준49)으로 조사하여 제과품목별로 분류하였다. 

1) 비스킷류 제품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국내에 출시된 비스킷류 제품은 총 94종으로, 이 중 제품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제품은 총12종이었고, 제과회사별로는 오리온제과 5종, 해태제과 4종, 크라운제과 

2종, 롯데제과 1종의 제품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하였다.

49) TV 광고의 경우 2009.9~2010.9월 기준

(그림4-7)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비스킷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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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비스킷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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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낵류 제품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국내에 출시된 91종의 스낵제품 중  25종의 제품광고에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제과회사별로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은 농심 9종, 오리온 8종, 해태 4종, 

크라운 3종, 롯데 1종 이었다. 

 

(그림4-9)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스낵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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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스낵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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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스낵류 제품



56

(그림4-12)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스낵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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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껌류 제품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껌류에서는 국내에 출시된 총 41종의 제품 중 해태제과 3종, 롯데제과 2종의 제품에서 

제품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4-13)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껌류 제품



58

4) 파이류 제품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파이류는 대부분 광고에 제품실제사진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은 크라운제과의 베이키 1종 이었다.

(그림4-14)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파이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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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빙과류 제품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빙과류 제품에서는 총 86종의 제품 중 7종의 제품에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회사별로는 해태제과 5종, 롯데제과 2종의 제품이 있었다. 

(그림4-15)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빙과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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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캔디류 제품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캔디류 제품에서는 전체 62종의 제품 중 롯데제과 6종, 크라운제과 3종, 오리온제과 

2종, 해태제과 2종의 제품에서 캐릭터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4-16)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캔디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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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7)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캔디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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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콜릿류 제품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초콜릿류에서는 전체 39종의 제품 중 해태제과 3종, 오리온제과 1종, 롯데제과 1종, 

총 5종의 제품에서 캐릭터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4-18)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초콜릿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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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과제품 광고의 캐릭터 활용 분석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제품 중 캐릭터를 TV광고와 패키지 광고에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제품은 전체 제과제품 430종 중 68종의 제품으로 약 16.3%의 비율을 나타냈다. 

제품군별로 캐릭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군은 스낵류로 총 25개의 제품이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캔디류 13종,  비스킷류 12종, 초콜릿류 5종, 빙과류 7종, 껌류 5종, 파이류 

1종 순이었다. 제과회사별로는 해태제과가 21가지 제품으로 가장 많은 제품광고에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오리온제과는 16가지, 롯데제과는 13가지, 크라운제과는 

9가지, 농심은 9가지의 제품광고에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캐릭터의 소재로는 사람캐릭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전체 68개 제품 중 

27가지로 40%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을 소재로 하는 캐릭터가 20가지로 

30%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제품을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가 16가지 제품, 과일 및 

야채를 소재로 사용한 캐릭터가 5가지 제품이었다.

 유명 캐릭터를 라이센스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9가지였고, 나머지는 59가지 제품의 

캐릭터는 자체개발한 캐릭터를 제품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캐릭터를 가장 많이 라이

센스하여 사용하는 회사는 해태제과였고, 농심은 전 제품에 독자개발 캐릭터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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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비자 반응 조사 분석

    

제1절.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의 시각적인 역할과, 제과제품광고에서의 

캐릭터의 활용이 소비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분

석하여 향후 제과제품광고에 효과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는 소비자들의 주목성을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제과제품광고에서 소비자들은 캐릭터를 통해 제품의 특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는 소비자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광고에서의 캐릭터 활용은 제과제품 구매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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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방법

1)조사대상

 설문조사대상은 주요 제과제품구매연령층인 10~20대 학생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조

사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남·녀 292명50)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 이루어 졌다. 

 총 29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지만, 30부는 회수되지 않았고, 결측치와 중복응답이 

많은 25부를 제외한 총 23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제과제품 광고에서 캐릭터가 어떠한 시각적 역할을 하며, 제과제품 광

고에서의 캐릭터의 활용이 소비자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에 국내 5대 제과회사들이 주 광고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TV와 패키지에서 캐릭

터를 활용한 제품 9종을 모델로 선정하여, 캐릭터에 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분석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50) 남·녀 각각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5명

(표5-1) 측정변수 및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측정항목 문항수 척도

인구통계적 요인
 ①성별 , 연령 , 광고매체 
 ②제과제품 구매빈도 , 종류 , 요인 

7 명목척도

제과제품 광고에 있어
 캐릭터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①캐릭터 광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소구
 ②캐릭터 유 . 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목성 , 호감도 , 이해도 , 친근감 , 
    인지도 , 신뢰도

9
서열 및

명목척도

캐릭터 및 일반
 ①캐릭터 활용방안
 ②구매에 있어서 캐릭터의 영향

3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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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방법

 설문응답의 분석에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12를 이용

하였고, 분석방법에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이 사용되었고, Cronbach`s Alpha를 통해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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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1)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관한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237명의 응답자 중 남자가 51.5%로 

여자 48.5%보다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중

학생 27%, 고등학생과 대학생 15.2%, 기타 3%의 순이었다. 

  

2)광고매체 이용실태에 관한 분석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고매체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터넷이 

50.6%으로 가장 많았고, TV가 46%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은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TV 보다는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5-2)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 분석

구분 Frequency Percent

성별
남

여

122

115

51.5

48.5

연령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98

64

36

36

3

41.4

27.0

15.2

15.2

1.3

Total 237 100.0

(표5-3) 광고매체 이용 현황

구분 Frequency Percent

최다이용

광고매체

TV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109

120

2

1

2

3

46.0

50.6

0.8

0.4

0.8

1.3

Total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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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과제품 구매 실태에 관한 분석

 제과제품을 구입횟수에 관한 질문에서는 일주일에 1~2회가 39.7%로 가장 많았고, 

주1회 이하가 24.5%, 주 3~4회가 22.8%, 주 5회 이상이 13.1%라고 응답했다. 

 구매하는 제과제품의 종류에 있어서는 스낵류가 35.9%로 가장 많았고, 파이류가 

1.4%로 가장 적었다. 

 

 제과제품 구매시 가장 큰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제품의 맛이 58.6%로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제품의 가격이 27.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평소에 먹던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신제품을 구

입한다는 응답자가 19.4%, 광고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13.9%, 몸에 좋은 유기농 제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12.2%로 나타났다.

(표5-4) 연령별 광고매체 이용 현황

구분
초 중 고 대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TV

인터넷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9

36

0

0

1

2

60.2

36.7

0

0

1.1

2.0

31

31

1

0

1

0

8.5

48.5

1.5

0

1.5

0

9

25

1

0

0

1

25

69.5

2.7

0

0

2.7

9

26

0

1

0

0

25

72.3

0

2.7

0

0

1

2

0

0

0

0

33.3

66.7

0

0

0

0

Total 98 100.0 64 100.0 36 100.0 36 100.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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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 제과제품 구매실태

구분 Frequency Percent

제과제품

구매횟수

주 1 회 이하

주 1~2 회

주 3~4 회

주 5 회 이상

58

94

54

31

24.5

39.7

22.8

13.1

제과제품

구매종류

비스킷류

스낵류

껌류

파이류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

27

85

35

4

6

60

20

11.4

35.9

14.

1.7

2.5

25.3

8.4

제과제품

구매결정

요인

제조회사

가격

맛

원료 및 성분

포장

8

64

139

22

4

3.4

27.8

58.6

9.3

1.7

제과제품

구매고려

요인

평소제품

광고제품

유기농제품

신제품

129

33

29

46

54.5

13.9

12.2

19.4

Total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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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과제품 TV 광고에서 캐릭터의 효과에 관한 분석

 국내 5대 제과회사 제품 중 캐릭터를 TV 광고에 활용한 제품 4종을 선정하여, 소비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의 주목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상이라고 응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치토스 49%, 칸쵸 52.7%, 스크류바 63.3%, 고래밥 54%로 4개 

제품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전체응답자의 치토스 39.2%, 칸쵸 54.8%, 

스크류바 64.4%, 고래밥 46.4%가 캐릭터를 통해 제품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다. 

 캐릭터를 통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평균 51.5%가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제과제품 TV 광고의 캐릭터가 호감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그렇다’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치토스 47.2%, 칸쵸 57%, 스크류바 63.2%. 고래밥 

51.5%로 높게 나타났다.

 캐릭터가 인지도와 신뢰도에 주는 효과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도 각각 응답자의 평균 

46.9%와 39.9% 이상이 ‘그렇다’이상 이라고 응답해, 캐릭터가 제품 인지도와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V광고에서 캐릭터를 사용한 4개 제과제품에 대한 주목성, 이해도, 친근감, 호감도, 

인지도, 신뢰감을 측정하는 질문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Cronbach`s Alpha값 0.7%이

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주목성 이해도 친근감 호감도 인지도 신뢰감

Cronbach`s
Alpha

0.791 0.745 0.781 0.759 0.774 0.774

(표5-6) 제과제품 TV 광고 캐릭터의 효과 측정에 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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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7) 제과제품 TV 광고 캐릭터의 효과

구분
치토스 칸쵸 스크류바 고래밥

명 % 명 % 명 % 명 %

주목성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5

81

70

30

21

14.8

34.2

29.5

12.7

8.9

50

75

72

20

20

21.1

31.6

30.4

8.4

8.4

78

72

58

12

17

32.9

30.4

24.5

5.1

7.2

45

83

64

29

16

19.0

35.0

27.0

12.2

6.8

이해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9

64

87

33

24

12.2

27.0

36.7

13.9

10.1

55

75

61

28

18

23.2

31.6

25.7

11.8

7.6

70

82

56

11

18

29.5

34.6

23.6

4.6

7.6

43

67

79

28

20

18.1

28.3

33.3

11.8

8.4

친근감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1

71

64

35

26

17.3

30.0

27.0

14.8

11.0

50

80

60

22

25

21.1

33.8

25.3

9.3

10.5

54

72

64

27

20

22.8

30.4

27.0

11.4

8.4

49

71

66

30

21

20.7

30.0

27.8

12.7

8.9

호감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7

75

78

23

24

15.6

31.6

32.9

9.7

10.1

57

78

65

20

17

24.1

32.9

27.4

8.4

7.2

75

75

54

15

18

31.6

31.6

22.8

6.3

7.6

51

71

64

27

24

21.5

30.0

27.0

11.4

10.1

인지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0

62

66

30

39

16.9

26.2

27.8

12.7

16.5

49

60

66

36

36

20.7

25.3

27.8

15.2

11.0

73

65

64

17

18

30.8

27.4

27.0

7.2

7.6

47

52

75

34

29

19.8

21.9

31.6

14.3

12.2

신뢰감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0

48

75

49

35

12.7

20.3

31.6

20.7

14.8

37

61

80

27

32

15.6

25.7

33.8

11.4

13.5

48

58

75

30

26

20.3

24.5

31.6

12.7

11.0

38

58

78

38

25

16.0

24.5

32.9

16.0

10.5

Total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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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패키지광고에서 캐릭터의 효과에 관한 분석

  패키지 광고에서 캐릭터의 활용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5대 제과회사 제품 중 패키지에 캐릭터 활용하고 있는  제품 5종을 선정하고, 각각의 

제품 패키지에서 캐릭터를 제외한 제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반응과 캐릭터 

유무에 따른 소비자 구매소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의 주목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사바나패밀리 66.6%, 오징어칩 70.5%, 닭다리 69.6%, 히트볼 

65%, 카라멜콘 땅콩 64.6%로 모든 제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사바나패밀리가 전체응답자의 46.8%, 오징어칩이 

51.9%, 닭다리가 60.8%, 히트볼이 53.1%, 카라멜콘땅콩이 54.5%의 응답자가 제품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캐릭터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근감에 관한 영향을 알아보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평균 58.9%가 친근감이 느껴

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도 ‘그렇다’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사바나패밀리 66.7%와 45.6%, 오징어칩 70.4%와 50.2%, 

닭다리 71.2%와 54.8%, 히트볼 69.2%와 51.3%, 카라멜콘땅콩 66.3%와 57.4%로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신뢰감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서도 5개 제품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42.4%의 응답자가 신뢰감이 느껴진다고 대답해 패키지 제품에서의 캐릭터의 사용이 

신뢰감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표5-9)의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비교하여 봤을 때, 제과제품 패키지 광고에서 캐릭터가 소

비자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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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8) 캐릭터를 사용한 제과제품 패키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

구분
사바나패밀리 오징어칩 닭다리 히트볼 카라멜콘땅콩

명 % 명 % 명 % 명 % 명 %

주목성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6

102

55

12

12

23.6

43.0

23.2

5.1

5.1

62

105

44

14

12

26.2

44.3

18.6

5.9

5.1

64

101

44

15

13

27.0

42.6

18.6

6.3

5.5

72

82

54

13

16

30.4

34.6

22.8

5.5

6.8

63

90

58

10

16

26.6

38.0

24.5

4.2

6.8

이해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7

64

85

23

18

19.8

27.0

35.9

9.7

7.6

51

72

85

14

15

21.5

30.4

35.9

5.9

6.3

67

77

69

8

16

28.3

32.5

29.1

3.4

6.8

52

74

71

23

17

21.9

31.2

30.0

9.7

7.2

57

72

80

14

14

24.1

30.4

33.8

5.9

5.9

친근감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8

85

53

25

16

24.5

35.9

22.4

10.5

6.8

52

72

81

16

16

21.9

30.4

34.2

6.8

6.8

62

89

53

18

15

26.2

37.6

22.4

7.6

6.3

66

80

58

16

17

27.8

33.8

24.5

6.8

7.2

54

80

64

21

18

22.8

33.8

27.0

8.9

7.6

호감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72

79

56

11

19

30.4

33.3

23.6

4.6

8.0

79

88

41

13

16

33.3

37.1

17.3

5.5

6.8

85

86

44

9

13

35.9

36.3

18.6

3.8

5.5

91

72

45

13

16

38.4

30.4

19.0

5.5

6.8

85

72

50

13

17

35.9

30.4

21.1

5.5

7.2

인지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0

58

78

27

24

21.1

24.5

32.9

11.4

10.1

49

70

78

21

19

20.7

29.5

32.9

8.9

8.0

70

60

67

23

17

29.5

25.3

28.3

9.7

7.2

58

66

65

29

19

24.5

27.8

27.4

12.2

8.0

62

74

54

27

20

26.2

31.2

22.8

11.4

8.4

신뢰감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4

62

71

43

27

14.3

26.2

30.0

18.1

1.4

41

58

84

34

20

17.3

24.5

35.4

14.3

8.4

55

53

72

32

25

23.2

22.4

30.4

13.5

10.5

42

55

74

39

27

17.7

23.2

31.2

16.5

11.4

51

52

77

32

25

21.5

21.9

32.5

13.5

10.5

Total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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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과제품 패키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

구분
사바나패밀리 오징어칩 닭다리 히트볼 카라멜콘땅콩

명 % 명 % 명 % 명 % 명 %

주목성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12

108

76

36

2.1

5.1

45.6

32.1

15.2

4

17

83

97

36

1.7

7.2

35.0

40.9

15.2

8

19

93

72

45

3.4

8.0

39.2

30.4

19.0

6

16

86

89

40

2.5

6.8

36.3

37.6

16.9

6

18

98

79

36

2.5

7.6

41.4

33.3

15.2

이해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6

17

99

73

42

12.5

7.2

41.8

30.8

17.7

12

25

80

84

36

5.1

10.5

33.8

35.4

15.2

7

23

85

78

44

3.0

9.7

35.9

32.9

18.6

7

17

83

85

44

3.0

7.2

35.0

36.3

18.6

5

27

94

76

35

2.1

11.4

39.7

32.1

14.8

친근감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19

77

86

50

2.1

8.0

32.5

36.6

21.1

4

24

65

100

44

1.7

10.1

27.4

42.4

18.6

62

89

53

18

15

26.2

37.6

22.4

7.6

6.3

9

12

68

96

52

3.8

5.1

28.7

40.5

21.9

8

17

77

93

42

3.4

7.2

32.5

39.2

17.7

호감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6

14

87

96

34

2.5

5.9

36.7

40.5

14.3

9

18

86

89

35

3.8

7.6

36.6

37.6

14.8

4

27

74

94

38

1.7

11.4

1.2

39.7

16.0

12

18

78

95

34

5.1

7.6

32.9

40.1

14.3

10

25

85

89

28

4.2

10.5

35.9

37.6

11.8

인지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7

11

74

96

49

3.0

4.6

31.2

40.5

20.7

10

15

71

89

52

4.2

6.3

30.0

37.6

21.9

6

17

74

79

61

2.5

7.2

31.2

33.3

25.7

7

17

76

84

53

3.0

7.2

32.1

35.4

22.4

10

11

82

89

45

4.2

4.6

34.6

37.6

19.0

신뢰감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

13

90

80

44

4.2

5.5

38.0

33.8

18.6

12

16

89

71

49

5.1

6.8

37.6

30.0

20.7

8

16

86

80

47

3.4

6.8

36.3

33.8

19.8

10

13

73

88

53

4.2

5.5

30.8

37.1

22.4

11

16

80

70

60

4.6

6.8

33.8

29.5

25.3

Total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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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사용한 제품과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비교·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86.1%로 캐릭터가 소비자의 

제과제품구매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상 제품 패키지에서 캐릭터를 사용한 5개 제과제품에 대한 주목성, 이해도, 친근감, 

호감도, 인지도, 신뢰감을 측정하는 질문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Cronbach`s Alpha값 

0.8%이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5-10) 제과제품 패키지 광고 캐릭터가 소비자 구매소구에 미치는 영향

구분 Frequency Percent

제과제품

구매소구

패키지에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
204 86.1

패키지에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3 13.9

Total 237 100.0

구분 주목성 이해도 친근감 호감도 인지도 신뢰감

Cronbach`s
Alpha

0.865 0.827 0.859 0.878 0.865 0.837

(표5-11) 제과제품 패키지 광고 캐릭터의 효과 측정에 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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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캐릭터의 선호유형에 관한 분석

 향후 제과제품 광고에서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알아본 선호캐릭터와 

그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는, 스크류바 TV광고 캐릭터를 전체응답자의 27.0%가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로 꼽았고, 캐릭터 선호 이유에 있어서는 ‘캐릭터가 제품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

구분 Frequency Percent

선호하는

제과제품 

광고캐릭터

치토스 37 15.6

칸쵸 46 19.4

스크류바 64 27.0

고래밥 35 14.8

사바나패밀리 14 5.9

오징어칩 9 3.8

닭다리 18 7.6

히트볼 2 0.8

카라멜콘땅콩 12 5.1

선호하는

이유

귀여움

친숙함

재밌음

독특함

제품이미지와 유사

43

37

50

49

58

18.1

15.6

21,1

20.7

24.5

Total 237 100.0

(표5-12) 제과제품 광고 캐릭터 선호도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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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과제품 구매에 있어서 캐릭터의 영향에 관한 분석

 제과제품광고에서 캐릭터의 활용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4.1%가 ‘그렇다’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표5-13) 제과제품 패키지 광고 캐릭터가 소비자 구매소구에 미치는 영향

구분 Frequency Percent

제과제품 구매에 

있어 캐릭터의 영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68

84

59

10

16

28.7

35.4

24.9

4.2

6.8

Total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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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국내 제과제품시장은 전체 시장이 2조원을 넘을 정도록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종류도 430여종이 넘는다.

 제과제품은 특별한 의사결정과정 없이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제품

으로, 소비자의 제품구매에 있어 광고가 큰 영향을 끼치며 광고에 대한 호감은 곧 

광고제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져 제품 구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캐릭터는  소비자들의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다. 캐릭터는 

광고에 활용되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캐릭터의 소재,행동,형태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제과광고에서 캐릭터의 시각적인 역할과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반응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제품 중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TV, 패키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목성, 이해도, 친근감, 호감도, 인지도, 신뢰도 

및 캐릭터의 유·무에 따른 소비자 구매소구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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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제과시장 및 국내 5대 제과회사의 캐릭터 광고 현황

 최근 국내제과시장의 주요흐름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웰빙(Well-bieng)으로, 

각 제과회사들은 이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새로운 프리미엄 과자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국내제과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춰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새로운 필요는 출산율 감소로 제과제품의 주요 소비층인 유아, 청소년 

층이 얇아지고 있는 국내제과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국내 5대 제과회사는 제품광고에 주로 TV광고와 패키지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광고와 패키지 광고에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제품은 전체 제과제품 

430여종 중 68종으로 약 16.3%의 비율을 보였다. 

 제품군별로 캐릭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군은 스낵류로 총 25개의 제품이었고, 제과

회사별로는 해태제과가 21가지 제품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하여 가장 높은 캐릭터 활용도

를 나타냈다.

2)제과광고에서 캐릭터의 시각적 역할

 국내 5대 제과회사 제품 중 TV와 패키지 광고에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 9종의 주목성에 

대한 조사결과 TV광고에서는 총 4가지 제품 평균 55%, 패키지 광고에서는 총 5가지 

제품 평균 68% 이상의 소비자가 ‘캐릭터가 눈길을 끈다’라고 응답하여 제과제품 광고

에서 캐릭터가 광고의 주목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TV와 패키지 광고 각각 평균 52%와 평균 54%의 

응답자가 ‘캐릭터를 통해 제품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여 제과제품 

광고에서 캐릭터가 제품 이해도에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제과제품 광고에서 캐릭터는 캐릭터의 형태,색상,행동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아이캐쳐(eye-catcher) 및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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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과광고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서적 반응

 캐릭터를 활용한 제과광고가 소비자의 친근감, 호감도, 인지도, 신뢰도 및 구매소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친근감에 대한 질문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TV광고와 패키지 광고 모두에 대하여 

응답자의 50%이상이 ‘친근감이 느껴진다’라고 대답하여 캐릭터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친근감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과광고 캐릭터에 호감이 느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호감이 느껴진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TV광고 총 4가지 제품 평균 55%, 패키지 광고 총 5가지 제품 평

균 69%로 높게 나타났다.  

 캐릭터가 인지도와 신뢰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질문에서도 ‘캐릭터

가 제품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전체평균 

50%와 42%로 높게 나타나 제과광고에서 캐릭터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

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광고에서 캐릭터의 유·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소구에 대한 조사에서는 ‘패키지에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응답한 조사자의 비율이 86.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제과광고에서 캐릭터 의 유·무가 제과제품구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나타

났다.

 이러한 소비자반응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제과광고에서 캐릭터의 활용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서적 반응 및 제품구매소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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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제과광고에서 캐릭터는 캐릭터가 가진 시각적인 특성을 통해 광고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목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지·정서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제과제품 구매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내제과기업들은 제품광고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함으로 제과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과광고를 위한 캐릭터 개발시, 제품 이미지와 유사한 광고 캐릭터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캐릭터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연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제품의 이미지와 유사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내제과회사들은 출산율 감소로 전통적인 제과제품 소비층인 영·유아및 청소년 층이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국내제과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홍보에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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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제과제품 광고에서의 캐릭터의 활용이 광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킴을 밝히고, 국내제과시장 현황 및 제과제품의 주요 소비자층인 10~20대 

학생들의 광고매체 이용현황 및 제과제품 소비경향을 조사·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 번째로 광주.전남에 국한되어 진행된 연구의 지역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의 사회문화에 

따라 구매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일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전국단위의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특별한 구매의사결정과정 없이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제과

제품구매의 특성상 광고 캐릭터 이외에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캐릭터가 제과제품 구매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최근 제과제품 광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캐릭터를 활용한 

제과제품광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과제품 광고에서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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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제과 광고 캐릭터에 관한 소비자 반응 연구

 -국내 5대 제과회사제품의 시각적 역할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 전공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과광고 캐릭터에 관한 소비자 반응 연구”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순수하게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

신 중에도 응답해 주시면 저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16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유 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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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1.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여러분의 연령은?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4)대학생  5) 기타 (             )

3.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1) TV  2) 인터넷  3) 신문  4) 잡지  5) 라디오  6) 기타 (          )

*제과제품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6.여러분께서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제과제품을 구매하십니까?

1) 1회 이하  2) 1~2회  3) 3~4회  4) 5회 이상 

7.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제과제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비스킷  2) 스낵  3) 껌  4) 파이  5) 캔디  6) 아이스크림 

7) 초콜릿(제품에 초콜릿이 들어간 것 포함)   

8.여러분께서 제과제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크게 고려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제조회사  2) 제품의 가격  3) 제품의 맛  4) 제품의 원료와 영양성분

5) 제품의 포장

9. 다음의 제과 제품 중 한 가지를 고르신다면?

1) 평소에 구매하던 제과제품   2) 광고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제품

3) 몸에 좋은 유기농 제과제품  4)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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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내제과제품 TV 광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롯데제과 치토스 제품의 TV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 ) 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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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롯데제과 칸쵸 TV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 ) 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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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롯데제과 스크류바 TV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 ) 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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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오리온 고래밥 TV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 ) 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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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과제품 포장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5-1. 여러분이 제과를 구매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5-2.위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A B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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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여러분이 제과를 구매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6-2. 위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A B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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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여러분이 제과를 구매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7-2.위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A B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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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여러분이 제과를 구매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8-2.위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A B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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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여러분이 제과를 구매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9-2.위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점수를 선택해주세요.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A B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눈길을 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품의 특징 ( 제품명 , 형태 , 맛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근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억에 오래 남는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믿을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위의 광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1) 치토스  2) 스크류바  3) 고래밥  4) 사바나패밀리  5)오징어칩 6)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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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캐릭터가 귀여워서  2) 캐릭터가 친숙해서  3) 캐릭터가 재밌어서  

4) 캐릭터가 독특해서  5) 캐릭터가 제품이미지와 유사해서

12.캐릭터를 활용한 제과제품광고가 캐릭터를 활용하지 않은 제과제품 광고보다 

    제품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광고에서의 캐릭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캐릭터의 정의
	제 2 절  캐릭터의 특징
	제 3 절  캐릭터의 분류
	제 4 절  캐릭터 광고의 역사

	제 3 장  소비자 반응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소비자 행동
	제 2 절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
	제 3 절  소비자의 태도의 형성과 구매행동
	제 4 절  소비자의 특성과 시각적 인지반응

	제 4 장  국내제과시장 및 현황
	제 1 절  국내제과시장 현황
	제 2 절  국내제과제품 광고 현황
	제 3 절  국내제과회사의 캐릭터 활용 광고 사례

	제 5 장  소비자 반응 조사 분석
	제 1 절  가설설정
	제 2 절  조사방법
	제 3 절  분석결과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