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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연이어 신체에 유해한 라돈 성분이 검출된 침

대,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원인을 규명하기 힘

든 자동차 화재 사고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

건들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

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Hong, 2010), 

개개인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을 지각하게 된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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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소비가치가 변화하면서 생활제품 구매 시 신체

에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전안법(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시행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및 수입

하는 업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Yoo, 2018). 또한 미국에서도 2018년 9월부터 PROP 

65(Proposition 65)을 시행하여 제품, 포장재뿐만 아

니라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웹사이트

에 근로자 및 소비자가 발암(NSRL), 생식독성성분

(MADL)을 포함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관련 경고문구 부착 및 기재를 의무

화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이 사람의 입과 코를 통

해 흡입되거나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것

을 테스트하는 법을 시행하고 사람이 유해물질에 유

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병 등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Kim, 2018).

의생활 관련 제품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

수적으로 사용하고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생활 관련 제품들에서 소비

자 안전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드라이클리닝 용제와 같은 화학제품뿐만 아니

라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의복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

분들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안

감이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공포증을 

의미하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라는 신조어의 등

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점점 높

아지는 것을 설명한다(Reynolds & Seeger, 2005).

이처럼 제품을 취득,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유형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개인의 안녕과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불

안감 지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몇몇 선행연구

(Lee, 2012; Shin & Lee, 2001)에서 소비자의 불안감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소비자 불안감

을 제품의 위해 요소 및 안정성에 관한 안전 불안감

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자가 사회 전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정서적인 불안감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소비

자의 식생활에 대한 안전 불안감에 대한 연구는 다소 

존재하나(Mohr et al., 2007; Sah & Yeo, 2014), 의생활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을 알아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

생활과 관련된 물리적인 제품의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의생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안전 불안감 인식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의생활을 외모관리

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제품 연구 대상을 의류제품뿐

만 아니라 외모관리 제품, 위생용품 등 신체에 맞닿

을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의류

제품 관리나 미용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에 

표기되어있는 성분명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 불

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연구문제를 통해 소비자 

안전 불안감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을 고찰하고 이

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은 의류, 섬유 및 외모관리 제품 등 의생활 환

경 제품 영역별 소비자 안전 불안감과 전반적인 소

비자 안전 불안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다. 연구문제 2는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과 정보제공

원에 대한 신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연구문제 3은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안

전 불안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

고 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전반적인 의생활 환경에서 

물리적인 제품의 위해 요소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불

안감을 파악하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의류학의 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본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효과

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이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선정 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

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안

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불안감(anxiety)이란 일반적으로 안도감이나 확신

이 상실된 심리상태로 특정 대상 없이 막연하게 나타

나는 불쾌한 정서적인 상태이다(Sah, 2012). 즉,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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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위험 상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자아가 보

내는 신호이며, 개인은 특정 대상을 위험하다고 느낌

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다(Freud, 1917). 이러한 불안감

은 개인에게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결과이다(Sego & Stout, 1994). May(1950)

는 불안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긴장 및 두려움을 유발

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안을 느끼는 대상으로

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

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부

터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인 공포는 그 대상을 피함으

로써 벗어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하

기 어려우며 피하기도 힘들다(Kierkegaard, 1844/1980). 

불안과 소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소비자 불안감

(consumer anxiet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Taylor(1974)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구매 등의 의

사결정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비자 불안감을 여러 하위차

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Park and Song(2005)은 

사회적 불안을 개인 불안, 경제 불안, 공정성 불안, 미

래 불안, 불신 불안, 사회문제 불안, 정치 불안, 안전 

불안의 8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Joo and 

Kim(as cited in Lee, 2012)은 고전적 공포 불안, 사회/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학습시험/능력에 대한 불안, 

성적부적응/이성거부에 대한 불안, 빈곤에 대한 불

안, 전쟁에 대한 불안, 질병/노환/죽음에 대한 불안, 

기타 정서적 불안으로 유형화하였다. Choi(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지각된 통제감 상실에 대

한 불안, 공정성 불신에 대한 불안, 사건/사고에 대한 

개인 취약성 불안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안전 불안(Park & Song, 2005), 

질병/노환/죽음에 대한 불안(Lee, 2012), 사건/사고에 

대한 개인 취약성 불안(Choi, 2005)은 공통적으로 안

전 사고나 질병 등의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유발되

는 안전 불안감을 의미한다.

현대인들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면

서 기술로 인한 편익을 획득함과 동시에 위험이라는 

비용을 가지는데,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

를 구매하거나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심

리적인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Beck, 1997). 특히 최근

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기업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여전히 해당 제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

정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에 대한 위험 요소는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와 구매방

식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주관적인 위험

의 정도로 정의되며,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다(Bauer, 1960; Lee, 2009; Luo et al., 2010). Jacoby 

and Kaplan(1972)은 지각된 위험을 경제적 위험, 신

체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능적 위험 및 심리적 위험

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Luo et al.(2010)은 

사회적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 성과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 위험, 전반적 위

험의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위험

(economic risk)이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의미하고(Boksberger 

et al., 2007), 기능적 위험(functional risk)은 제품 및 서

비스의 기능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을 말하며(Gewald & Dibbern, 

2009; Jacoby & Kaplan, 1972; Lee, 2009), 사회적 위험

(social risk)이란 사회적 지위 평가와 관련된다(Jacoby 

& Kaplan, 1972). 또한 심리적 위험(psychological risk)

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성을 경험하고 구매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지할 때의 불만족으로 인

한 불안감을 말하며, 신체적 위험(physical risk)은 소

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 혹은 서비스로 인해 신체에 

해를 입을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Fe-

atherman & Pavlou,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소비자 

안전 불안감은 지각된 위험의 하위차원 중 신체적인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생활 관련 제품은 특히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인체에 직접 맞닿기 때문에 제

품에서 검출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소비자의 안

전에 직결되는 신체적 위험으로 작용되고 소비자 안

전 불안감을 증폭시킨다(Jacoby & Kaplan, 1972). 의

생활이란 외모관리의 목적에서 신체에 부착하거나 

신체를 변형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의류제품뿐만 아니라 세정과 미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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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생활화학제품으로까지 확장하여 소비자 안전 

불안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의생활 및 생활화

학제품은 의류제품이나 화학제품, 미용용품 등의 다

양한 제품군을 포함하는데, 각 영역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

제품은 피부에 맞닿는 내의와 직접 맞닿지 않는 외의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화학용품은 체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고 각 

제품 영역별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과 전반적인 소비

자 안전 불안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반적인 소비자 안전 불안

감에 따른 소비자의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안전 불안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따른 정보제공원에 대

한 소비자 신뢰

정보제공원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정부기관, 언

론, 전문가 집단,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이 정보를 

책임감 있게 취급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믿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et al., 2017). 소비자는 전문가

에 비해 과학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로 인한 위

험 상황 등을 판단할 때 정부기관이나 언론, 전문가 

집단, 인터넷 등의 정보제공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

으로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며 안전 불안

감을 감소시킨다(Siegrist & Cvetkovich, 2000).

의생활제품 맥락에서는 소비자 안전 불안감과 정

보제공원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거

의 없으나, 다른 분야의 생활제품, 특히 식생활제품

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두 관계가 확인되어 왔다. 

이를 근거하여 의생활제품의 맥락에서도 정보제공

원의 신뢰와 소비자 안전 불안감 수준 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Sah and Yeo(2014)의 연구에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원을 전문가 집단, 

정부기관, 신문/방송 등의 언론과 인터넷 카페/블로

그로 구분하고 각 정보제공원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바 있다. Murray(1991)

에 따르면, 소비자의 위험 지각 수준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는 유형이 달라지는데 소비자의 위험 지각 수

준 및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개인적인 채널보다 공식

적인 채널 활용이 증가한다. 또한 Mohr et al.(2007)은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Wang and 

Lee(2011)의 연구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가 안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힌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정보제공원에 대한 신

뢰는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소비자 안전 불안감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보제공원에 

대한 신뢰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신뢰란 상대방의 말이나 약속 등이 믿을 만하며 

교환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Schurr & Ozanne, 1985). Mayer et al.(1995)

의 연구에서 신뢰성을 전문적 역량, 정직성, 호의성

(benevolence)의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Lee at el.(2008)은 전문성, 정직성과 호의성으로 구성

된 신뢰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는 신뢰성의 공통 요인

은 진실성(trustworthiness)과 전문성(expertise)인데, 

진실성은 신뢰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의도의 정직

함, 공정함, 올바름 등으로 정의된다(Kim, 2008). 이

에 본 연구는 정보제공원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전

문성과 더불어 정직성, 공정성의 3가지 하위차원으

로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공정성이란 객관성, 

중립, 균형 등의 의미를 포함하며 정보제공원이 얼

마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에 관련된다(Berko-

witz, 1997). 정직성은 정보제공원이 소비자에게 거

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

성은 정보제공원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

을 보유한 정도를 의미한다(Ohanian, 1990). 또한 소비

자 안전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노력해

야하는 정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제공원 신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정보제공원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으로서 정부기관, 

언론, 전문가 집단과 인터넷 카페/블로그로 구분하

여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기관은 정부와 

관련된 체계적인 기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

관을 말하며, 언론은 신문이나 TV 방송 등을 통해 정

보를 전달해주는 전통적 대중매체를 의미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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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

험 및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인터

넷 카페/블로그는 사람들이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

한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올리는 글

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

라인 공간으로 설명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른 정보제공원, 즉 정부기관, 언론(신문/방

송), 전문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대한 신뢰

(공정성, 정직성, 전문성)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전

반적인 의생활 환경에서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을 완

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채널 

선정 등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

을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를 통해 확인하고

자 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subjective health sta-

tus)는 개인이 평가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로 자신

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건강상

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

된 바 있다(Lewis & Riegel, 2010; Parker & Thorslund, 

2007; Speake et al., 1989). 또한 건강관심도(health con-

cern)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에 통합된 것으

로 개인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두는 정도로 설명된다

(Newsom et al., 2005).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 수준

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ndler et al.

(1991)은 불안감이 사람 변인과 상황 변인의 상호작

용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황 

변인과 개인 변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변인 중에서도 소비자의 건강 관련 인식은 물리

적 제품에 따른 위험 인식 및 안전 불안감과 직결되

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 건강 불안(health anxiety)

으로 불리는 소비자의 건강 염려는 건강에 대한 전

반적인 걱정으로 개념화된다(Olatunji et al., 2009). 또

한 사회 불안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

은 선행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지각과 사회 불안감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Maller & Reiss, 1992; 

Reiss & McNally, 1985).

Ha and Choi(2013)와 Kim et al.(2004)의 연구에 따

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연령이나 교육, 소득 수

준이 높을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아지며, 남성보다 여

성이 더 높은 건간관심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Harris and Guten(1979)은 건강을 보호하거

나 증진하기 위한 건강행위의 예측 변수로 성과 사

회 경제 상태와 더불어 연령을 알아보았다. 특히 연

령은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

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건강이나 소비자 태도 및 행

동의도 등의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Kim & Park, 2001; Lee, 2017).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

각(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수준에 따른 소비

자의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불안감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에게 보다 개인화되

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소

비자 안전 불안감이 전반적인 소비

자의 안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제공원에 대한 신뢰

도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3.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이 의

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영별 소비자

의 안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 두 관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7월 24일~30일까지 총 7일간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

사전문업체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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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1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엠브레인을 통해 사전에 

응답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또한 설문 진행 중에도 응

답자가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설문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남성이 51.1%, 여성이 48.9%이고 대졸 

이상이 78.0%, 기혼이 59.1%를 차지하였다. 설문 문

항은 소비자의 의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불안감과 제품 영역별 안전 불안감을 묻는 문항, 정

보제공원에 대한 신뢰 관련 문항,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관련된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은 전반적인 소비환경에 대

한 안전 불안감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1점(매우 불안

하지 않다)에서 5점(매우 불안하다)까지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의 경

우,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인체에 직접 접촉이 발

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의복 및 신발류, 일회용 위

생용품, 화장품 및 세안 제품, 세탁용 세제 및 섬유관

리제품 등의 32개 품목을 1차로 선정했고, 예비조사

를 실시한 후 소비자 불안감 수준이 현저히 낮은 제

품과 인테리어 관련 제품 등을 제외하여 총 19개 품

목을 최종 설문에 사용하였다. 먼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제품의 구입 혹은 사용 여부를 묻고 각 품목별로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5점: 

매우 그렇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소비자 안전 불안감을 묻는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Lee and Kim(2009)과 Lee et al.(2008)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정보제공원에 대한 소비자 신뢰 측정 설문 문항은 

Kim et al.(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

며, 자세한 설문 문항은 <Table 1>과 같다. 추가적으

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가 노력해야 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은 연구자가 자

체 개발하고 의류학 전문가들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

하였으며, 각 주체의 활동 중요성에 따라 노력 정도

를 10점 만점으로 하여 각 주체별로 배분하도록 하

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

각, 즉 본인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주관적 건강상태 1문항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정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정도를 묻는 건강관심도 3문항은 Ko(2017)의 연구

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Table 2).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에서는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소비자 안

전 불안감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소비자 안전 불안감이 전반적

인 의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의생활 안전 불안감에 따라 소비자 

Item

Fairness I believe that (          ) will deal fairly with the tasks given to consumer safety.

Honesty I believe that (          ) is honest in everything about consumer safety.

Expertise I believe that (           ) do tasks with expertise in consumer safety.

Table 1. Items of consumers' trust in information source

Item

Subjective health status How do you usually think about your heath?

Health concern

It is important for me to live healthy.

I usually try to keep myself healthy.

I usually try to keep my family healthy.

Table 2. Items of consumers' subjective perceptions of thei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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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세분화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정보제공원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서 군집 간

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

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준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건

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과 두 관

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 연구결과

1. 소비자의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안

전 불안감이 전반적인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먼저 의생활 환경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 안전 불안감을 제품 영역별로 구분하기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의생활 및 생활화학

제품의 불안감에 대한 총 19개의 문항에 대해 고정

된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1. 의

류제품(탄력/고신장 의류(스포츠, 레저 의류 등에 사

용), 속건 기능 의류(빠르게 건조되는 의류), 일반 의

류(일반 겉옷류), 발열 또는 냉감 내의류, 일반 내의

류(일반 속옷, 양말 등), 물리적 보정 기능을 가진 내

의류(거들, 보정속옷 등)), 2. 화학제품(드라이클리

닝 용제(세탁업체 이용 포함), 섬유유연제, 세탁용 합

성세제(가루, 액상 등), 섬유탈취제, 헤어스프레이)), 

3. 미용제품(기초화장품류, 세안용품(비누, 클렌징

류), 샤워용품(바디클렌저 등 신체 세정제품), 색조

화장품류, 샴푸/린스 등 모발 세정제품)), 4. 위생용

품(생리대, 기저귀, 물티슈)으로, 총 4개의 제품군별 

불안감 요인이 도출되었다. 베리멕스 회전 후 4개 요

인의 고유치는 모두 1.000 이상이고 총 설명변량은 

72.218%이며, KMO 값이 .943으로 .600보다 높게 나

타나 KMO 측도 값이 적합하다. 또한 4개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 대한 크롬

바흐 알파 값이 모두 .800 이상으로 신뢰도의 적합성

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의류제품, 화학제품, 미용제품, 위생용품) 안

전 불안감이 전반적인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화학제품(β=.162, p<.01)과 위생용품(β=.101, 

p<.05)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의류제품

(β=.047, p>.05)과 미용제품(β=.037, p>.05)에 대한 불

안감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

한 자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준과 정보제공원에 대

한 신뢰

소비자의 의생활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기 위해 먼저 K평균 군집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유사성이 높은 표본들을 묶어 3개

의 집단(안전 불안감 저, 중, 고)으로 구분되었다. 총 

1,126명 중 안전 불안감 저 집단은 162명, 안전 불안

감 중 집단은 635명, 안전 불안감 고 집단은 329명이 

차지하였다.

소비자의 의생활 안전 불안감 수준과 4개 유형의 

정보제공원(정부기관, 언론(신문/방송), 전문가 집단,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대한 신뢰(공정성, 정직성, 전

문성, 노력 필요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의 사후검증은 

Duncan으로 실시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각 불안감 군집에 따른 정보제공원의 공정성

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정부기관, 신문, 방송 및 인터

넷 카페/블로그를 제외하고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의 의생활에 대

한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라 전문가 집단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 수준이 차이가 나타

난 것을 의미한다. 즉,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

한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불안감이 낮은 집단보다 전

문가 집단의 공정성이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군집에 따른 정보제공원의 정직성에 대

한 신뢰의 차이는 정부기관, 언론(신문/방송), 전문

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 모두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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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생활 안전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

다 정부기관, 언론(신문/방송), 전문가 집단 및 인터

넷 카페/블로그의 정직성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군집별 정보제공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언론

(신문/방송)을 제외한 정부기관, 전문가 집단 및 인

터넷 카페/블로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의생활 안전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

다 정부기관, 전문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의 

전문성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원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 신뢰를 살펴보

면, 정부기관, 언론(신문/방송), 전문가 집단과 인터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Anxiety about 

clothing product

[Anxiety] Elastic/high-rise clothing .812

4.135
21.761

(21.761)
.898

[Anxiety] Fast-drying clothing .791

[Anxiety] General clothing .769

[Anxiety] Exothermic/cooling underwear .765

[Anxiety] General underwear .745

[Anxiety] Functional underwear .707

Anxiety about 

chemical product

[Anxiety] Dry cleaning solvent .784

3.803
20.018

(41.779)
.892

[Anxiety] Fabric softner .769

[Anxiety] Synthetic detergent .722

[Anxiety] Fiber deodorant .687

[Anxiety] Hair spray .640

Anxiety about 

beauty product

[Anxiety] Basic cosmetics .808

3.449
18.151

(59.930)
.913

[Anxiety] Cleansing products .769

[Anxiety] Shower products .726

[Anxiety] Color cosmetics .681

[Anxiety] Hair-cleaning products .566

Anxiety about 

hygiene product

[Anxiety] Sanitary pad .858

2.335
12.288

(72.218)
.849[Anxiety] Diaper .837

[Anxiety] Wet wipe .551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onsumers' safety anxiety about clothing and lifestyle products

B β t p F
R2

(adj. R2)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 2.400 19.709 .000

24.891
.082

(.078)

Anxiety about clothing product 0.047 .039 01.090 .276

Anxiety about chemical product 0.162 .154 03.222 .001

Anxiety about beauty product 0.037 .033 00.707 .480

Anxiety about hygiene product 0.101 .103 02.523 .012

Dependent variable Consumers' general safety anxiety 

Table 4. Effect of consumers' safety anxiety about each area of clothing and lifestyle products on consumers'

general safety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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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카페/블로그 네 유형 가운데 전문가 집단이 공정

성, 정직성 및 전문성을 포함한 소비자 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전문가 집

단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다른 정보제공원에 대한 신뢰에 비해 

소비자로 하여금 더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Mohr et al.(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반면, 정부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은 

정부기관이 공정하게 일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대

해 공정성을 높게 인지한 반면, 언론(신문/방송)의 

정직성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의생활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업, 소비자가 노력해야하는 정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기업을 제외한 정부와 

소비자의 노력 필요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 즉, 소비자들은 의생활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

라 정부와 소비자가 노력해야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인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안전 불안감이 높은 집

단은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고 인지한 반면, 

안전 불안감이 낮은 집단은 소비자가 더 노력해야 된

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의생활 안전 불안감이 낮은 집

단이 불안감이 높은 집단보다 전문가 집단이 더 공

정하고 정직하며 전문성이 있고, 정부기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가 정직하고 전문성을 가지며 언론(신

문/방송)이 더 정직하다고 신뢰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Wang and Lee(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제공원에 대한 신뢰가 안전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

전 불안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제공원에 대

해 신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

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기업, 소

비자가 노력해야 하는 정도는 기업, 정부, 소비자 순

Consumers' trust in information source

Safety anxiety

Low

(n=162)

Safety anxiety

Medium

(n=635)

Safety anxiety

High

(n=329)

F p

Fairness

Government agency 2.9630 2.9150 2.8207 01.534 .216

Mass media 2.5617 2.5874 2.7021 01.613 .200

Expert group 2.8951 b 2.8047 ab 2.7020 a 03.163 .043

Internet cafe/blog 2.7469 2.6898 2.6748 00.415 .660

Honesty

Government agency 2.6605 b 2.6677 b 2.4863 a 04.398 .013

Mass media 2.2716 ab 2.3654 b 2.2006 a 03.701 .025

Expert group 2.5494 b 2.5748 b 2.3100 a 10.782 .000

Internet cafe/blog 2.3765 ab 2.4945 b 2.3435 a 03.818 .022

Expertise

Government agency 3.0000 b 2.8866 ab 2.7660 a 03.733 .024

Mass media 2.6605 2.6457 2.5502 01.329 .265

Expert group 3.2346 b 3.0378 a 2.8997 a 07.414 .001

Internet cafe/blog 2.4815 ab 2.5150 b 2.3587 a 03.723 .024

Need for effort

Government 3.0741 a 3.3843 b 3.7021 c 12.135 .000

Enterprise 4.2901 4.1921 4.1581 00.470 .625

Consumer 2.6358 b 2.4236 b 2.1398 a 07.200 .001

Duncan test results (a<b<c) 

All variables were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5 = strongly agree, 1 = strongly disagree)

Table 5. Consumers' trust in information source according to safety anxiety N=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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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확인되었으나, 의생활 안전 불안감이 높

은 소비자들은 낮은 소비자들에 비해 정부의 노력 

필요성은 더 높게 인지한 반면, 소비자의 노력 필요

성은 오히려 낮게 인지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소비자 안전 불안감 

간의 관계에 연령이 미치는 조절효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 즉 주관적 건

강상태와 건강관심도가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

역별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과 두 관계

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

석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먼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

적 건강상태는 의류제품(ϐ=–.159, p<.001), 화학제품

(ϐ=–.115, p<.001), 미용제품(ϐ=–.163, p<.001) 및 위생

용품(ϐ=–.107, p<.01) 영역 불안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관심도는 의

류제품 불안감(ϐ=.040, p>.05)을 제외한 화학제품(ϐ

=.171, p<.001), 미용제품(ϐ=.106, p<.01) 및 위생용품

(ϐ=.187, p<.001) 영역의 불안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자

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의류제품, 화학

제품, 미용제품 및 위생용품 영역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는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화

학제품, 미용제품 및 위생용품 영역에 대한 불안감

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의

생활 및 생활화학제품의 영역별 안전 불안감의 관계

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와 의류제품 및 미용제품 안전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연령의 정적 조절효과(ϐ=.073, p<.01; ϐ=.078, p<.05)

가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관심도와 의류제품, 화학

제품, 미용제품 및 위생용품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는 연령의 부적 조절효과(ϐ=–.078, p<.05; ϐ=–.089, p

<.01; ϐ=–.092, p<.01; ϐ=–.081, p<.01)가 확인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

지함에 따라 의류제품과 미용제품에 대한 안전 불안

감은 더 낮아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으면 이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더욱 높게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의생활 환경에서 물

리적인 제품의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3개의 연

구를 통해 소비자의 의생활 안전 불안감의 인식과 

수준을 알아보고 안전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제품, 화학제품, 미용제품 및 위생용품

으로 구분된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의 영역별 소비

자 안전 불안감이 전반적인 소비자 안전 불안감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의류제품과 

미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불안감은 전반적인 소

비자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화학제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불안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일반 의류나 화장품 등의 제품군보다 섬유

유연제, 헤어스프레이 등의 화학제품이나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에 대해 더 높은 안전 

불안감을 가지는 것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는 물리

적인 제품의 위험 요소가 신체에 접촉하고 체내에 흡

수되어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더

욱 민감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생활 화학

제품 및 위생용품 관련 기업은 특히 제품 판매 시에 

화학성분의 정확한 표기와 충분한 설명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완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의생활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라 정보제공원, 즉 정부기관, 언론(신문/방

송), 전문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대한 신뢰

(공정성, 정직성, 전문성, 노력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의생활 환경 및 제품에 

대한 안전 불안감이 높은 소비자들은 안전 불안감이 

낮은 소비자들에 비해 정보제공원(정부기관, 언론

(신문/방송), 전문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의 

정직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의생활 안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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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은 소비자들은 전문가 집단의 공정성과 정부

기관, 전문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의 전문성

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제공원 유형에 따른 소비자 신뢰를 전반적으

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언론(신문/방송), 전문가 집

단, 인터넷 카페/블로그 중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비자들

은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ϐ p VIF ϐ p VIF ϐ p VIF

Safety

anxiety

about

clothing 

product

Subjective health status –.159 00.000 1.108 –.145 00.000 1.129 –.146 00.000 1.130

Health concern –.040 00.198 1.108 –.029 00.348 1.120 –.031 00.313 1.123

Age –.097 00.001 1.023 –.086 00.005 1.074

Subjective health status * Age –.073 00.021 1.171

Health concern * Age –.078 00.012 1.117

Adjusted R2 00.021 00.030 00.035

F 13.130 12.417 09.272

p 00.000 00.000 00.000

Safety

anxiety

about

chemical

product

Subjective health status –.115 00.000 1.108 –.097 00.002 1.129 –.100 00.001 1.130

Health concern –.171 00.000 1.108 –.157 00.000 1.120 –.155 00.000 1.123

Age –.125 00.000 1.023 –.131 00.000 1.074

Subjective health status * Age –.005 00.873 1.171

Health concern * Age –.089 00.004 1.117

Adjusted R2 00.029 00.043 00.050

F 17.511 17.846 12.725

p 00.000 00.000 00.000

Safety

anxiety

about

beauty

product

Subjective health status –.163 00.000 1.108 –.161 00.000 1.129 –.162 00.000 1.130

Health concern –.106 00.001 1.108 –.104 00.001 1.120 –.106 00.001 1.123

Age –.016 00.585 1.023 –.004 00.884 1.074

Subjective health status * Age –.078 00.014 1.117

Health concern * Age –.092 00.003 1.171

Adjusted R2 00.025 00.025 00.033

F 15.599 10.493 08.638

p 00.000 00.000 00.000

Safety

anxiety

about

hygiene

product

Subjective health status –.107 00.001 1.108 –.102 00.001 1.129 –.104 00.001 1.130

Health concern –.187 00.000 1.108 –.184 00.000 1.120 –.184 00.000 1.123

Age –.033 00.269 1.023 –.028 00.358 1.074

Subjective health status * Age –.044 00.166 1.171

Health concern * Age –.081 00.009 1.117

Adjusted R2 00.032 00.033 00.037

F 19.787 13.602 09.641

p 00.000 00.000 00.000

Table 6. Result of moderating effect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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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언론(신문/방송)에 대한 정직성을 낮게 

인지하였으며 인터넷 카페/블로그는 상대적으로 공

정하다고 인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정부 관련 기관은 소비자에게 의생활제품의 안전

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전문가 집단을 활용

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을 낮추는 데 가장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넷 카페/블로그 활용이 

언론(신문/방송)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안전 불안감 수준에 따라 소비

자 안전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노력해

야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불안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정부

가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고 인지하는 반면, 소비자

의 노력 필요성은 오히려 낮게 인지하였다. 또한 소

비자들은 안전 불안감에 관계없이 기업이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인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 수

준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선정해야할 것이다. 의생활 안전 불안감이 낮은 소

비자들은 전문가 집단의 공정성, 정부기관과 전문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의 전문성, 그리고 모든 

정보제공원(정부기관, 언론(신문/방송), 전문가 집단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의 정직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안전 불안감 완화 커뮤니케이션 수립 시 전

문가 집단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이다. 이와 다르게 의생활 안전 불안감이 높은 소비

자들에게는 언론(신문/방송)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

적 인식(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에 따라 소비

자의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안전 불안감 수

준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는 자신

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모든 영역의 의생

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도가 높을수록 화학제품, 미용제품 및 위생용품 영

역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소비자의 의

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별 안전 불안감의 관계에

서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함에 따라 

의류제품, 미용제품에 대한 안전 불안감이 더 낮아지

는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수록 안전 불안

감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소비

자의 연령이 낮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류

제품, 화학제품, 미용제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하는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더 높

게 느끼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연령이 낮은 소비자

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제품에 대한 위험 인식과 

안전 불안감을 상호공유하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소비자

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소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소비자

들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

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처럼 최

근에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

로 보여진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건강

한 중장년 층의 경우에는 의류제품이나 미용제품에 

대한 염려가 적어 안전 불안감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건강인식과 관련된 개인 특성은 

소비자의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에 따른 안전 

불안감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의생활 및 생활

화학제품 기업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보다 개인화

된 안전 불안감 완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소비자의 안전 불

안감 감소를 위해 의생활 환경 및 생활화학제품 영역

별 불안감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소비자 의생활 안

전 불안감 수준에 따른 정보제공원 신뢰 수준을 확

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주관적인 건강인

식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안전 불안감의 수준을 세

부적으로 파악하고 그 영향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소

비자 안전 불안감 감소를 위한 정책적 자원들이 적재

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제언하였다. 

이에 따라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업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안정성 있게 개발해

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메

시지를 전달할 때 안전 불안감 요인을 파악하여 더

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 의생활 안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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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내용, 채널 설

정 등의 전략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생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추

가적으로 소비자는 의생활 및 생활화학제품 중 건강

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화학성분이 포함된 화

학제품이나 위생용품에 민감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관련 영역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불안감

의 영향 요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자 건강인

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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