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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위치효과: 숫자 정보의 위치가

제품 규모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형성*․박지혜**

요 약

본 연구는 제품에 표기된 정보의 위치가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식품 패키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의 정보 위치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결과, 패키지의 영양성

분함유량이 위에 위치했을 때는 함유량을 가볍게, 아래에 위치했을 때는 함유량을 무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의 표기 위치가 칼로리에 미치는 후광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연구 2의 결과, 수직적 위치와 수평적 위치 간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1)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한다. 제품정보는

제품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구

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품정보

의 가치는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

는다. 예를 들어 가격정보나 영양성분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제품의 특정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정보의 위

치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기

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치의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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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Deng 

and Kahn(2009)의 연구는 사람들의 인식

에 존재하는 시각적 무게에 대해서 규명

하고, 위치에 따라 시각적 무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예를 들어

우측(right), 아래(bottom), 우측-아래(right- 

bottom)에 위치한 사물은 좌측(left), 위

(top), 좌측-위(left-top)에 있는 사물보다

사람들이 무겁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ai et al.(2012)의 연구를 살

펴보면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인 학습으

로 만들어진 기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기억은 사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사물도 위치에 따라 다르게 수치적

가치를 평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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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수치를 측정하는 자와 2차 함수의

X축을 보면 왼쪽에서 우측으로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

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은 수치

적 가치를 평가할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작은 숫자 다음에

큰 숫자가 온다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기

억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왼쪽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사물에 대해

서 수치적 가치를 크게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위치의 영향

력에 대해서만 검증하고 있을 뿐 위치와

정보간의 상호작용이나 소비자의 인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제품에 표기된

정보의 위치가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식품 패키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의

정보 위치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제품 중에서도 식품에 대한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래 건강하게 살

기위해 소비자는 먹는 식품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한 식품업계는 건강한 제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건강한 제

품을 더욱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여 소비

자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식품

패키지는 그래서 중요하다. 소비자가 식

품제품을 처음으로 접할 때 식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Argo and White, 2012). 특

히 소비자들은 제품 그 자체에 대한 품

질, 혁신, 건강과 같은 정보를 예측하는데 

패키지를 사용한다(McDaniel and Baker, 

1977; Underwood et al., 2001; Coelho de 

Vale et al., 2008; Scott et al., 2008). 패

키지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정보단서(Cue)들을 제시한다. 

Argo and White(2012)의 연구는 패키지

의 외적식품단서와 소비사이에 관계를

밝혀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식품

패키지의 정보단서위치가 소비를 이끈다

고 했다(Argo and White, 2012). 예를 들

어 칼로리 명시의 위치를 패키지의 앞면

과 뒷면, 그리고 칼로리를 명시하지 않

은 3가지 케이스에서 칼로리를 앞면에

표기한 패키지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

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패

키지에 표기된 정보의 단서가 소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Federoff et al., 1997, 2003; Argo and 

White, 2012).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패키

지에 제시된 정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개념인 정보의 위치이다. 위치와 관련된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

의 위치”가 소비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치는지 검증하고 나아가 선택에

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알아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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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위치효과(Location Effect)

위치효과(location effect)는 사물을 바

라보는 시각적 무게로서, 이것은 실제 사

물의 무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느낀 인식된 무게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심리학에서 폭넓

게 진행됐다. 사물을 인식하는 무게는 대

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Char-pentier(1891)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물에게서 느낀 사이

즈와 무게 사이에는 오류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일

한 무게의 크기가 서로 다른 사물을 본

실험대상자는 사물이 서로 같은 무게 일

지라도 시각적으로 각기 다른 무게로 인

식한다고 했다. 이 효과를 해석한 디자인

영역의연구를살펴보면, 게슈탈트심리학 

원근법(Gestalt psychology perspective)을 

이용하여그림속의사물에적용된시각적 

무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Arnheim, 

1974). 게슈탈트 전체-부분 관계(Gestalt 

whole-part relationship)를 통하여, 사람

은 사물을 바라볼 때 독립적으로 그 사

물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위치한 장소까지 포함하여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떠한 사물을 바라 본 후 기억하는 어

떤 공간 속안에서의 사물의 위치가 이

관계를 나타낸다(Arnheim, 1974). Deng 

and Kahn(2009) 연구를 보면 이러한 공

간 속에 존재하는 위치는 인간의 시각적

영역에서 다시 구분된다고 말한다. 이 시

각적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경계, 중앙 그

리고 대칭축과 같은 “구조적 골격(struc-

tural skeleton)”은 시각적 영역 내의 사물

이 위치하는 기준 틀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준 틀로 구분된 위치는 사물의

시각적 무게를 결정하는 데 작용 한다. 

위치와 시각적 무게와의 관계는(시각적

영역에서 수직 축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바닥-무거운(bottom-heavy)” 시

각적 무게와(시각적 영역에서 수평 축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오

른쪽-무거운(right-heavy)” 시각적 무게로

나타난다. Arnheim(1974) 연구에서는 이

2가지의 시각적 무게를 “인식의 힘(per-

ceptual forces)”으로 정의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각적 인식에서 발생한 자연 법

칙적 힘의 한 쌍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

닥-무거운(bottom-heavy)” 시각적 무게가 

중력의 당김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오른

쪽-무거운(right-heavy)” 시각적 무게가 지

렛대효과(lever effect)로인하여발생한다

고주장했다. 그리고 “바닥-무거운(bottom- 

heavy)” 시각적 무게는 상-하 위치효과를

“오른쪽-무거운(right-heavy)” 시각적 무게

는 좌-우 위치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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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하 위치효과

상-하 위치효과는 중력의 힘 또는 중력

의 당김으로 인하여 사물의 무게가 무거

운 것들은 바닥에 가깝게 닿는 현상과 반

대로 사물의 무게가 가벼운 것(예: 풍선)

들은위로뜨는현상으로발생한다. 그리고 

이현상은사람들이사물에대한시각적무

게의판단을 “바닥-무거운(bottom- heavy)” 

시각적 무게로 “위-가벼운(top-light)” 시

각적 무게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선상으

로 이어진다. Greenough(1947)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주변에는 시각적무게의 인

식이 너무나 강력해서 중력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관찰되기도 한

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쇄기술자들

이 활자나 숫자와 같은 인쇄 틀을 만들기

위해서 활자와 숫자의 아래 부분을 윗부

분보다 살짝 크게 만드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예: 3, 8, S, B).

1.2 좌-우 위치효과

Arnheim(1974)연구를 살펴보면 “우측

-무거운(right-heavy)” 시각적 무게는지렛

대 원리의 한 가지에 기반 한다. 이 원리

는 지렛대에서 지주(중심점)로부터 사물

이 위치한 지점의 거리가 그 물체가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편에 필요로 되

는 무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구조의 토

대로 Arnheim(1974)은 “우측-무거운(right- 

heavy)” 시각적 무게인식에 대한 2단계

설명을 제시한다. 1단계, 사람들은 보통

그림들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는

데, 이러한 시각적 움직임은 바닥-왼쪽부

터 위-오른쪽으로 대각선이 증가하고 감

소하는 시각적 움직임의 형성배경이라

고 설명한다. 2단계, 눈은 시각적 영역에

서왼쪽부터시작하고, 이왼쪽은자연스럽

게 고정 기준 또는 “시각적 기준점(visual 

fulcrum)”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사물일수록

시각적 거리가 멀어 그만큼 인지하는 무

게가 무겁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2가지

로 인하여 “시각적 단계 효과(visual lev-

el effect)”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효과를 발표한 Arnheim조차 경험적 근

거가 없다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 시각적 지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

이 Arnheim(1974)이 주장한 지렛대효과

(the lever effect)로 발생하는 “오른쪽-무

거운(right-heaviness)” 시각적 무게의 이

론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효과가 직접적

이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 후 Porac and 

Coren(1976)은 왼쪽 보다 오른쪽이 더 무

겁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

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인구 통계학적으

로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전체인구의 65%

가 오른쪽 눈의 사용을, 32%가 왼쪽 눈

의 사용을 선호하고, 3%가 양쪽 눈의 사

용을 선호한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

용하는 눈을 지배적인 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배적인 눈은 상대적으로 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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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인 눈보다 강한 근육의 움직임을 가

지고 있고, 바라보는 방향의 계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한다(Schoen and Schofield, 

1935; Walls, 1951; Francis and Harwood, 

1959). 시각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지배

적인 눈의 사용은 한쪽 눈만을 사용할 때 

보다 양쪽 눈을 같이 사용할 때 두드러

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데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지배적인 눈이 더 많은 정보

를 입력한다(Deng and Kahn, 2009). 지

배적인 눈에 제시된 사물은 반대의 눈에

제시되었을 때 보다 더 무겁게 인식되었

고, 지배적인 눈앞에 위치한 사물은 더

크게 인식되었다(Scott and Sumner, 1949; 

Mefferd and Wieland, 1969). 인구통계학적

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 Porac and 

Coren(1976)은 “바닥-무거운(Bottom-heavy)” 

시각적 무게와 “우측-무거운(right-heavy)” 

시각적 무게의 효과 속에서 후자가 전자

효과에 비해서 한계점이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지배적인 눈의 사

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우

측-무거운(right-heavy)” 시각적 무게의 효

과는 “바닥-무거운(bottom-heavy)” 시각적 

무게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말

한다(Deng and Kahn, 2009). 하지만 이

후 Cai et al.(2012)의 연구에서 또 다른

좌우와 관련한 위치효과를 주장하며 좌-

우 위치효과를 뒷받침한다.

무게와 위치와의 관계 이외에도 숫자

와위치사이의관련성에대해서많은연구

들이 정의 내려왔다(Dehaene et al., 1993; 

Wood and Fischer, 2008). Dehaene et al. 

(1993) 연구를 보면 숫자와 위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입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 스크린

에 0부터 9까지 숫자를 보고 스크린 중앙

에 나타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키보드 두 개의 자판 중 한 개를 눌러 맞

추는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보

다 큰 숫자들의 정답이 좌측보다 우측에

있을 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

다. 다음 실험은 참가자들이 컴퓨터 스크

린의 좌측과 우측에 타겟숫자가 위치했

을 때 이전 실험보다 가능한 빨리 반응하

도록 요구받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실험

은 각각의 타겟숫자가 제시되기 직전에

한 자리의 숫자(예: 1, 2, 8 또는 9)가컴퓨

터 스크린 중앙에 나타났고, 이 후 좌측

또는 우측에 제시된 타겟숫자를 맞추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는 중앙에 제시된 숫

자보다 작은 숫자가 시각적으로 좌측에

위치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빠르게 반

응했고, 반대로 중앙에 제시된 숫자보다

큰 숫자가 시각적으로 우측에 위치했을

때 참가자들은 빠르게 반응했다(Fische et 

al., 2003). 이 같은 결과는 숫자의 크기와

위치와의 연관성을 나타냈다(Dehaene et 

al., 1993). Cai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보다 작은 숫자 오른쪽에 큰 숫자

를 자주 보는 결과 때문에 숫자의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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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사이에 익혀진 연상 작용이 발생한

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

비자는 경험적으로 위치와 수치화된 크

기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서 이후 이러한

위치를 접할 때 자극의 정도를 느끼는데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연관성은 사람들

이 수평적 수치선(예: x축)에 자주 노출되

고 작은 숫자는 큰 숫자 좌측에 있다는

지배적인 이유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예

를 들어, 수학시간에 2차 함수를 보면 X

축의 좌측에서부터 우측방향으로 수치적

가치가 크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측정되는 장

치(예: 자, 줄자, 온도계)의 수치적 가치가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증가하는 데, 우

리 삶에서 이러한 빈번한 노출이 수치적

규모와 기억이 저장되는 위치 사이에 인

지된 연속성을 만들었다(De Hevia and 

Spelke, 2009). 그래서 소비자는 좌우 연

속적으로 배열한 두 제품에서 우측에 위

치한 제품을 좌측에 위치한 제품 보다 더 

큰 수치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예: 

가격)(Cai et al., 2012). 

Cai et al.(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숫자와 위치와의 관계를 지지하는 근거

로 소비자들이 숫자를 세고 처리하는 인

지적 절차에 의해서 수치적 평가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

면, 사람들은 수치가 증가하는 크기순서

대로 수치적 정보를 처리하는 성향을 지

니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

로 크기가 증가하는 순서로 수를 세고, 

쓴다. 이런 수많은 경험들로 인하여, 작

은 숫자 이후에 큰 수가 온다는 습관이

형성된다. 이러한 습관은 다양한 제품들

의 수치적 평가를 하는 연속된 상황에서

이후 처리하는 물체에 대해 큰 수치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상황을 일

반화 또는 보편화 할 수 있다(Cai et al., 

2012).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제품을 연

속적으로 평가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이후에 진행되는 제품에 대하

여 큰 수치적 가치를 적용한다(예: 가격) 

(for a review of procedural influences in 

judgements, see Wyer, 2011).

2. 후광효과(Halo Effect)

후광효과는 한 가지 사람 또는 사물

에 대한 인상이 그 사람이나 사물에 속

하는 다른 속성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Throndike, 1920). 덧붙여

설명하자면 처음에 접한 어떤 사물에 대

한 긍정적인 기억이 이후 관계없는 요인

에도 처음의 긍정적인 기억으로 인하여

관계없는 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효과이다(Jonathon et al., 

2012). 이러한 후광효과는 마케팅 분야

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이 해당

브랜드의 상품에 대한 구매의사로 이어

지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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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 다른

추가적인 자료 없이도 한․두 가지의 정

보나 속성을 바탕으로 생긴 좋은 이미지

가 그 대상과 관련된 다른 속성에도 긍

정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는 무의식

적인 대인지각 현상을 후광효과라 정의

할 수 있다(한규석, 2009). 그리고 이 효

과와 관련된 연구는 식품에 적용된 사례

를 통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다. 식품과 관련된 후광효과를 보면 “건

강 후광(health halo)”효과라는 개념이 있

다. 이 효과는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선

택할 때 반영된 한 가지 속성이(예: 콜레

스테롤 제로)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건강 속성(예: 저지방)까지 이어져

소비자가 기대하도록 만든다는 효과이

다(Adrews et al., 2000). 예를 들면, 식

품패키지 라벨에 적힌 “저지방”의 표기

가 그것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저

지방에 해당하는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

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저지방”의 적다는 의미가 사이즈

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만든다. 소비자들은 표준보다 적게 들어

있는지방의양만큼섭취해도되는식품의 

양에 영향을 끼쳐, “저지방”이라고 표기

한 제품을 실제제품보다 크기가 더 크다

고 믿는다(Wansink and Chandon, 2006). 

이와 관련된 식품패키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특

히 식품패키지에 표기된 정보의 영향력

에 대해서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한다. 

식품패키지에 표기된 “저지방”과 같은

정보가 식품의 칼로리 수치와 같은 다른

정보를 보다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현상

으로 볼 때, 패키지 상에 표기하는 다른

정보에도소비자들은 제시된정보보다낮

거나 크게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

사하기 때문이다(Chernev, 2011; Chernev 

and Gal, 2010; Rozin et al., 1996).

연구를 종합해보면 중력의 자연현상

으로 생긴 시각적 무게는 아래에 위치한

사물을 무겁게 인식하는 반면, 위에 위

치한 사물을 가볍게 인식 한다고 말한

다. 그리고 지렛대효과로 발생한 대각선

의 시각적 시선과 시각적 거리에 따른

시각적 무게는 좌우위치효과를 설명하

는 발판이 된다. 이 후 인구통계학적으로 

좌측 눈보다는 우측 눈을 사용하는 인구

가 많은 객관적인 지표는 좌측보다는 우

측에 있는 사물에 대하여 더 무겁게 인

식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또한 좌측

부터 우측으로 수치적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 숫자-위치관계효과와 수

치적 크기가 증가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현상을 설명한 진행순서효과로 좌측보

다는 우측에 있는 사물에 대하여 수치적

가치가 크고 무겁게 인식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Deng and Kahn, 2009; Cai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치효과가 시각적 정보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시각적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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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왼쪽에 있을 때는 가볍게 또는 수

치적 가치를 작게 인식하고, 시각적 정

보가 아래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무겁게

또는 수치적 가치를 크게 인식할 것이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정보의 위치가 위에 제시된 경우, 

아래에 제시된 경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것이다. 

H2: 정보의 위치가 위에 제시된 경우, 

아래에 제시된 경우에 비해 칼로리

가 낮게 인식될 것이다.

H3: 제품정보의 상-하 위치효과는 좌-우

위치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제품의 정보위치가 오른쪽에 위치했

을 때 상-하 위치에 대한 인식차이

가 왼쪽에 위치했을 때 상-하 위치에 

대한 인식차이보다 더 클 것이다. 

Ⅲ. 연구 1: 상-하 위치효과

연구 1은 단일 집단 간 설계(One fac-

tor between subject design)를 실시하였

다. 영양성분 함유량의 표기위치(상, 하)

에 따른 실험대상자가 인지하는 함유량

의 무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식품패키지에

서 표기된 영양 성분의 표기위치가 수직

적으로 상이(상 vs 하)하게 위치했을 때

피 실험자가 인지하는 영양성분함유량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패키지에 표

기된 영양성분 및 함유량이 위에 위치했

을 때는 위치효과에 의하여 가볍게 인식

되는 반면, 영양성분 및 함유량이 아래

에 위치했을 때는 위치효과로 인하여 무

겁게 인식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

매상황과 최대한 흡사한 환경 속에서 식

품패키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의 함유량

에 대한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1.1 사전조사

본 실험을 위한 제품과 그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을 선정하기 위해 2번의 사전조

사를 실시하였다. 1차 사전조사는 타겟

자극물에 사용될 제품군을 선정하기 위

한 조사, 2차 사전조사는 자극물의 영양

성분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로 측정하였

다. 자극물은 구매상황 시 익숙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사전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1차 사전조사는 타겟 자극물에 해당하

는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

품에 대한 태도의 방향성이 소비자 인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

를 통해 선호하는 제품군을 선정했다. 제

품군의 선정을 위해 피 실험자와 동일한

집단인 대학생 35명을 사전조사 대상으

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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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친숙하게 접하고 있는 6가지 제품군

을 선정하고 제품에 대한 구매빈도와 중

요성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자주 구매하

지 않는다’ -3점에서 ‘자주 구매한다’ +3

점인 7점 척도와 ‘매우 중요하지 않다’ -3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점인 7점 척도

로 구성하였다. 제품군은 우유, 요구르트, 

오렌지주스, 야채주스, 두부, 시리얼로 선

정했으며, 각제품에대한구매빈도와중요

성을 측정한 결과의 평균치는 우유(mean 

= 4.54), 오렌지주스(mean = 3.27), 두부

(mean = 3.20), 시리얼(mean = 3.1), 요구

르트(mean = 3.07), 야채주스(mean = 2.15)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구매빈도

와 중요성이 가장 높은 ‘우유’ 제품을 연

구 1의 실험 제품군으로 선정하였다. 

식품제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방향성이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본 실험은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긍정성분을 실험의 자극물로서 사용하고

자 하였다. 영양성분의 선정을 위해 피 실

험자와 동일한 집단인 대학생 25명을 2

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실

험의 자극물인 우유제품에서 쓰일 영양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성분 3가지와

부정성분 3가지를 균등하게 섞어 측정 의

도를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긍정성분으로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을

부정성분으로는 지방, 콜레스테롤, 락토

즈를 선정하였다. 영양성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측정은 중요하지 않다 -3점에서 

중요하다 3점인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결과를 보면 긍정성분은 칼슘(mean 

= 5.08), 단백질(mean = 3.96), 비타민(mean 

= 3.36)순으로, 부정성분은 지방(mean = 

5.28), 콜레스테롤(mean = 4.12), 락토즈

(mean = 3.24)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성

분에서 가장 높은 중요성을 보인 칼슘

(mean = 5.08)을 연구 1의 영양성분으로

선정했다. 소비자의 구매상황과 유사할

수 있도록 실험 1의 타겟 자극물인 우유

제품과 함께 필러 자극물로 물과 요거트

드링크를 추가하여 총 3가지를 1세트로

구성하였다. 타겟 자극물과 필러 자극물

은 브랜드인지도와 같은 영향을 받지 않

도록 모두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제품

(Unknown product)으로 구성하여 더욱

정교한 실험상황을 연출하였다. 

1.2 실험 조작 및 측정도구

연구 1의 실험진행은 피 실험자에게

제품 노출 이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과 흡사할

수 있도록연출하였으며, 이 후 제품을 모

두 회수한 뒤 조사 질문지를 배부하여 학

생들 개개인이 인식한 부분을 직접 기입

하도록 했다. 피 실험자가 인식한 제품패

키지에 노출된 영양성분과 함유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통하여 다양한 반응을 얻어

냈다. 추가적으로 칼슘성분의 중요성, 구

매의도와 제품태도에 대한 반응도 Likert 



50 김형성․박지혜 글로벌경영연구

유형 항목변수 문항수 출처 척도

종속변수

영양성분 함유량 1
Scott et al.(2008) how much

칼로리 함유량 1
성분의 중요성 4 Nayga et al.(1999) 

Likert 7점구매의도 3 Marks and Kamins(1988)
제품태도 6 Perkins and Forehand(2012)

일반적 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성별, 연령, 학력 명목척도

<표 1> 실험문항의 구성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외

에 피 실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

령, 성별, 학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을 추가하였으며, 위의 <표 1>은 연구 1

에 사용한 질문항목들이다.

1.3 실험 절차

실험은 별도의 독립실험실에서 진행하

여 실험에 집중도를 높였다. 실험실 안에

는 타겟제품 1개와 필러제품 2개로 구성

한 1세트를 2명 씩 볼 수 있도록 준비하

였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 구매상황이라

는 언급 이외에 어떠한 의도를 내비치지

않음으로서 좀 더 피 실험자들의 객관적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또

한 피 실험자에게 인센티브와 추가학점

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A집단과 B집단으로 상이하게 구

성하였으며 A집단은 우유제품 패키지에

표기된 칼슘의 영양성분 표기 위치가 상

단에 있는 상태의 제품과 필러제품인 요

거트드링크 제품과 물 제품을 함께 봤다. 

B집단은 우유제품 패키지에 표기된 칼슘

의 영양성분 표기 위치가 하단에 있는 상

태의 제품과 A집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필러제품 2가지를 함께 봤다. A집단과 B

집단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구성하고 철

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이

진행 되는 동안 옆 사람과의 대화를 통제

하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공유

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구매 상황 시 본인의 판단으로 구매를 결

정하는 과정과 유사하도록 연출하였다. 

2. 연구 결과

피실험자는서울에소재한 H대학에재

학중인대학생과대학원생으로총 45명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의성

별은남자 28명(62.2%), 여자 17명(37.8%)

이고, 연령은 10대 10명(22.2%), 20대 31명

(68.9%), 30대 3명(6.7%), 40대 1명(2.2%)

으로 10~20대가 전체 응답자의 91.1%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 재학

중이 35명(77.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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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에 따른 함유량의 차이검증

구 분 n mean 표준편차

표기위치
상 23 96.48 43.931

하 22 144.09 97.378

<표 3>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에 따른 칼로리의 차이검증

구 분 n mean 표준편차

표기위치
상 23 118.04 56.764

하 22 119.32 53.792

식품제품의 패키지에 표기된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의 차이를 집단별로 검증

하였다. 연구 1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

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우유제품 패키지상의 영양성분표기위치

에 따라 함유량을 상이하게 느끼는 효과

가 관찰되었다(F(1, 43) = 4.537, p < .05).

표기위치에 따른 우유 제품 패키지상의

영양성분표기위치가 위에 위치했을 시

(mean = 96.48)와 아래에 위치했을 시

(mean = 144.09)로 나타났으며 함유량의

표기 위치가 위에 위치했을 때 함유량을

가볍게, 표기 위치가 아래에 위치했을 때

무겁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는

연구 1에해당하는가설 1의측정결과이다. 

연구 1의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영양성분

과함유량의위치에따라소비자들이인식

하는함유량에대한무게의차이가보임으

로서위치효과가나타났다. 함유량의위치

가 위에 있을 때는 가볍게 느끼고 아래에

있을때는무겁게느끼는것이관찰되었다. 

식품제품의 패키지에 표기된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있을때인식하는칼로리의차이를 

집단별로 검증하였다. 연구 1의 가설 2

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우유제품 패키지상의 영양성

분표기위치에 따라 칼로리를 상이하게느

끼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F(1, 43) = 

.006, p = .939). 표기위치에 따른 우유 제

품 패키지상의 영양성분표기위치가 위에

위치했을 시(mean = 118.04)와 아래에 위

치했을 시(mean = 119.32)로 나타났으며

함유량의 표기 위치가 위에 위치했을 때

칼로리를 낮게, 표기 위치가 아래에 위치

했을때높게느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아래의 <표 3>은 연구 1 가설 2에 해당하

는 가설의 측정결과이다. 연구 1의 가설

2에 해당하는 가설검증결과 영양성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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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칼슘성분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표준편차

표기위치
상 23 5.43 1.532

하 22 5.68 1.492

<표 5>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표준편차

표기위치
상 23 3.94 1.253

하 22 4.10 1.165

함유량의 위치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식

하는 칼로리에 대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

위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함유량의

위치가 위에 있을 때는 칼로리를 낮게 인

식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높게 인식하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먼저, 영양성분의 표기위치가 칼슘 영

양성분에 대한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영양성분의 표기위치가

상에 있는 경우와 하에 있는 경우를 독립

변수로, 칼슘 영양성분의 중요성은 종속

변수로설정하였다. 측정은 Likert 7점척도

를 통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p-value 값이 .587

으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음으로 나타났

다(F(1, 43) = .300, p = .587). <표 4>는

연구 1의 측정결과이다.

영양성분의 표기위치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영양성분의

표기위치가 상에 있는 경우와 하에 있는

경우를 독립변수로, 구매의도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였다. 측정은 구매의도에 대

한 3개 항목을 Likert 7점 척도로 집단

간 차이를 통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p-value 

값이 .652로 나타나, 표기위치가 구매의

도에미치는영향이나타나지않았다(F (1, 

43) = .206, p = .652). 다음의 <표 5>는

연구 1의 측정결과이다.

영양성분의 표기위치가 제품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전 실험들

과마찬가지로영양성분의표기위치가상

에 있는 경우와 하에 있는 경우를 독립변

수로,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

다. 측정은 제품태도에 대한 6개 항목을

Likert 7점 척도로 집단 간 차이를 통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했다. 분석결과, p-value 값이 .960으로 나

타나, 영양성분과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이유의하지 않음

으로 나타났다(F(1, 43) = .003, p = .960). 

<표 6>은 연구 1의 측정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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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성분의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n mean 표준편차

표기위치
상 23 4.67 .940

하 22 4.65 1.025

Ⅳ. 연구 2: 좌-우 위치효과

연구 2는 2(표기위치: 상, 하)×2(표기

위치: 좌, 우)의 집단 간 분석설계(bet-

ween subject design)를 하였다. 이 실험

은 위치효과가 각기 다른 4개의 방향에

서 발생한다는 경우를 전제로, 독립변수

는 실험 1에서 진행한 영양성분 함유량

의 수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영양성

분 함유량의 수평적 표기위치(좌 vs. 우)

이다. 연구 1의 분석결과 피 실험자는

성분표기위치가 위와 아래에서 각각 상

이하게 함유량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실험은 연구 1보다 한

차원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피 실험자

가 상-하 위치효과와 함께 좌-우 위치효

과로 인하여 인지하는 무게 차이가 나타

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관

심이 있다. 

1. 연구방법

1.1 사전조사

본 실험 2를 위한 제품과 그에 해당

하는 영양성분을 선정하기 위해 2번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사전조사

는 타겟 자극물에 사용될 제품군을 선

정하기 위한 조사, 2차 사전조사는 자

극물의 영양성분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로 측정하였다. 자극물은 실제 구매상

황과 최대한 가깝도록 익숙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사전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정교하게 실험을 진

행하였다.

1차 사전조사는 연구 1의 타겟 자극물

을 선정하기 위한 설문지와 함께 진행되

었다. 제품군의 선정을 위해 연구 1과 마

찬가지로 피 실험자와 동일한 집단인 대

학생 35명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

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친숙

하게 접하고 있는 6가지 제품군을 선정

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제품에 대한 구

매빈도와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자주 구매하지 않는다’ -3점에서 ‘자주

구매한다’ +3점인 7점 척도와 ‘매우 중

요하지 않다’ -3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점인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제품군

은 우유, 요구르트, 오렌지주스, 야채주

스, 두부, 시리얼로 선정했으며, 각 제품

에 대한 구매빈도와 중요성을 측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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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평균치는 우유(mean = 4.54), 오렌지

주스(mean = 3.27), 두부(mean = 3.20), 

시리얼(mean = 3.1), 요구르트(mean = 

3.07), 야채주스(mean = 2.15)순으로 나

타났다. 연구 1에서 사용한 ‘우유제품’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위인 ‘오

렌지주스’ 제품을 연구 2의 타겟 제품으

로 선정하였다.

영양 성분 선정을 위한 2차 사전조사

는 연구 1의 영양성분을 선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와 함께 하였다. 식품제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방향성이 피 실험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은 피 실험자가 인식할 수 있는 긍

정성분을 실험의 자극물로서 사용하고

자 하였다. 연구 2의 타겟 자극물인 오

렌지주스에서 쓰일 긍정 영양성분으로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을 부정 영양성

분으로 나트륨, 당을 선정하였다. 측정

은 중요하지 않다 -3점에서 중요하다 3

점인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결과

를 보면 오렌지주스에서 긍정 영영성분

에는 비타민(mean = 4.96), 칼슘(mean = 

3.32), 탄수화물(mean = 3.12)순으로, 부

정 영양성분에는 당(mean = 5.56), 나트

륨(mean = 4.08)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중요성을보인긍정영양성분으로오

렌지 주스제품에서 비타민(mean = 4.96)

을 선정하였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식품제품과 그에 해당하는 영양성

분으로 실험 2의 자극물로는 오렌지주

스제품과 영양성분으로는 비타민을 선

정하였다. 필러 자극물로는 실험 1과 동

일한 물 제품과 요거트 드링크제품 총 3

가지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의 패키지는

브랜드인지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

중에 나와 있지 않은 제품(Unknown pro-

duct)으로 구성하였다. 

1.2 실험 조작 및 측정도구

실험 1에서 연출한 구매 상황과 동일

하게 실험 2도 상황을 구성하였다. 제품

노출 이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실제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는 상황을 연출 하

였다. 노출 이후 제품을 모두 회수한 뒤

조사 질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 개개인

이 인식한 부분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

다. 오렌지주스제품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적게 하여 피 실험자들이 패키지의

어떤 부분부터 기억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으로 측정하였으며, 영양성분과 함유량

역시 마찬가지로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

하여 피 실험자가 기억하는 영양성분함

유량에 대한 무게를 얻어냈다. 

1.3 실험 절차

실험은 총 4번에 걸쳐 하였고 각기 다

른 그룹에게 성분의 표기위치가 전부 상

이한 각기 다른 자극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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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피 실험

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파악하며 진행했

다. 실험은 모두 사전에 예약해둔 강의

실에서 진행하여 피 실험자들이 자극물

을 보는 노출 시간을 균등하게 하였다. 

외부와의 통제를 하여 실험시간동안 집

중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1

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2인당 타겟 제품

1개와 필러 제품 2개로 구성한 1세트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실험을 진행

되는 동안 다른 오류가 개입되지 않도록

피 실험자들에게 구매 상황만을 인지하

게 했다. 실험은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으로 상이하게 구성하였다. 모든

집단은 타겟 제품과 함께 2개의 필러제

품에 동시에 노출되었다. A집단은 오렌

지주스제품 패키지에 표기된 비타민의

영양성분 및 함유량 표기 위치가 왼쪽

상단에 있는 상태의 타겟 제품을 봤다. 

B집단은 오렌지주스제품 패키지에 표기

된 비타민의 영양성분 표기 위치가 왼쪽

하단에 있는 상태의 제품에 노출되었다. 

C집단은 비타민의 영양성분 및 함유량

의 위치가 우측 상단에 D집단은 우측

하단에 위치한 오렌지주스제품을 각각

보았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을

보면서 피 실험자 본인만의 생각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옆 사람과의 대화를 통제

하였다. 또한 구매 상황 시 본인의 판단

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과 유사하도

록 연출하였다. 

2. 연구 결과

연구 2에 참여한 피 실험자는 서울에

소재한 H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

학원생으로 총 92명이다. 실험 참가자들

의 성별은 남자 51명(55.4%), 여자 41명

(44.6%)이고, 연령은 10대 33명(35.5%), 

20대 56명(60.2%), 30대 3명(3.2%)로 10~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96.7%를 차지하

였으며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재학중이

84명(91.3%)로 가장 많았다.

연구 1에서는 패키지상의 영양성분함

유량 표기위치가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의 차이를 집단별로 검증 하였

다. 본 연구 2는 실험 자극물로 선정된

식품패키지의 영양성분과 함유량의 수

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위치

(좌 vs. 우)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자들이

오렌지주스 패키지의 비타민함유량을 수

직적 표기위치에 따라 상(mean = 63.42)

보다 하(mean = 85.21)에서 더 무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의 영양

성분 및 함유량의 위치(상 vs. 하)에 따

라 상이하게 느끼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F(1, 88) = 4.782, p < .05). 반면 피 실

험자들은 비타민성분 및 함유량의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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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에 따른 함유량의 차이검증 1

구 분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sd) n mean(sd)
표기위치 상 23 59.00(45.094) 22 68.05(39.763)
표기위치 하 25 76.60(50.492) 22 95.00(57.879)

<표 8>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에 따른 함유량의 차이검증 2

표기위치 상 표기위치 하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 n mean n mean n mean
45 63.42 47 85.21 48 68.17 44 81.52

<표 9> 표기위치 수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표기 위치(좌 vs. 우)의 차이검증 결과

구 분 df F p
상 vs. 하 1 4.782 .031
좌 vs. 우 1 1.815 .181
상하 vs. 좌우 1 .211 .647

적 표기위치인 좌(mean = 68.17)와 우

(mean = 81.52)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1, 88) = 1.815, 

p = .181). 또한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는 발견

되지 않았다(F(1, 88) = .211, p = .647). 

위의 <표 7>, <표 8>, <표 9>와 같다. 

연구 2의 가설 3의 검증결과 제품정보

위치가 오른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위치

한 인식의 차이와 왼쪽 위와 왼쪽 아래

에 위치한 인식의 차이가 서로 상이하지

않았다. 즉, 제품의 정보위치가 오른쪽

에 위치했을 때 상-하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왼쪽에 위치했을 때 상-하 위치

에 대한 인식차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수직적 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위치(좌 vs. 우)의 상호

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나타나지 않

았다.

실험 자극물로 선정된 오렌지주스식품

패키지의 영양성분과 함유량의 수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위치(좌 vs. 

우)를 독립변수로 영영성분인 비타민의

중요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영양

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비타민 성

분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오렌지주스 패키지의 비타민함유량을 수

직적 표기위치에 따라 상(mean = 5.1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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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가 비타민성분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증 1

구 분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sd) n mean(sd)
표기위치 상 23 5.43(.992) 22 4.91(.971)
표기위치 하 25 4.96(1.207) 22 5.68(1.171)

<표 11>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가 비타민성분의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증 2

표기위치 상 표기위치 하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sd) n mean(sd) n mean(sd) n mean(sd)
45 5.18(1.007) 47 5.30(1.232) 48 5.19(1.123) 44 5.30(1.133)

<표 12> 표기위치 수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표기 위치(좌 vs. 우)의 차이검증 결과

구 분 df F p
상 vs. 하 1 .426 .669
좌 vs. 우 1 .185 .516
상하 vs. 좌우 1 7.645 .008

하(mean = 5.30)에 따른 비타민의 중요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의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위치(상

vs. 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1, 88) = 

.426, p = .516). 또한, 피 실험자들은 비타

민성분 및 함유량의 수평적 표기위치인

좌(mean = 5.19)와 우(mean = 5.30)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

다(F(1, 88) = .185, p = .669). 반면 상호

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는 발견되었

다(F(1, 88) = 7.465, p < .01). 위의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실험 2의 자극물로 선정된 오렌지주스

식품패키지의 영양성분과 함유량의 수직

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위치(좌

vs. 우)를 독립변수로 구매의도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였다.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치가 비타민 성분의 중요성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은구매

의도에대한 3개항목을 Likert 7점 척도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

하였다. 측정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오렌

지주스 패키지의 비타민함유량을 수직적

표기위치에 따라 상(mean = 4.118)과 하

(mean = 3.964)에 따른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의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위치(상 vs. 하)

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1, 88) = .495, 

p = .484). 또한, 피 실험자들은 비타민성

분 및 함유량의 수평적 표기위치인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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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증 1

구 분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sd) n mean(sd)
표기위치 상 23 3.927(1.109) 22 4.318(1.201)
표기위치 하 25 3.973(.937) 22 3.954(1.080)

<표 14>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증 2

표기위치 상 표기위치 하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sd) n mean(sd) n mean(sd) n mean(sd)
45 4.11(1.159) 47 3.96(.995) 48 3.95(1.012) 44 4.13(1.144)

<표 15> 표기위치 수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표기 위치(좌 vs. 우)의 차이검증 결과

구 분 df F p
상 vs. 하 1 .495 .484
좌 vs. 우 1 .677 .413
상하 vs. 좌우 1 .821 .367

(mean = 3.951)와 우(mean = 4.136)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

다(F(1, 88) = .677, p = .413).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는 발견되지 않았

다(F(1, 88) = .821, p = .367). 위의 <표

13>, <표 14>, <표 15>과 같다. 

본 실험의 자극물로 선정된 오렌지주

스식품패키지의 영양성분과 함유량의 수

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위치

(좌 vs. 우)를 독립변수로 제품태도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영양성분 및 함유

량의 표기위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은 제품태도에

대한 6개 항목을 Likert 7점 척도로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

다. 측정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오렌지주

스패키지의 비타민함유량을 수직적 표기

위치에 따라 상(mean = 4.681)과 하(mean 

= 4.514)에 따른 제품태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의 영양

성분 및 함유량의 위치(상 vs. 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1, 88) =  .911, p = .342). 

또한, 피실험자들은비타민성분및함유량

의 수평적 표기위치인 좌(mean = 4.434)

와 우(mean = 4.772)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F(1, 88) = 

3.752, p = .056).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발견되지 않았다(F(1, 88) = .751, 

p = .388). 다음의 <표 16>, <표 17>,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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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증 1

구 분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sd) n mean(sd)
표기위치 상 23 4.44(.806) 22 4.93(.869)
표기위치 하 25 4.42(.896) 22 4.61(.760)

<표 17> 영양성분함유량의 표기위치가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검증 2

표기위치 상 표기위치 하 표기위치 좌 표기위치 우

n mean(sd) n mean(sd) n mean(sd) n mean(sd)
45 4.68(.864) 47 4.51(.831) 48 4.43(.845) 44 4.77(.822)

<표 18> 표기위치 수직적 표기위치(상 vs. 하)와 수평적 표기 위치(좌 vs. 우)의 차이검증 결과

구 분 df F p
상 vs. 하 1 .911 .342
좌 vs. 우 1 3.752 .056
상하 vs. 좌우 1 .751 .388

Ⅴ. 결 론

마케팅에서 식품영양 및 패키지에 관

한 연구는 최근 국외 많은 학자들이 관

심을 갖고 연구가 시작된 분야이지만 국

내 마케팅 영역에서 식품영양에 관한 연

구는 아직까지 드문 실정이다. 또한 위

치효과에 관한 실질적 접목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연구 1에서는

시각적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인 ‘위치효과’를 바탕으로 식품패키지

에 기입한 영양성분 및 함유량의 표기위

치에 따라 인식하는 함유량의 무게가 다

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표기위치

가 위에 있을 때는 함유량의 무게가 가

볍게 인식되고 아래에 있을 때는 함유량

의 무게가 무겁게 인식된다는 가설을 설

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식품패키지에 기입한 정보의 위치에 따

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칼로리의 양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표

기위치가 위에 있을 때는 칼로리가 적게

인식되고 아래에 있을 때는 칼로리가 무

겁게 인식된다는 가설을 함께 세워 실험

을 진행하였다. 2차례에 걸친 실험결과

패키지의 영양성분함유량이 위에 위치

했을 때는 피 실험자들이 함유량을 가볍

게, 아래에 위치했을 때는 피 실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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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유량을 무겁게 인식하는 것으로 관

찰되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정

보의 표기 위치가 칼로리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해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수직적 시각적 무게인

상하의 위치변수와 수평적 시각적 무게

인 좌우 위치변수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

행했다. 식품 패키지의 영양성분함유량

이 좌측에 있을 때는 가볍게, 우측에 있

을 때는 무겁게 인식되며 나아가 영양성

분함유량이 좌측 상하에 위치했을 때보

다 우측 상하에 위치했을 때 효과는 강

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영양성분함유량이 좌측 위에 위치했을

때와 아래에 위치했을 때의 차이보다 우

측 위에 위치했을 때와 아래에 위치했을

때 차이가 더 크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실험을진행했다. 연구 2의실험결과가설 

3에 해당하는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 2의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발생한 한계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실험대상자의 연령대이

다. 연구 1과 연구 2의 실험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중

심으로 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험 대상자의 과반이상이 10~20

대로 집중 되었다. 이 집단의 특성은 식

품을 구매할 때 영양성분보다는 디자인

에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연령대라

는 점이 한계점이다. 실제 실험을 진행

하는 동안에도 피 실험자들은 시중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자극물들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새로운 디자인에서 찾았다. 젊

은 연령대인 만큼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과 함께 디자인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

였다. 둘째, 연구 1과 연구 2는 실험대상

자를 서울 소재 1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전국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기

에 한계가 있다. 타 지역의 실험대상자

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

으로 했을 경우 이번에 나온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는, 

실험상황의 문제이다. 연구 1과 연구 2

에 해당하는 피 실험자들은 모두 수업시

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을 수업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실험

상황을 구매상황이라고 보지 않고 자극

물에 대한 정보를 외우려고 하였다. 따

라서 이것은 실제 식품을 구매하는 상황

에서의 소비자자의 태도와 다를 수 있다

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위치효과를 나타내는 이론적 배

경의 제한사항이 있다. 본 연구는 위치

효과를 식품패키지에 적용하기 위해 상

하 위치효과와 좌우 위치효과를 적용하

였다. 하지만 현재 위치효과에 관한 연

구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며, 어떠한 이

론도 위치효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치효과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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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정확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

점이다. 위치효과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한 후 연구가 진행된다

면 보다 정교한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피 실험자의 수이다. 연

구 1의 경우 총 2차례, 연구 2의 경우 총

4차례에 걸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이 진행되는 동안 충분한 피 실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연

구 1과 연구 2를 제외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2번의 피 실험자의 결과를 받았지

만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실험참가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본 연구는 식품 패키지의 영양성분 함

유량의 위치가 Deng and Kahn(2009)과

Cai et al.(2012)에 제시된 위치효과로 인

하여 사람들이 인식하는 함유량에 영향

을 끼친다는 데 주목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좌-우 위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상-하 위치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

서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이전 선

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측

면의 패키지와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는 더욱 정교해질 것

이라 예상한다. 또한 그동안 일상생활에

서 자연스럽게 접하던 현상들 예를 들어

식품패키지의 가격정보와 영양성분 정

보가 대부분 패키지의 우측아래에 표기

되어 있고, 회사 기안 우측아래에 가장

중요한 회사명이 위치한 사례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기에 실무적

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위치효과를 식품패키지의

영양성분 및 함유량을 통해 설명했으며

연구결과 이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이어진 위치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일반

화시키기에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후속

연구가 위치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

경을 보완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

한 패키지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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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umber Location on

Product Size Perception

Hyung Sung Kim*․Jihye Par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the consumer perception of nutrition content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content information on food packages. Through two 
experiments in the food purchasing situation, it was found that consumers perceive the 
content to be light when the information is located on the top of the packages, whereas 
they perceive it to be heavy, when it is located in the bottom.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in case the information was located on the 
left or right. In addition, there were n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vertical (top vs. 
bottom) visual weight and the horizontal (left vs. right) visual weight. Therefore, the lo-
cation effect showed a partial effect in case of food package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onsumer perception of the content weight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con-
tent information on food packa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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