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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報道資料 광고가 소비자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조사

弘報室
☏6050-3601/5   이 자료는 2월 15일(수) 朝刊부터

 * 문의 : 유통물류팀  임복순(任福淳)팀장(6050-3701),  최은락(崔銀洛)(6050-3702)

“소비자의 ‘감각’, ‘유머’를 공략해라!”

- 기억에 남는 광고 : 감각형(56.2%), 유머형(29.1%), 정보제공형(9.3%), 감동형(5.4%)順

- 소비자가 기억하는 광고는 평균 6편, 개별 광고는 2주 동안 기억해.....

- 제품정보에 대한 신뢰도 : ‘언론매체광고’(51.2%), ‘입소문’(37.4%), ‘인터넷’(7.0%)順

- 소비자 73.3%, “언론매체광고가 제품 구매 결정에 영향 미친다”

  

최근 소비자들은 감각형, 유머형 고를 주로 기억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서울지역 성인남녀 소비자 500명을 상으로 최근 실시한 ‘

고가 소비자 구매결정에 미치는 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평균 6.0개의 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는 고를 형태별로 나 어 보면, 제품자체의 고보다는 유명연 인이나 감각  

이미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감각형’(56.2%) 고가 가장 많았고, ‘유머형’(29.1%) 고1)

가 뒤를 이었다. <‘정보제공형’(9.3%), ‘감동형’(5.4%)>

감각형 고는  연령 에 걸쳐 소비결정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

에게 감각형 고가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 으로 유머형 고는 40 (34.2%), 정보제공

형 고는 60 (19.9%), 감동형 고는 50 (17.3%)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인 것으로 조사 다.

<표1> 광고형태別 기억에 남는 광고

(단위: %)

감각형 유머형 정보제공형 감동형 합계

20대 66.3 29.5 3.5 0.7 100.0

30대 63.0 26.4 9.0 1.6 100.0

40대 46.1 34.2 13.3 6.4 100.0

50대 47.3 24.9 10.5 17.3 100.0

60대 37.9 28.0 19.9 14.2 100.0

전체 56.2 29.1 9.3 5.4 100.0

소비자들은 1편의 고를 평균 2주정도 기억한다고 응답했고, 품목별로는 ‘휴 폰’(12.5%), ‘가

제품’(12.5%), ‘자동차’(9.7%), ‘식품’(9.5%), ‘ 융상품’(8.9%)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했다.

1) 유머형 광고 : 제품과 웃음을 연결해 제품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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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광고’(51.2%)와 ‘입소문’(37.4%)을 신뢰한다”

구매결정을 좌우하는 제품정보 획득방법으로는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고와 

주변의 입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뢰할 만한 제품정보 획득 방법으로 신문, TV, 라디오와 

같은 언론매체 고를 꼽은 응답비 이 51.2%에 달했으며, ‘입소문(37.4%)’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고: 7.0%, 홈쇼핑: 3.8%, 기타: 0.6% > 

 연령 의 소비자가 언론 고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가 높아질수록 ‘입소

문’에 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조사 다.

<표2> 연령별 신뢰하는 제품정보 획득 방법
(단위: %)

언론매체광고 입소문 인터넷광고 홈쇼핑 기타 합계

20대 43.1 32.8 14.0 10.1 - 100.0

30대 50.2 37.6 7.8 3.5 0.9 100.0

40대 57.9 37.0 2.5 1.8 0.8 100.0

50대 55.5 41.0 3.2 0.3 - 100.0

60대 51.0 43.0 3.5 0.5 2.0 100.0

전체 51.2 37.4 7.0 3.8 0.6 100.0

품목별로, ‘휴 폰(56.4%)’, ‘일반생필품(51.7%)’과 ‘가 제품(42.2%)’은 ‘언론 고’를 통해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융상품(61.4%)’, ‘화장품(55.7%)’ ‘식품(49.9%)’ 등은 주로 

‘입소문’을 통해 제품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터넷 서비스, 화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상품’의 경우 ‘언론 고

(24.7%)’, ‘인터넷(25.5%)’, ‘입소문(28.2%)’, ‘이메일/우편 고/ 단지(18.4%)’ 등에 해 비교  고

른 응답을 보 다. <기타 2.9%> 

<표3> 주요 품목별 제품정보 획득 방법
(단위 : %) 

언론광고 인터넷광고 입소문 홈쇼핑 이메일/우
편/전단지 기타 합계

핸드폰 56.4 19.0 20.2 3.6 0.3 0.5 100.0

일반생필품 51.7 1.5 41.4 1.5 2.1 1.8 100.0

가전제품 42.2 18.7 25.6 10.8 - 2.7 100.0

금융상품 22.0 7.7 61.4 6.2 0.8 1.9 100.0

화장품 25.7 8.0 55.7 9.4 0.1 1.1 100.0

식품 39.6 0.6 49.9 4.3 3.9 1.7 100.0

전화/인터넷 등 
서비스 상품 24.7 25.5 28.2 0.3 18.4 2.9 100.0

언론매체 고가 제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지를 물은 질문에 해서는 응답자의 73.3%

가 ‘구매에 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2.5%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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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모르겠다 4.2%>

<그림1> 언론매체 광고가 제품구매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다소 영향
(50.1%)

거의 영향없다
(3.4%)

매우 큰 영향
(23.2%)

전혀 영향
없다(19.1%)

영향 미친다
(73.3%)

영향이 없다
(22.5%)

잘 모르겠다
(4.2%)

한편 고에 극 인 제품에 한 호감을 물은 질문에 해 응답자의 49.0%가 호감을 느끼

고 있었으며,  39.7%는 ‘ 고의 방식과 경로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했으며, 오히려 부정 인 인

식을 갖는다는 응답자도 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다. <잘 모르겠다 3.1%>

<그림2> 적극적인 광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단위: %)

호감을 느낀다

49.0

광고 방식과 매

체에 따라 다르

다

39.7

부정적 인식을

준다, 8.2모르겠다, 3.1

한상의 계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가 생성․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도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은 통 인 언론 고와 입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며, “ 극 인 고활동이 소비를 진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합리 인 고 략을 수립․시

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6(월) ~ 2/9(목) <4일간>

 ○ 조사대상 : 20세 이상 서울 거주 소비자  500명

 ○ 조사방법 : 면접 및 전화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