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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verified the regulatory fit effect of the message focus and propensity
regulatory focus delivered in the sales promotion situation of beauty services and products
on the basis of the self-regulatory focus theory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consumer
behavior area of marketing.
As the result of ANOVA analysis on the experimental design 2 (chronic regulatory focus:
promotion focus/prevention focus, between factor) x 2 (message regulatory focus:
promotion focus/prevention focus, within factor), the promotion focus group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 to the promotion focus message(4.88) of beauty services than the
prevention focus group(4.40) so that the effect of regulatory fit appeared(t=1.79, p<.1), but
the regulatory fit effect didn't appear in the prevention focus message(t=.58, p>.1) so that
the hypothesis was partially supported.
However, as for the promotion focus message of beauty products, the promotion focus
group(4.62)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 than the prevention focus group(4.16), and as
for the prevention focus message, the prevention focus group(4.89) showed more positive
results than the promotion focus group(4.33) so that the effect of regulatory fit
appeared(t=2.07, p<.05).
Therefore,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as for the service consumers perceive high
risk, the sales promotion activity of the prevention focus message can be effective for
prevention focus consumers and for promotion focus consumers as well. Otherwise, it
suggests the marketing approach that the consumer evaluation is more positive when the
advertising message focus fit the consumer regulator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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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년2007

를 기록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57.6% ,

서도 미용산업은 년을 전후해서 토탈패션산업2000

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1) 의 내외를 차GDP 50%

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서비스는 비교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

다.2)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욕구의 다양

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는 미용산업의 서비스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용실의 양적증가와 국제,

시장의 개방 대형화와 전문화 등 최근 미용시장의,

경쟁적 변화는 미용실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3)

미용서비스는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

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고객의,

외모를 변화시켜 심리적 만족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서비스.

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욕구충족을 통한 고객만

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인서비스인 미용업의 특,

성상 서비스의 선택과 만족은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다 이러.

한 이유에서 최근 미용산업에서는 소비자행동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용서비스의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통해 미용브랜드의 긍정적 태도형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마케팅의 소비자행동분야에서는 사회심

리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조절초점이론

을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regulatory focus theory)

하게 소개되고 있다. Higgins4)5)6)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적 성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절체계

형태인 촉진 향상 초점과 방어 예방 초점으로 이루어( ) ( )

진다고 한다 촉진초점 은 긍정적. (promotion focus)

인 결과를 획득하고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태를 추구

하려는 성향이며 방어초점 은 손, (prevention focus)

실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막으려는 성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초점 은. (chronic focus)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조절초점성향은,

개인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어느 하나가 강해지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조절초점의 두 가지 유.

형 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고(promotion/prevention)

고통을 회피하려는 방법을 스스로 조절해 간다고 설

명하였다.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목표 또는(goal)

동기 를 촉진초점 이나(motivation) (promotion focus)

방어초점 에 맞춰 조절해간다는(prevention focus)

것으로 조절초점방향은 소비자의 반응과 태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Higgins7)와 동료학자들은

철자맞추기 과제수행을 통해 촉진초점성향의 집단에

서는 촉진초점프레임 이 방어초점성향의 집(frame) ,

단에서는 방어초점프레임상황에서 과제수행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상황적 프레,

임초점과 개인의 성향초점이 일치할 때 과제수행의

결과가 향상되는 것을 조절초점적합성 효과라고 설

명하였다 또한 와. Yeo Park8)의 연구에서는 브랜드

확장평가의 상황에서 조절적 동기가 확장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결과 방어초점집단에서는 비,

유사확장에 비해 유사확장제품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Kim9)의 연

구에서도 방어초점성향의 청소년들은 방어초점메시

지에 촉진초점성향의 청소년들은 촉진초점메시지의,

금연광고에 더욱 설득적으로 반응하는 결과가 나타

났다.

이처럼 자기조절초점 이론은(self regulatory focus)‐
최근 심리학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비교,

적 많은 연구에서 자기조절초점이 선택과 판단 대,

안의 평가와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그러므로 제품 및 브랜드평가와 같은 마.

케팅상황에서 충분히 적용할 만한 주제라고 판단되

며 광고 및 판촉 등 실무적 활용성도 강한 이슈로,

제시할 수 있다.10)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용서

비스의 조절초점 적합성 효과(regulatory fit effect)

에 대해 실증해보고자 한다 미용실의 서비스전달상.

황에서 소비자의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전달되는 메

시지의 선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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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차이는 미용제품의 선택에서도 제품전

달에 사용되는 메시지의 조절초점유형에 따라 평가

의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성향초점에 따라 마케팅자극물에 대한 평

가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소,

비자의 성향조절초점과 전달되는 마케팅자극물의 조

절초점이 일치 할 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fit)

본 연구의 실무적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II.

조절초점이론에 관한 연구1.

Higgins11)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

는 원리는 유사해 보이지만 목표를 달성해서 얻는

유쾌함이나 안도함에 접근하려는 동기는 서로 상반

된다고 설명하고 이 두 가지 방식의 조절초점,

을 촉진 향상 초점(regulatory focus) ( ) (promotion

과 방어 예방 초점 으로 나focus) ( ) (prevention focus)

누어 설명하였다.

Higgins12)13)의 연구에 따르면 조절초점은 개인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조절,

초점을 통해 자신의 동기를 조절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안전과 처벌 같은 결과에 따라 사회화된 사람들,

은 방어 초점이 발달되어 안전에 대한(prevention)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

한 특성은 성취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손해를 회피

하고 부정적결과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성취와 무보상과 같은 결과.

에 따라 사회화된 사람들은 촉진 초점성(promotion)

향이 발달되어 이상적조절을 선호하고 성취를 목표,

로 하는 행동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와 동료 학자들은 조절초점이론에 대해 사Higgins

람들은 자신의 조절초점동기와 수단의 적합성이 높

을 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적합성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조절초점적합성 효과라고 설명하(regulatory fit)

였다 다시 말해 촉진초점의 성향을 가진 개인은. ,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망접근수단(eagerness‐ ‐
을 사용하고 방어적 초점의 성향approach means) ,

자는 경계회피수단 을(vigilance avoidance means)‐ ‐
사용하려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14) 그러므로 판촉

상황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조절초점유형과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소비자평가의 선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와Aaker Lee15)는 웰치스 포도주스의 광고메시지

를 촉진초점 에너지공급 메시지와 방어초점 노화예( ) (

방 메시지로 각각 프레이밍 하여 실증한 결) (framing)

과 방어초점성향의 사람들은 방어초점메시지 노화예(

방 에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촉진초점성) ,

향의 사람들은 촉진초점 에너지공급 메시지에 더욱( )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와Yeo Park16)의 연구에서도 방어초점집단의 피험

자들은 가치지각보다는 위험지각에 더 민감한 반응

을 보여 비유사확장제품에 비해 유사확장제품에 대

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촉진초점집단의,

경우에는 쾌락적 감정이 확장제품평가에 반영되어,

비유사확장제품에 대한 평가가 방어초점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가설설정2.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용서비스와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성향조절,

초점과 광고의 메시지조절초점이 소비자평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뷰티살롱에서 제공되는 미용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고객의 성향조절초점과 서비스나 제품,

을 소개하는 광고메시지조절초점 간의 원 상호작용2

효과를 가설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소비자의 성향조절초점은 평소의 생활태도를 중심으

로 성취와 도전의 성향이 강한 촉진초점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손해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갖는 방어초

점의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미용서비스나.

제품을 소개하는 메시지의 유형을 두 가지 조절초점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취적이며 혁신적 내용을,

담고있는 촉진초점 메시지유형과 위험을 회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는 방어초점 메시지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용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소비

자와 광고메시지 간에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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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한다 즉 평소에 촉진성향이 강한 소비. ,

자의 경우 미용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소개 광고를

봤을 때 방어적 내용의 문구보다는 촉진적 내용의

문구가 담긴 미용서비스나 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

며 평소 방어적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촉진적 내용,

으로 설명되고 있는 미용서비스나 제품보다는 방어

적 성격으로 소개되고 있는 미용서비스나 제품에 대

해 더 큰 선호를 보일 것이다.

가설1: 촉진초점성향자는 방어초점의 메시지보다

촉진초점의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미용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 방어초점성향자는 촉진초점의 메시지보다

방어초점의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미용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방법III.

본 연구는 미용서비스와 제품을 대상으로 조절초

점적합성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실험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험 은 대표적 미용서비스의 하나인 네일서비< 1>

스를 대상으로 조절초점적합성효과를 실증하였다.

실험 는 방어적 성격과 촉진적 성격을 고루가< 2>

진 염색제품을 대상으로 조절초점적합성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실험디자인은 표 에서와 같< 1>

이 성향조절초점 촉진초점 방어초점2( : / , between

메시지조절초점 촉진초점 방어초점factor) × 2( : / ,

혼합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within factor) .

실험은 서울과 인천소재의 여자대학생 명을 대83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공은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예비조사와.

표 실험 디자인< 1> 2×2

메시지초점

성향초점
촉진초점메시지 방어초점메시지

촉진초점성향 촉진성향촉진메시지‐ 촉진성향방어메시지‐
방어초점성향 방어성향촉진메시지‐ 방어성향방어메시지‐

본 조사를 포함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2009 4 2009 6

지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을, SPSS WIN12.0

이용하여 집단간 평균값 비교와 분산분석 을(ANOVA)

실시하였다.

실험1. 1

변수의 조작방법1)

먼저 메시지조절초점의 조작을 위해 뷰티살롱에서

제공되는 네일서비스에 대해 촉진초점메시지 광고와

방어초점메시지 광고를 만들었다 본 실험에 사용될.

광고메시지제작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는 서울소재 대학의 여자대학생 명을 대10

상으로 표적집단면접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FGI( ) .

학생들이 네일서비스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과 기

대에 대한 느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 시술시(

자극 감염 손톱변형 화려한 디자인 색상의 지속, , , ,

력 편안함 을 바탕으로 촉진초점메시지와 방어초점, )

메시지의 광고물을 제작하였다.

촉진초점광고메시지는 스톤 펄 크리스탈 등의‘ , ,

아트시술로 다양하고 화려한 네일디자인 연출 오’, ‘

랫동안 지속되는 색상 특수소재의 사용으로 디자’, ‘

인 변경이 용이함 손의 활동이 자유로움 개성’, ‘ ’, ‘

있는 디자인의 쉽고 간편한 연출의 촉진초점문항으’

로 조작하였으며 방어초점광고메시지는 자극 없는, ‘

시술 항염 소재 사용으로 감염걱정이 없음 손톱’, ‘ ’, ‘

변형과 과잉성장 방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술’, ‘ ’,

손톱의 부서짐 방지내용의 방어초점문항으로 조작‘ ’

하였다.

성향조절초점은 선행연구 Lockwood, Jordan and

Kunda17)가 사용하였던 성향조절초점척도에 기초하

여 방어적 생활태도에 대한 문항과 촉진적 생활태5

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총 점에서 점으로5 1 7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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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측정과 실험절차2)

실험 은 네일서비스의 조절초점적합성 효과에 대1

한 실험으로 피험자들에게 본 조사는 네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임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진행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네. ,

일서비스를 소개하는 두 개의 광고메시지 촉진초점( /

방어초점 를 순서대로 보고 해당 네일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인 네일서7 .

비스 평가는 호감도 전혀호감이가지않는다 점 매우( 1 ,‐
호감이간다 점 와 구매의도 전혀서비스를 받고싶지7 ) (‐
않다 점 매우서비스를 받고싶다 점 두 개의 항목1 , 7 )‐ ‐
으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에 피험자들에게 평소의 생활태도에 대한

설문을 안내하고 성향조절초점을 측정하였다 성향, .

조절초점 측정항목(RFQ: regulatory focus quality)

은 총 개의 문항을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10 7 ,

덱스를 구한 후 중위수를 기준 으로 분(median split)

리하여 촉진초점성향과 방어초점성향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결과3)

종속변수측정을 위한 개 항목의 경우 항목간 신2 ,

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Cronbach's =.89) 2⍺
개 항목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향조절초.

점측정항목의 경우 Cronbach's ⍺ 로 나타나 인=.71

덱스를 구한 후 중위수 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 (4.20)

로 나누어 촉진초점 집단과 방어초점 집단으로 분리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표 와 그림 의 분석결과< 2> < 1>

를 살펴보면 촉진초점메시지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는 방어초점성향자 에 비해 촉진초점성향자(4.40)

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4.88) (t=1.79,

가설 과 같이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났으p<.1) 1

나 방어초점메시지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초,

점성향자 와 촉진초점성향자 간의 유의한(5.53) (5.40)

차이가 없어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t=.58, p>.1),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절초점적합성 효과가 촉진초점메시지에

대해서만 나타나기에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메시지조절초점의 주효과가 나타‘ ’

난 데서 설명해볼 수 있다 표 을 보면 메시지. < 3>

조절초점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험자들은 촉진메시지 에(F=39.04, p<.05), (4.64)

비해 방어메시지 에 노출되었을 때 더 높은 평(5.47)

가가 나타났다 즉 네일서비스의 경(t=6.18, p<.05).

우 피험자들이 촉진메시지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보

다 방어메시지의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더 호의적인

평가를 보였는데 이는 네일서비스의 시술과정과 사,

용되는 도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 안전 위생, ,

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 방어,

메시지와 좀 더 어울리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라고 해

석해 볼 수 있다 네일서비스 시술의 성격상 방어메.

시지와 잘 어울려 방어메시지에 대해 높은 긍정성을

가지다보니 촉진성향자 방어성향자의 구분 없이, ,

방어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더 높은 서비스평가를

한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 를 통해 실험 의 외연성, 2 1

을 좀 더 넓혀보고자 한다 실험 에서는 방어적 성. 2

격과 촉진적 성격을 고루 가진 염색제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염색제의 경우 명의 미용. 5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 결과 방FGI( )

어적 성격 피부건강 안전과 관련된 속성 과 촉진적( , )

성격 좋은 컬러연출 스타일리쉬한 이미지 연출 속( ,

성 을 동시에 강하게 지닌 제품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 좀 더 적합한 자극물로 보고 실험 에서 진행2

하고자 한다.

실험2. 2

변수의 조작방법1)

먼저 메시지조절초점의 조작을 위해 염색제품에

대한 광고메시지를 두 가지 조절초점유형으로 제작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될 광고메시지제작을 위해.

실시한 면접을 통해 방어적 성격 피부건강 안전FGI ( ,

과 관련된 속성 과 촉진적 성격 좋은 컬러연출 스타) ( ,

일리쉬한 이미지연출 속성 을 중심으로 방어초점메)

시지와 촉진초점메시지의 광고물을 각각 제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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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집단별 네일서비스 평가에 대한 평균값< 2>

구 분 촉진초점성향 방어초점성향 계

촉진초점메시지 4.88 4.40 4.64

방어초점메시지 5.40 5.53 5.47

4.40

5.53

4.88

5.4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촉진메시지 방어메시지

방어성향

촉진성향

그림 네일서비스에 대한 평가< 1>

표 네일서비스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3> ANOVA

소 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메시지초점 28.708 1 28.708 39.04*

성향초점 1.232 1 1.232 .650

메시지 성향초점× 3.913 1 3.913 5.32*

*p<.05

방어초점광고메시지는 천연성분으로 피부의 알레‘

르기현상을 예방한다 모발끝의 갈라짐과 모발손상’, ‘

을 예방한다 두피자극을 줄여준다 자극적 냄새’, ‘ ’, ‘

가 없어 사용시 불쾌감을 방지한다는 내용으로 조’

작하였으며 촉진초점광고메시지는 원하는 색상을, ‘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모발 색상을 더욱 화려하게’, ‘

표현한다 색상선택의 폭이 넓다 염색시간을 단’, ‘ ’,

축시킨다 색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의 촉‘, ’ ‘

진초점메시지로 조작하였다.

또한 성향조절초점의 측정은 실험 과 같은 문항을1

사용하여 점척도로 측정하였다7 .

변수의 측정과 실험절차2)

피험자들에게 본 조사는 미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임을 소개한 후 실험 를 실시하였다 실험2 .

진행순서는 실험 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종속변1 ,

수측정을 위한 문항은 호감도 전혀호감이가지않는다( ‐
점 매우호감이간다 점 와 구매의도 전혀구입하고싶1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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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집단별 염색제품 평가에 대한 평균값< 4>

구 분 촉진초점성향 방어초점성향 계

촉진초점메시지 4.62 4.16 4.39

방어초점메시지 4.33 4.89 4.61

4.16

4.89

4.62

4.33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촉진메시지 방어메시지

방어성향

촉진성향

그림 염색제품에 대한 평가< 2>

표 염색제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5> ANOVA

소 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메시지초점 2.05 1 2.05 2.58

성향초점 0.97 1 0.97 0.51

메시지 성향초점× 10.53 1 10.53 13.26*

*p<.05

지않다 점 매우구입하고싶다 점 의 개 항목으로1 / 7 ) 2‐ ‐
염색제품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험 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1 .

실험결과3)

종속변수측정을 위한 개 항목간 신뢰도는 높은2

것으로 나타나 개 항목의 평(Cronbach's =.88) 2⍺
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향조절초점 측정항목.

의 로 나타나 인덱스를 구한 후Cronbach's =.68 ,⍺
중위수 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촉진(4.40)

초점집단과 방어초점집단으로 분리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위해 표 와 그림 의< 4> < 2>

결과를 살펴보면 촉진초점메시지광고에 노출되었을,

때는 방어성향자 에 비해 촉진성향자 가(4.16) (4.62)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가(t=1.88, p<.1)

설 의 촉진초점메시지와 촉진초점성향의 적합성효과1

가 나타났다 또한 방어초점메시지광고에 노출되었.

을 때는 촉진성향자 에 비해 방어성향자(4.33) (4.89)

가 더 긍정적 반응을 보여 가설 의(t=2.07, p<.05), 2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났다.

표 의 분산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메시지초점< 5> ,

유형과 성향초점유형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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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실험 과는 달리 메시(F=13.26, p<.05), 1

초점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조절초점적합성효과는 더욱 강하게(F=2.58, p>.1)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결 론IV.

연구의 의의1.

본 연구는 그동안 미용서비스분야에서 연구가 미

미하였던 조절초점이론을 바탕으로 광고메시지유형

과 고객의 조절초점성향 간에 적합성효과에 대한 연

구를 실증하였으며 특히 미용서비스와 미용제품에,

대한 조절초점 적합성 효과를 실증한 것은 여느 연

구에서 볼 수 없는 본 연구만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용실의 판매촉진상황에서 광고메시지

유형과 소비자 조절초점유형 간의 적합성효과에 대

해 가설화하고 이를 실증하였다는 이론적 공헌뿐만

아니라 마케팅 실무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험 의 연구결과 미용서비스의 경우 조절초점적1 ,

합성효과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시술되는 미용서비스의 특성

을 고려할 때 시술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안전,

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위험지

각이 높은 관계로 촉진초점성향자도 방어초점메시지

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보여 조절초점적합

성효과 발현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미용서비스의 유형 중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높

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어초점메시지의 판촉활동이

방어성향 소비자와 촉진성향 소비자 모두에게 효과

적일 수 있다는 마케팅적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

이 웰치스 포도주스( 18)와 치약19)) 광고메시지초점과

소비자의 성향초점이 일치할 때 소비자 평가가 더욱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어 실험 조절초점적합성( 2),

효과에 대한 실무적 공헌이 있다고 본다.

미용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행동을 살펴본 대부분

의 연구들은 서비스품질과 불평행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고객성향에 따른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

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이유에서 미용실 이용고객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마케팅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 공헌이 있다고 본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2.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

고 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우선 피험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 연,

구의 한계점으로 보인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미용관련 상품 중에서 네일서,

비스와 염색제품을 대상으로 조절초점적합성효과를

실증하였으나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미용서비스와,

미용제품을 대상으로 실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광고,

메시지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실증한다

면 좀 더 재미있는 예측이 가능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

해 소비자성향과 광고메시지관계의 다면연구를 제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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