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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부를 비롯한 한국은행 및주요기관별 각종 경제연구소

에서는 2017년 한국경제성장 전망을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 중 ‘2017년경제정책방향 및

2016～2017년 경제전망 전문’에 따르면, 국내 내수가 점차
둔화되며, '16년과 유사한 연간 2.6%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정부출범을 통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Trumpnomics)의 방향 변화와 금리인상 전망,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정, 브렉시트(Brexit) 등 주요 국가의 글로벌
이벤트에 따라 금융시장의뷰카(VUCA) 현상들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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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find the influence with the moderating effects of brand credibili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brand attitude from the relationship of Loss-Leader marketing factors, brand attitude and revisit 
intention to make management strategies and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future restaurant industry. 
From the findings in this study, only limited sales strategy in the Loss-Leader marketing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revisit intention. Both Limited Sales and Price Discount Strategy in the Loss-Leader 
marketing factor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brand attitude, while Plus Pack strateg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brand attitude. Also, the brand credibility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ss-Leader marketing factors and the brand attitude, and the brand attitud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visit inten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se findings would be basic 
materials for Loss-Leader marketing factors and related stud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good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and using the effective marketing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restaura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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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
책들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유가상승, 가계부채 상환부담, 
부동산 활력약화, 민간소비 둔화 등 내수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이약화되어지고있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7). 
이러한 경기불황속 예측하기 힘든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

고 있는 현재 외식산업은 더욱 큰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7년 1월경제동향’에 따르면, 소
비판매 증가세는 다소 완만해진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매우 큰 폭으로 하
락하면서 민간소비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숙박,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등의 항목과더불
어 외식비 항목의 지출이 가장 먼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

어졌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7). 
현재 국내 외식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65만 여개의 외식

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대기업 외식업체 참여로 인한 공급과잉과
경쟁심화, 내수경기 침체,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
해 외식업체들은 경쟁력을 키워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쟁적 우위를차지하기위한 다양한판매촉진마케팅 활동

들을 끊임없이 펼쳐야 할 것이다(Kim, 2014). 그 중 고객들
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매장으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가장효과적인방법중하나가로스리더(Loss Leader)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리더 전략은 흔히 유인
상품, 미끼상품, 출혈상품, 특매상품, 특수상품 등으로 불리
기도 하는데, 이는 특정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를 유
혹하고, 유입된 고객으로 하여금 주력상품을 구매할 수 있
도록 유도하여 매출에 확대․기여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

다. 그러나 이 전략은 기업에게는 매출관리에 있어 위협과
기회 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전략을 구사하
는 기업이나 업주들은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효과들을 잘

파악하고 시행하여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Choi, 2015).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로스리더 마

케팅 요인을 접목한 연구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에대한 고객의 만족도, 재방문, 브랜드신뢰, 브
랜드 태도 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로스리
더 마케팅 요인이나 판촉상품을 주제로 연구를진행한 대부

분의 연구들(Li, 2012; Diamond & Johnson, 1990; Chandran 
& Motwitz, 2006)에서는 가격 할인과 덤상품에 대한비교나
특정 마케팅 전략에 대한 활용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

지만, 다양한 로스리더 상품들의 효과를 다각도로 비교하거
나, 함께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로스리더 마케팅과
브랜드 태도 등의 관계에서 브랜드 신뢰 등 고객들이 브랜

드에 가지고 있던 기존 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

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브랜드 태도
와 브랜드 신뢰는 많은 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다루어

져 왔는데, 합리적 행동이론(Ajzen & Fishbein, 1980) 등 다양
한 이론들에서 태도가 결국 실제 행동 및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수라고 하였다. 브랜드 신뢰 역시 최근 많
은 연구들에서 고객의 재방문 및 충성의도 등 긍정적 효과

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Kim, Cha, 
& Heo, 2006; Volgel, Evanschitzky, & Ramasehan, 2008).
따라서본연구는로스리더마케팅 요인과 관련된상품들

을 이용하는 고객들을대상으로이러한 로스리더 마케팅 요

인과 브랜드의 태도, 재방문 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러한 관계에서 브랜드 신뢰가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아직연구가많이부족
한로스리더마케팅요인의효과적인마케팅전략을위한기

초자료의제공과 함께외식기업경영자들과 관련 산업종사

자들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

로스리더(Loss Leader)는 특정품목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
되, 다른 품목의 판매를 향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이윤을
증가시키는 마케팅 방식이다(Hess & Gerstner, 1987; Lal & 
Matutes, 1994; Simester, 1997; Ellison, 2005; DeGraba, 2006; 
Chen & Rey, 2012). 예를들어, 햄버거체인업계에서는버거
의가격을원가이하로책정하지만, 탄산음료에서큰이익의
마진을 남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식료품 가
게들은 종종 특정품목의 비용을크게 줄이는할인행사를 하

거나 플러스 팩 등을 제공하여, 유입된 고객이 매장에서 구
입할 다른 품목으로 이윤을 남기고있다(Balcan, Blum, Chan, 
& Hajiaghayi, 2007). 마케팅이나 경영학 영역에서 고객을 끌
어 모으려는 목적으로 고객유치를 위해 자사 특정제품들을

판매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아니면 출혈가격(Below-Cost 
Price)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로스리더 마케팅이다(Business Dictionary, 2017). 이러
한 로스리더 마케팅은 종종 심리학에서 동기 부여가 되는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만약 좋은 구매조건에 끌린 고
객의 감정적인 행동에서, 추가적인 수익들이 창출될 수 있
으며, 이는 재고량을 줄이거나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는 물건
을 판매할 때 우회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eGraba(2003)는 로스리더 전략이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른 고객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스리더전략은단순히 저가판매정책만을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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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정판매, 플러스 팩, 할인판매, 가격할인, 무한제공, 쿠폰, 
경품 등의 다양한 판매촉진(sale promotion)의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McMillan & Morgan, 1988; Hosken & Reiffen, 2001; 
Pauwels, Hanssens & Siddarth, 2002; Rosato, 2013). 하지만, 
로스리더 전략은 자칫하면 기업의 손해 및 이미지에 큰 타

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주력상품과 판매되는 로스리
더 마케팅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여 전반적인 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
게 판매 전략이나 가격책정을 변경을통해 손실의 최소화를

막아야 한다(Poel, Schamphelaere, & Wets, 2004). Vindevogel, 
Dirk과 Wets(2005)는 마케팅 분석연구에서 로스리더 마케팅
을 많이 이용한 고객일수록, 매장 방문이 줄어들고, 이는 향
후 매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나타나는 로스리더의 직․간접적인 현상들을 잘 파

악하고, 판매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식산업에서도 로스리더 마케팅의 요인들은 공격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
품목의 가격을 대폭으로 할인하거나, 낮 시간 매장의 홍보
와 매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심특선을 통한 한정판매

나 가격이벤트를 적용하고, 편의점에서는 플러스 팩이나 묶
음상품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다양한 판촉

행사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특정상품을 지정하여
로스리더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나
콘셉트를 미끼상품으로 유인하여 고객들에게 기업의 이미

지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HMR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할 때 패키지 및
메뉴정보제공의 방법이 매출증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Kim, 2013), 이는 매장 내 판매촉진 활동들
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제품에 대한긍정적인태도를 형성

시키고, 브랜드의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함으로서 고객들에
게 구매의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Han과 Ko(2007)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  또한 소비자가 인지하는 직접적인 가
격혜택은 단기적인 판매촉진효과를 가져오고, 비가격혜택
은 기존고객을 유지시켜 충성고객으로 전환되어 장기적인

판매촉진효과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Park & Park, 2017). 

2.2. 브랜드 태도

브랜드 태도(brand attitude)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느
끼는 감정으로브랜드에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로 정

의되며(Yang, Lee, & Lee, 2012), 브랜드 태도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종합적 평가로서 브랜드 선택의 기준이 된다

(Keller, 1993).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선유경향으로, 특정 제품

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이 그 상품에 관한 주요한 요소들에

느끼는 중요도와 브랜드의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Fishbein 
& Ajzen, 1975; Moon & Byun, 2016).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 브랜드의 가치를 생각

하고, 구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형성하게 된다(Choi & Lee,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총괄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행동에

적극적인 자극을 주어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Percy & Elliott, 2005; Zarantonello & Schmitt, 
2010). 이러한 요인들은 재 구매 행동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다(Ajzen & Fishbein, 1980; Kim, 2013; Shin & Yoo, 2004). 
브랜드에대한 태도는브랜드에대한 감정을나타내는소비

자들의 태도로서, 소비자의 만족감이라 말할 수 있으며, 브
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지속되면 경쟁력 있는 강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Park, 2011). 
브랜드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면, Jhun과

Lee(2010)는 소비자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
수록 그 특정 브랜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증

명하였으며, Grace와 O'Cass(2005)는 특정 브랜드의 비호의
적인 감정은 그 브랜드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재평가로 나

타난다고 주장하였다. Dodds, Monroe와 Grewal(1991)의 연
구에서도브랜드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제품품질과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ler(1993)는 브랜드 태도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평가

하는 행동에서 기준점이 된다고 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평가요인이라고 하였다. 만약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 제품의 평가 및
구매의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이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구매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Oh & Kang, 2011).
브랜드 태도는 인지적 학습이론에 의하여 매개효과를 설

명할 수 있으며, 제품의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에 의해
태도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즉, 
소비자들은 구매의 과정에서 신념-태도-의도의 단계를 거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Shimp와 Kavas(1984)는 판매촉진에 대
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태도가 형성되면 구매로 이어진다는 계층

적 효과로 설명되며,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해 구매를 촉진
시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브랜드 태도의 매개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othchild와 Gaidis(1981)의 연구에
서는 판매촉진을 통하여 형성된긍정적 브랜드 태도는장기

간 지속되어 재구매로 이어짐을 밝혔으며, Prentice(1977)의
연구에서도 판매촉진 장기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 브랜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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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미지에유의한 영향을 미쳐 제품의 매출이 상승되거

나 유지되는 효과(Guadagni & Little, 1983; Han & Ko, 2007)
에 대하여 확인되었다.

2.3. 재방문의도

재방문 의도는 마케팅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재 구매 의

도를 재해석한 것으로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과 같은 환
대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Go, 2014; Kim, Kim, & 
Cha, 2017; Pham et al., 2016)에서는 재방문의도를 연구의 흐
름에 맞게 재 구매 의도를 대신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방문 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및 브
랜드를 이용한 후, 다시 반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말 할 수있으며, 고객의 생각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행위적 의도를의미한다(Kim, 2014). 즉, 재방문의도는
소비자가 향후에도 관련브랜드를 이용할 가능성에 관한 것

이며, 실제 재 구매 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ong(2008)은 브랜드 태도의 만족

이 소비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태도에 대한 영향은 재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Oliver(1980)
는 재방문의도에서 주로 고객의 만족을 통해 충성도를 높

이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의 선행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판매촉진 상품을 이
용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및 재방문에 관한 연구에서도, 
Kim (2017)은 판매촉진 요소 중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
격할인과 플러스 팩이 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판촉행사종료후 플러스팩이재구매의도에더욱 효과

적임을 증명하였고, Baek, Ryu와 Han(2017)은 판매촉진 상
품 중 한정판의 효과가 유명 브랜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 후, 독특성 휴리스틱 메시지를 제시한 한정판
제품에서 소비자의 만족도 및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재 구

매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Hong(2011)은 소비자들
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한 후, 각인된 서비스
품질의 인식과 구매 전 가지고 있는 기대심리를 비교 분석

하였는데. 제품서비스의 만족은 소비자들에게 재 구매 의
도를 갖게 하며, 불만족은 제품불매와 부정적인 구전행동
을 하게 되므로 재방문의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2.4. 브랜드 신뢰

신뢰는 상호간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소비

자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를 맺고 발전해 나가

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Kumar, 1996). Anderson과
Weitz(1989)는 ‘신뢰란 상대방이 협력적으로 행동을 할 것
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를 하였고, Dwyer, Schurr과 Oh(1987)

는 ‘서로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기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상대방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형
성에서 제품서비스를 체험한 후 만족이라 판단되면, 소비
자의 확신으로부터 특정브랜드의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연쇄적인 작용에서
소비비용지출 대 제공하는 보상을 기본으로 한 관계에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신뢰를 줄 것이라는 계산적인 과정

(calculative process)과도 관련이 있다(Park, 2016). 브랜드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어려운 요소인 반면

에, 읽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게 일어난다. 브랜드 신뢰는
기업과 고객 간의 소비를 촉진시킬 중요한 동기 부여 요소

인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만족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기도

한다(Kim, Cha, & Heo, 2006) 이처럼 브랜드 신뢰는 경쟁적
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기대되는

미래 행동의 척도로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활용, 관리되어야할 핵심적인 전략 자산인 것이
다(Volgel, Evanschitzky, & Ramasehan, 2008). 이는 관계유
지경영(Retention Management), 브랜드경영(brand admini-
stration) 그리고 고객가치경영(customer value management)
과 매우 일맥상통하다(Kim, 2011). 한편, 브랜드 신뢰는 다
양한 고객행동과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

수로 연구되어 왔는데, Cho & Lee(201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관계에서 브랜드 신뢰가 이

들의 관계를 더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Jung (2013)은 커피 전문점 선택속성이 재방문의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브랜드 신뢰가 부

분적인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Lee, Suh & Yoon (2013) 
역시 국내브랜드와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에서의 체험이

서비스 접점요인과 고객만족,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감각적 감성이 제품품질과 서비스 스
케이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브랜드 신뢰가 향상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3.1.1. 연구모형

본연구는외식업체의로스리더마케팅요인과 브랜드 태

도, 재방문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신뢰의 조절효과와 브랜
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실

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hoi(201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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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1.2. 가설설정

로스리더 마케팅 요소와 재방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판매촉진유형에 따른 로스리더 미케

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Han과 Ko(2007)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판촉활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

면 브랜드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가 형성 돼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소비
자들이 판매촉진을 통해 구입한 상품들에 만족을 느낀다면, 
판매촉진이 끝난 후에도 다시 그 상품을 다시 구매할 가능

성이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Oh & Koh, 2002;  Kim 
& Min, 2005; Hardesty & Bearden, 2003; Palazon & Delgado- 
Ballester, 2009)과 판매촉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
은 부가적인 혜택을 얻는 것에 관심도가 높고, 이러한 경험
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 재방문 의도로 이

어질가능성이높아진다는연구(Lee & Park, 2003; Guo, 2013)
등이 있으며,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은 고객의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한정판매는 고객의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무한제공은 고객의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플러스팩은고객의재방문에유의한영향을미칠
것이다. 

   1-4. 가격이벤트는 고객의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로스리더마케팅요인이브랜드태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판매촉진유형에 따른 미케팅 전략을

수립하기위한목적이있다. Chandon, Pirre, Wansink & Laurent 

(2000)에 의하면, 판매촉진은 소비자들에게 감정반응을 유
발시키며, 이는 즐거움과 흥미를 불러 일으켜 상표나 브랜
드의이미지또는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이것은 소비자 감정이상표나 브랜드 태도에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들(Batra & Ray, 1986; Burke & Edell, 1989) 등이 있
으며,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로스리더마케팅요인은고객의브랜드태도에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한정판매는 고객의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무한제공은 고객의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플러스팩은고객의브랜드태도에유의한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가격이벤트는 고객의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태도가재방문의도에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소

비자들의브랜드태도가구매의도를나타낼수있는가장중

요한 요소가 된다는 연구(Feldman & Lynch, 1988; Guerrero, 
Colomel, Guardia & Xicala,, 2000)등이 있으며, 브랜드 태도
에 대한 만족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이는 재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Oliver& Bearden, 1983; An-
derson & Sullivan, 1993; Taylor & Baker, 1994; Moon & Byun, 
2016; Park, Lee & Kim, 2017)등이 있다. 이들의 선행연구들
을 참고하여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고객의브랜드태도는재방문의도에유의한영향
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 태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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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p와 Kavas(1984)는 판매촉진에 대한 태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Rothchild와 Gaidis(1981)의 연구
에서도 브랜드 태도를 매개로하여 판매촉진이 재구매로 이

어짐을 밝혔다. Prentice(1977)의 연구에서도 판매촉진 장기
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 브랜드 태도는 이미지에 유의한 영

향을미쳐제품의매출이상승되거나유지되는효과(Guadagni 
& Little, 1983; Han & Ko, 2007)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
들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과 재방문 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태도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브랜드 신뢰는 소비자와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핵심요소

로서 신뢰성이 높은 상품이 신뢰성이 낮은 상품에 비하여

브랜드의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Goldberg & Hartwick, 1990; Lee, 
2005; Kim, et a; 2012). Herpen (2005)의 연구서는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 중 한정판매의 경우 소비자들이 소유의 특별함

때문에 독특한 욕구가 높아지며, 이는 태도를 자극해 구매
의도를 더욱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Lee, Suh & 
Yoon(2013)도 커피전문점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결
정요인, 만족,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브랜드
신뢰가 향상조절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들의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여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5. 브랜드 신뢰가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과 브랜드
태도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키는 조절효과를 가

질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로스리더마

케팅 요인과 브랜드태도, 재방문의도및브랜드신뢰에대
해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3.2.1.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

로스리더 마케팅이란 유인마케팅, 또는 미끼마케팅 등으
로 불리는 마케팅으로서, 외식기업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특
정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하는 판매촉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DeGraba, 2006). 외식산업에서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들
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정판매, 무한제공, 플러스 팩, 가격할인의
4가지 요인들을 로스리더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은 Lichtenstein, Netemeyer과 Burton(1990)이 사용한 측

정문항을 바탕으로 Choi(2015)이 문항을 개발,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한 로스리더 상품 측정항목을 본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2.2. 브랜드 태도

브랜드 태도란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느끼는 감정으

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이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평가로서 브랜드 선

택의 기준이 된다(Keller, 1993; Yang, Lee, & Lee, 2012). 측
정항목은 Yang, Lee와 Lee(2012), Oh와 Kang(2011)의 연구에
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4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3. 재방문 의도

재방문 의도는 구매한 제품이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방문 및 이용 후 상품서비스의 유

용함을 주변인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심리상태

나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Lee & Jang, 2010). 고객의 재방
문 의도의 측정항목은 Kwak과 Kim(2013), Ko와 Lee(2012)의
연구에서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4개 문항을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4. 브랜드 신뢰

브랜드 신뢰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형성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낀다면, 그들의 확신으로부터
특정 브랜드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Park, 2016). 브
랜드 신뢰의 측정항목은 Kim과 Kim(2011), Kim, Kwon과
Lee(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4개 문항
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외식기업의 로스리더 마케팅과 브랜드 태도, 
재방문 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신뢰의 조절효과와 브랜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본을선정

하고 분석하였다.
앞서 도출된 설문항목에 대한본 조사에 앞서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 문항의 오류 및 잘
못된 요인들에 대해 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고, 설문지를 최
종 완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2014년 7
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경기 지역 외식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

포․회수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상점이 발견된 설문지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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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4부(83%)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해 활용한 설문지는 총 334부
로,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해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248명(74.3%)으로 남성보
다 많았고, 30대가 163명(4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 소득수준은 200～300만원까지가 61.9%로 가장 많았
으며, 외식 1회 당 비용지출은 1만 5천 원 이상이 가장 많았
다. 또한 외식 빈도는 월평균 2～4회가 가장 많았으며, 주당
2～4회도 26%로 나타났다(Table 1).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
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수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소수 몇 개의 잠재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

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
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타당성이 있
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
성분법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멕스 회전
을 실시하였다. 베리멕스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 간
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의 수용기준은

엄격한기준은 0.40 이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40 이
상을 기준으로하여 직각회전방법 중베리멕스회전을 사용

하여 도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요인분석 결과를 어느 정
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내적일관성은
동일한 개념을특정하기위하여 여러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
외시킴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다. 이때 일반적
으로 Cronbach’s α 계수값이 0.7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각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결과,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은 총
24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적재
값이 0.4 이하, 또는 신뢰도를저해하는요인으로나타나, 이
를 제거하고 총 16개 문항,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4.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해변

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관련성을 도출하는 피어슨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
으며,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 간의 관계방향성 역시 모두 정(+)의 상

Characteristic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86 25.7

Female 248 74.3

Age

20～29 54 16.2

30 ～39 163 48.8

40～49 58 17.4

50～59 59 17.7

Income
(￦10,000)

Under 200 100 29.9

201～300 107 32.0

301～400 53 15.9

401～500 44 13.2

501～600 20 6.0

Over 600 10 3.0

Expenditure 
cost

(￦10,000)

Under 0.5 2 0.6

0.5～0.7 11 3.3

0.7～1 37 11.1

1～1.5 128 38.3

Over 1.5 156 46.7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9 5.7

College graduate 108 32.3

University graduation 175 52.4

Master 32 9.6

Job type

Student 5 1.5

Employee 214 64.1

Self-employment 10 3.0

Housewife 52 15.6

Inoccupation 53 15.9

Eating out 
frequency

Less than once a month 1 0.3

2 to 4 times a month 238 71.3

2 to 4 times a week 87 26.0

5 to 6 times a week 8 2.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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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Measur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 
α

Price
discount

A01 I think a discount event can be the reason for using restaurant brands. .851

3.457 0.906

A02 I tend to buy a restaurant brand that uses discount events. .834

A03 I am more likely to purchase a restaurant brand that has a discount event compared to others. .599

A04 I think it is better to use the restaurant brand that makes discount events as much as possible. .730

A05 I value a discount even when I eat out. .701

Limited
sales

A06 I can think the limited sale product is the reason for using the restaurant brand. .689

3.210 0.892
A07 I tend to buy a food service brand. for limited sales. .890

A08 I am more likely to buy limited-sale items than others. .848

A09 I think it is better to purchase limited-sale products as much as possible. .821

Plus
pack

A10 I think the plus pack product can be the reason for using the restaurant brand. .782

3.117 0.849
A11 I am more likely to buy the restaurant brand that sells plus pack products than others. .609

A12 I think the plus pack event important even when I eat out. .725

A13 Before I go out to eat, I look up information about the plus pack sales. .763

Infinite
offer

A14 I think the infinite offer can be the reason for using the particular restaurant brand. .738

3.030 0.854
A15 I tend to buy a restaurant brand that gives the infinite offer. .838

A16 I am more likely to purchase a restaurant brand that sells the infinite offer compared to others. .785

A17 I think it is better to purchase the infinite offer brands as much as possible. .664

KMO=.853, Approximated-χ2=4,817.615, df=136,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75.376%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loss leader marketing

Factors Measur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 α

Brand 
attitude

B01 I have an interest in this restaurant. .820

2.936 .871
B02 I prefer this restaurant to other restaurants. .887

B03 I think this restaurant is attractive. .840

B04 I am generally positive about this restaurant. .877

KMO=.833, Approximated-χ2=690.471, df=6,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73.392%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brand attitude

Factors Measur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 α

Revisit 
intention

C01 I will continue to visit this restaurant from now on. .844

3.084 .898
C02 I will choose this restaurant if I have a chance to eat out. .906

C03 I will recommend this restaurant to the people around me. .848

C04 I will talk to people around me positively about this restaurant. .913

KMO=.761, Approximated-χ2=893.477, df=6,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77.097%

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revisi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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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Measur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 α

Brand 
credibility

T01 This restaurant always meets my expectations. .785

3.084 .898
T02 This restaurant offers safe food ingredients. .855

T03 This restaurant is comfortable. .757

T04 This restaurant offers reasonable prices. .790

KMO=.626, Approximated-χ2=514.574, df=6,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63.625%

Table 5.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brand credibility

Variable Limited sales Infinite offer Plus pack Price discount Brand attitude Brand credibility Revisit intention

Limited sales 1 　 　 　 　 　

Infinite offer .44*** 1　 　 　 　 　

Plus pack .48*** .58*** 1　 　 　 　

Price discount .52*** .60*** .64*** 1　 　 　

Brand attitude .36*** .25*** .13* .31*** 1　 　

Brand credibility .20*** .19*** .27*** .26*** .63*** 1　

Revisit intention .40*** .17** .23*** .28*** .74*** .63*** 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관관계를 보여구성개념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설의 유

의성과 방향성 모두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법칙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상관
계수가 0.9 이상인 변수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성도 확보되었다(Song, 2015).

4.4.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4.4.1.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이 재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로스리더 마케팅의 하위요인 4가지 중 한정판매는 t값 5.842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E. Beta Tolerance limit VIF

(Constant) 2.232 .192 -　 11.611*** .000 -　 -　

Limited sales .276 .047 .355  5.842*** .000 .685 1.459

Infinite offer -.066 .064 -.068 -1.025 .306 .568 1.762

Plus pack .016 .064 .017   .248 .805 .508 1.967

Price discount .114 .066 .126  1.733 .084 .478 2.092

R2=.169, adj R2=.159, F=16.684(df1=4, df2=329), p=.000, DW=1.610

Table 7. Regression analysis between loss leader marketing and revisit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 Revisit intention)

(p=.000)으로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무한
제공과 플러스팩, 가격할인 등나머지 3가지 요인들은재방
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연구에서설정한가설 2, 로스리더마케팅요인이브랜
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로
스리더 마케팅의 하위요인 4가지 중 한정판매 t값 4.928(p= 
.000), 가격이벤트 t값 3.189(p<.001)로 2가지 요인 모두 브랜
드 태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플러스 원은 t값 -3.268(p<.001)로 브랜드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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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E. Beta Tolerance limit VIF

(Constant) 2.437 .162 　- 15.024*** .000 -　 　-

Limited sales .196 .040 .298  4.928*** .000 .685 1.459

Infinite offer .097 .054 .119  1.790 .074 .568 1.762

Plus pack -.176 .054 -.229 -3.268** .001 .508 1.967

Price discount .176 .055 .231  3.189** .002 .478 2.092

R2=.177, adj R2=.167, F=17.743(df1=4, df2=329), p=.000, DW=1.876

Table 8. Regression analysis between loss leader marketing and brand attitude (Dependent variable : Brand attitude)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한제공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스리더 마케팅
중 한정판매와 가격할인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플러스 팩은 브랜드 태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4.3. 브랜드 태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연구에서설정한가설 3, 브랜드태도가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브랜드 태도
의 t값은 19.971(p=.000)로 재방문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E. Beta Tolerance limit VIF

(Constant) .355 .149 -　 2.382* .018 -　 -　

Brand attitude .871 .044 .739 19.971*** .000 1.000 1.000

R2=.546, adj R2=.544, F=398.855(df1=1, df2=332), p=.000, DW=2.012

Table 9. Regression analysis between brand attitude and revisit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 Revisit intention)

Mod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
value

Model 
summaryB S.E. Beta

Level 1 Brand 
attitude

(Constant) 2.664 .105 25.368 .000
adj  =.126

Limited sales .236 .034 .358  6.987 .000

Level 2 Revisit 
intention

(Constant) 2.365 .122 - 19.452 .000
adj  =.156

Limited sales .309 .039 .398  7.909 .000

Level 3 Revisit 
intention

(Constant) .101 .185   .544 .587

adj  =.476Limited sales .221 .031 .284  7.021 .000

Brand creditability .776 .054 .578 14.275 .000

Table 10. Mediating effect of brand attitude in relationship between limited sale and revisit intention 

4.5. 브랜드 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본연구에서는로스리더마케팅과재방문의도의관계에서

브랜드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매개역할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
건들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유의
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는 반드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독립변수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보다
회귀계수가 감소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로스리더 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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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매만 종속변수인 재방문 의도와 매개변수인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인 브랜드 태도가
재방문 의도에유의한 영향을 미쳤기때문에 한정판매와 재

방문 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1단계 모형에서 한정판매는 매개변수인 브랜드 태도에
t값 6.987(p=.000)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 모형에
서 한정판매는종속변수인재방문의도에도 t값 7.909(p=.000)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 모형에서 매개변수인 브
랜드 태도가 투입된 후 한정판매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t값 7.021로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
향력이 2단계에비해 .888가량 조금 낮아진 것을 알수있다. 
따라서 한정판매와 재방문 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태도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태도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한 Sobel 검정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Z=6.550(p<.01)
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6. 브랜드 신뢰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로스리더 마케팅요인과브랜드태도의관

계에서 브랜드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1단계

Division
Level 1 Level 2 Level 3

B(SE) Beta t-value B(SE) Beta t-value B(SE) Beta t-value

Limited sales .196(.040) .298 4.928 .175(.031) .266 5.677 -.724(.197) -1.098 -3.675

Infinite offer .097(.054) .119 1.790 .099(.042) .121 2.356 -.622(.187) -.760 -3.335

Plus pack -.176(.054) -.229 -3.268 -.253(.043) -.329 -6.007 -.231(.272) -.301 -.851

Price discount .176(.055) .231 3.189 .117(.046) .153 2.715 -.265(.264) -.346 -1.003

Brand creditability .686(.046) .602 14.854 -1.179(.242) -1.035 -4.876

Limited sales ×
Brand credibility  .286(.060) 1.691 4.735

Infinite offer × 
Brand credibility .228(.509) 1.235 3.851

Plus pack × 
brand credibility .014(.086) .078 .157

Price discount × 
Brand credibility .076(.084 .458 .905

R2   .167   .501   .616

△R2   .331***   .118***

F 17.743 67.797 60.309

* p<.01, ** p<.05, *** p<.001.

Table 11.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brand credit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ss leader marketing 
and brand attitude (Dependent variable:  Brand attitude)

에서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과 브랜드 신뢰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앞서제시한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한정판

매와 가격할인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플러스 팩은 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한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조절변수인 브랜드 신뢰 항
목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무한제공 역시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설명력)가 33% 이상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항목의 상호작용효과인 상
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에서도 R2가 11.8%상승했으
며, 한정판매와 브랜드 신뢰의 상효작용효과가 정(+)의 유의
한 영향(t=4.735)을 미치고 무한제공과 브랜드 신뢰의 상호
작용 역시 정(+)의 유의한 영향(t=3.851)을 미쳐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연구는외식업체로스리더마케팅 요인들이 브랜드 태

도와 재방문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신뢰의 조절효과에 대

한 연구로서, 향후 기업들이나 외식업 공급자들에게 좀 더
세밀한 마케팅 경영전략을수립하고, 효과적으로사용, 관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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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통한 연구의 결과및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리더 마케팅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한정판매만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무한제공, 플러스 팩과 가격할인 등 나머
지 3가지 요인들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판매가 가지는 요소의 특성
인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여, 심리적 압박
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 소비현상

으로 이어지게한다. 이것은향후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를가져올수도있다. 이러한상품들은향후에도재구
매하고자하는 의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치와 품격, 특별
한 혜택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적으로모색해야할필요가있다. 가령, 매주불특정시간에
특별한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한정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면, 고객들은 해당 이벤트를 활용하기 위해 매장에 자
주 들르거나 매장의 정보, 상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
하고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성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즉

각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구매의도를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
하게 만드는 결과를 도출한 Kelman(1953), Kenishinky(1982), 
Baek, Ryu와 Han(2017) 등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둘째,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들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정판매와 가격할인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플러스 팩은 브랜드 태도
에 부(-)의 영향을, 무한제공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격할인 마케팅이 고객
만족과 재방문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친다는 Byun, Kim
과 Kim(2013), Lee와 Kim(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따
라서 다양한 가격 이벤트는 기업이나업체가 이윤만을 추구

하기 보다는 고객들에게보다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

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방안으로서 한정판매와가격이벤트 전략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플러스 팩은 부(-)의
영향을 미쳤는데, 약간의 가격할인 정도는 괜찮지만 1+1 등
추가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 가치나

브랜드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판매촉진이나 이벤트들이 긍정적 효과에 연관되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플러스

팩 전략이 브랜드 태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러스 팩은 덤으로 제공, 또는 대폭적
인 가격혜택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 덤으로 하나를더 주
거나 대폭적인가격할인을 단행하는 제품이나 상품은 그 품

질이나서비스에의문을가질수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Gwinner, Kevin, Gremler과 Bitner(1998)는 무료제공은 소비
자들로 하여금 판매업체나 상품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Park과 Suk(2016)의 연
구논문에서도 소비자들이 플러스 팩보다 가격할인을 더 선

호하는 경향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Lee와 Zhang(2016)의 연
구에서도 판매촉진 수준이 높을 경우, 플러스 팩보다 가격
할인 판매촉진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다

는 결과로 보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플러스 팩의 효과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식기업에서 상품의
품질은 건강이나 맛과직결되기때문에 브랜드의 가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

략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브랜드의 태도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 태도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영향력은매운큰것을알수있었다.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이용하며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면, 다시 그 특정브랜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있었으며, 긍정적인 브랜드태도형
성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재방문의
의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브랜드 태도가 재
방문의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Dodds, Monroe와
Grewal(1991), Jhun과 Lee(2010)의 연구들을 지지한다. 합리
적 행동이론 등 소비자들의 행동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에서

신념과 태도가 의도 및 실제 행동을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진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브랜드 태
도는 꾸준한 재방문 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스리더 마케팅 중 재방문 의도에 직접적으로영향

을 미치는 것은 한정판매뿐이지만,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정판매와 가격할인을 잘 활용하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정적인 마케팅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로스리더 마케팅의 하위요인인 한정판매와 재방

문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태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브랜드 태도는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의 재방문 및 재이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가격할인은 브랜드 태도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태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정판매는 브랜드 태도의 영
향력을 함께 고려한 상황에서도재방문 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정판매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객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한정 상품
이나 메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방문 및 재이용 의도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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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로스리더 마케팅 요인들과 브랜드 태도의 관계에

서 브랜드 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브랜드 신뢰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브랜드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최근
식재료와 외식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살충제계란파동, 유럽형 E형 감염, AI, 구제역등)에서
브랜드신뢰의 중요성은 더강조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따
라서 브랜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원산지 표기, 
식품관리 인증 등)을 통해 브랜드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이
와 걸맞은 로스리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성

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식업체에서 로스리더 마케

팅 요인들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한정판매와 가격할인을 활

용한 마케팅전략을 선호하였고, 이는 브랜드 태도를 향상시
키고 재방문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

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접목하여 경
영전략을 수립한다면, 향후 외식업체들의 브랜드 태도는 향
상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후 재방문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로스리더 마케팅은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마케팅 전략의 효과나 실제적 적용에 대해 다룬 논문들

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로스리더 마케팅과 관
련된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한 점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둘째, 외식산업에서 적용되는 로스리더 마케팅 전략의 측

정항목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연구가 거의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부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측정한 로스리더 마케팅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타당성

과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관련된 연구에 측정항목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 한정판매를 제외하고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많이

활용되는 로스리더 마케팅이 재방문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이나 플러
스 팩, 무한제공과 같은 마케팅 전략이 일시적인 고객의 증
가는 불러오지만 꾸준한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이 아니라

는 점은 로스리더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이나 정책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및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로스리더 마케팅 전략이 본 연구에서도 제시한 것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로스리더 마케팅에 대한 개
념이나 구성요소에 대한정확한 정립이 아직 부족하므로 로

스리더 마케팅에 대한 구성요소와 측정항목을 도출하는 연

구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로스리더 마케팅이 재방문 의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지만, 단기간의 마케
팅 전략의 경우 일시적인 방문의도의 향상이 가장 큰 목적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 의도나 구매의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등 즉시적인효과에 대한 변수와의관계를 검증하

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태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브랜드
태도를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변수들이존재하기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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