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5, No. 2, pp.1~11(2011)

1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Hwang SunJin, Tel.+82-2-760-0516, Fax.+82-2-760-0514

E-mail: sjhwang@skku.edu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유형의 적합성이

미용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고성현 황선진· *

경인여자대학 피부미용과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the Suitability of the Chronic

Regulatory Focus and the Advertising Message Type

on the Evaluation of the Beauty Product

Ko Sunghyun · Hwang Sunji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smetology, Kyungin Women's Colleg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uitability of the chronic

regulatory focus and the advertising message type on the evaluation of the beauty product.

In addition, feeling right while and individual is reading an advertisement is measured to

check the mechanism making the regulatory fit effect.

The experimental design was designed with the mixed design of 2(chronic regulatory

focus: promotion / prevention, between group) x 2(advertising message type: promotion

/prevention, within a group). 100 female university student subjects in their twenties in

Seoul and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asked to respond to questionnaires in the study.

The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on the collected data were done with SPSS WIN 12.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ory fit effect that when the individual chronic regulatory fit corresponds

to the advertising message focus each other in the advertising of a new beauty product,

the evaluation on the product is more positive could be checked. The promotio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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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of shampoo, the promotion focus group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 than the

prevention focus group and as for the prevention focus message, the prevention focus

group showed more positive results than the promotion focus group so that the effect of

regulatory fit appeared.

Second, when the regulatory fit effect appeared in the evaluation on the new beauty

product, the fit effect on the individual chronic regulatory focus and on the advertising

message focus also appeared in the measurement of feeling right. Hence, feeling right

could be checked by using the mechanism of the regulatory fit effect.

Key Words 성향조절초점 광고메시: Chronic Regulatory Focus( ), Advertising Message type(

지유형 촉진초점 방어초점), Promotion Focus( ), Prevention Focus( ), Feeling

감정의 적합성right( )

서 론I.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진출과 생활의 여유로움으

로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점점 높

아지고 있다 특히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서.

미 에 대한 관심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으로도( )美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뷰티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1)

국내뷰티산업은 년 유통시장개방이후 지속적1996

인 증가추세를 보여 연평균 화장품산업은, 9.2%,

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4.2% .2) 반면 국내 뷰티,

산업의 경쟁력과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

영업위주의 산업구조와 뷰티살롱대형화에 따른 양극

화현상은 경영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많.

은 뷰티산업체들은 차별화된 아이템개발은 물론 미

용관련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새로운 시장에 대

한 기회모색을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이유에서 뷰티

산업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마케팅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

뷰티산업은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공급자와 수

용자의 대면시간이 긴 특징과 함께 대부분의 미용제

품역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마케팅전략의 수립을 위해 고객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서비스산업의 마케팅연구들은. ,

소비자유형에 따라 다른 마케팅전략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호텔5)과

외식산업6)에 한정되어있으며 뷰티산업의 마케팅관,

련연구들은 뷰티살롱의 서비스품질7)과 브랜드8)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뷰티산업에서. ,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살펴본 마케팅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마케팅연구에서 제품과 소비자 그리고 판매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와. Yeo

Park9)은 브랜드확장상황에서 제품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향조절초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와Aaker Lee10)그리고 Kim11)은 개인의 조절초

점성향에 따른 광고메시지효과를 실험하였다 그 결.

과 개인의 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초점이 서로 일치

할 때 광고에 대해 더욱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조절,

초점적합성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케팅연구에서 조절초점이론을 살펴본 대

부분의 연구들12)13)14)은 기존에 출시된 브랜드 또는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실증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

다 더불어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

배경으로 감정의 적합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실제,

로 측정하여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신제품.

출시라는 판매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성향조절초점

에 따른 광고메시지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용신제품출시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고메시지효과를 개인의 성향

조절초점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 ,

에서 제시하였던 조절초점적합성효과의 배경으로 소

비자가 광고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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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합성을 직접 측정해보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광고메시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

되어져 왔지만 신제품판촉상황에서 개인의 성향조,

절초점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또한 조절.

초점적합성효과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을 직접 측정

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신제품을 대상으.

로 개인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유형의 상호작

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광고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적합성을 실증해 보고

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마케.

팅관련연구가 부족하였던 뷰티산업분야의 판촉상황

에 적용할 수 있는 광고메시지활용의 실무적 시사점

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II.

성향조절초점에 관한 연구1.

Higgins15)는 인간이 목표를 달성해서 유쾌함이나

안도함에 접근하려는 동기는 개인이 지닌 만성적 성

향에 따라 다르게 조절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러한 조절초점의 개인적 특성을 성향조절초점

이라고 하였다(chronic regulatory focus) .

Higgins16)17)의 연구에 의하면 성향조절초점은 개

인의 사회화과정속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안전.

과 처벌 손실 또는 무손실과 같이 결과에 따라 사,

회화된 사람들은 당위적 자기지침과 방어초점이 발

달된다 반면 성취와 보상 무보상과 같이 결과의. , ,

획득과 부재에 따라 사회화된 사람들은 이상적 자기

지침과 촉진초점이 발달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조.

절초점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긍정.

적 성과의 획득과 목표달성을 위해 열망 접근수단을-

사용하는 촉진초점 성향이다 다른(promotion focus) .

하나는 부정적결과의 회피와 안전추구를 위해 경계-

회피수단을 사용하는 방어초점 성(prevention focus)

향이다 그런데 성향조절초점은 개인의 성격과 같이.

잘 변하지 않는 만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상,

황적 조작을 통해 일시적으로 촉진초점이나 방어초

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18)

광고메시지와 조절초점 연구2.

소비자행동의 의사결정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안에 대해서도 전달되는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판단과 평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 와. Aaker Lee19)는 광

고메시지유형을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제품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편익

을 강조하는 촉진초점메시지와 제품사용을 통해 부

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어초점메시지이다.

그리고 포도주스의 광고메시지유형을 촉진초점메시

지와 방어초점메시지로 제작하여 개인의 성향조절초

점에 따른 광고메시지효과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초점이 서로 일치

할 때 광고에 대해 더욱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조절

초점적합성효과를 보여주었다.

과Wang Lee20)의 연구에서도 촉진성향의 사람들

은 치아미백을 제시한 촉진초점메시지에 더욱 호의

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방어성향의 사람들은.

충치예방을 제시한 방어초점메시지에 대해 더욱 호

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절초점적합성효과는 청소년 금연광고21)와 작업수

행22)에 대한 실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

은 제시되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메시지에 대해 옳다 틀리. ‘ -

다 또는 좋다 나쁘다로 표현된다 따라서 개인의’, ‘ - ’ .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초점이 서로 일치할 때

광고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을 느끼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평가가 더욱 호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23)

결과적으로 조절초점적합성이 높을수록 메시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되고 내용에 대한 믿음,

도 높아져 대상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24) 그러므로 조절초점적합성은 전

달되는 메시지가 개인의 목표와 같은 방향을 지지할

때 발생하며 소비자의 선택에 일시적 가치 또는 중,

요성을 변화시킨다.25)

가설설정3.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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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

의 메시지초점이 제품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출시되는 미용신제품에

대해 고객의 성향조절초점과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메시지유형간의 원 상호작용효과를 가설화한다 구2 .

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성향조절초점은 소비자,

의 평소생활태도를 중심으로 성취와 도전 획득성향,

이 강한 촉진초점성향과 손해를 회피하고 안전을 추

구하려는 성향이 강한 방어초점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미용신제품을 소개하는 메시지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제품의 긍정적인.

효능을 강조하며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의 촉진

초점메시지이다 다른 하나는 제품사용을 통해 위험.

을 회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방어초점메시지

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용신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성

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유형의 상호작용효과를 예

상한다 즉 평소에 촉진성향이 강한 소비자의 경우. ,

미용제품을 소개하는 광고에서도 위험에 대한 예방

을 강조하는 방어초점메시지보다는 제품사용의 혜택

을 강조한 촉진초점메시지를 더 선호할 것이다 반.

면 평소 방어적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촉진초점메,

시지보다는 자신의 조절초점성향과 같은 방향의 방

어초점메시지의 제품에 대해 더 큰 선호를 보일 것

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

유형의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다.

가설1: 촉진초점메시지에서는 방어초점성향자보다

촉진초점성향자의 제품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

날 것이다.

가설2: 방어초점메시지에서는 촉진초점성향자보다

방어초점성향자의 제품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

날 것이다.

한편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

으로 개인이 광고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의 적합성을 측정하여 조절초점적합성효과에 대한

메카니즘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미용신제품을 안내.

하는 광고에서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유형의 상

호작용효과 나타나게 되면 광고를 읽어가는 과정에,

서도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초점이 서로 일치할

때 감정의 적합성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감정의 적

합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

타난다는 가설을 예상한다.

가설3: 미용신제품평가에서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광고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에

서도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유형의 상호작용효

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구방법III.

변수의 조작과 측정1.

성향조절초점1)

개인의 성향조절초점은 가 제시하고 조혜Higgins

정26)이 사용하였던 성향조절초점척도에 기초하여 방

어적 생활태도에 대한 문항과 촉진적 생활태도에5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5 10 .

측정은 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방어적 생활태도에7 ,

대한 문항은 역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문항은.

평균값을 산출하고 중위수를 기준 으로(median split)

개의 집단인 방어초점성향과 촉진초점성향으로 구2

분하였다.

광고메시지유형2)

광고메시지의 조작은 미용을 전공한 전문가집단 5

명의 표적집단면접 를 통해 샴푸제품에 대한 방FGI( )

어적 성향과 촉진적 성향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샴푸에 대한 방어초점메시지는 탈모예방 두피‘ ’, ‘

트러블예방 모발건조와 부서짐 방지에 대한 내용’, ‘ ’

으로 광고메시지를 조작하였다 촉진초점메시지는.

모발의 성장과 수명연장 모발의 탄력과 윤기강‘ ’, ‘

화 두피와 모발의 건강강화의 내용으로 광고메시’, ‘ ’

지를 조작하였다 광고메시지조작에 대한 조작점검.

을 위해 광고내용에 대해 긍정적 결과에 대한 지향‘ ’

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회피의 동의수준을 점척‘ ’ 7

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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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적합성3)

조절초점적함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개

인이 느끼는 감정의 적합성은 와Lee Aaker27) 그리

고 외Cesario 28)가 사용하였던 문항 광고를 읽는5 (‘

것이 쉬웠다 광고를 이해하는 것이 쉬웠다 광고’, ‘ ’, ‘

문구는 내 성향과 일치한다고 느꼈다 광고내용은’, ‘

믿을만하다 광고내용은 타당하다 을 점척도로’, ‘ ’) 7

측정하였다.

제품평가4)

미용신제품인 샴푸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와Yeo

Park29)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제품3 . ‘

이 좋을 것 같다 호감이 간다 사용해보고 싶다’, ‘ ’, ‘ ’

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점척도 전혀그렇지않다, 7 ( -1

점 매우그렇다 점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 .

실험대상과 분석2.

본 연구는 미용신제품을 대상으로 조절초점적합성

효과를 실증하고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

는 배경으로 감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는 대중.

적인 미용제품으로 신제품의 차별적 특성을 부각시

킬 수 있는 샴푸제품을 대상으로 조절초점적합성효

과를 실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실험디자인은 표 에서와 같< 1>

이 성향조절초점 촉진초점성향 방어초점성향2( : / ,

광고메시지유형 촉진초점메between factor) × 2( :

시지 방어초점메시지 혼합디자인으로/ , within factor)

설계되었다.

실험은 서울과 수도권의 여자대학생 명을 대100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총 부가 분, 92

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예비조사와.

표 실험 디자인< 1> 2×2

메시지초점

성향초점
촉진초점메시지 방어초점메시지

촉진초점성향 촉진초점성향촉진메시지‐ 촉진초점성향방어메시지‐
방어초점성향 방어초점성향촉진메시지‐ 방어초점성향방어메시지‐

본 조사를 포함하여 년 월부터 년 월2009 12 2010 3

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30 , SPSS

을 이용하여 집단간 평균값 비교와 변수간WIN12.0

의 상호작용효과를 보기위해 분산분석 을 실(ANOVA)

시하였다 또한 감정의 적합성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ANCOVA) .

실험절차3.

피험자들에게 본 조사는 새롭게 출시될 미용신제

품에 대한 소비자반응조사임을 안내한 후 실험을 실

시하였다 실험진행순서는 먼저 피험자들을 대상으. ,

로 샴푸제품에 대한 평소태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평소 샴푸에 대한 관심과 사용희망 사용정도를 점, 7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새로 나온 샴푸제품을.

안내하는 두 개의 광고메시지 촉진초점 방어초점 에( / )

대한 내용을 읽고 신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진행하였다 신제품에 대한 평가를 끝낸 후에는 피.

험자들의 평소생활태도에 대한 설문을 안내하고 성

향조절초점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내용.

에 대한 감정을 설문하여 광고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적합성을 측정하였다.

변수의 조작점검4.

신뢰도분석1)

본 실험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와 같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문항의< 2> .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 이상으로 나타났다=0.7 .

피험자들의 조절초점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10

개의 문항 중 내적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제외한1 9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0.71 .

문항들의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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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측정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2>

측정문항 문항 수 신뢰도(cronbach's )⍺
제품에 대한 평소태도 3 0.741

성향조절초점 9 0.710

제품평가 3 0.892

감정의 적합성 5 0.847

표 광고메시지유형에 대한 조작점검의 평균값 비교< 3>
M(SD)

구 분 방어초점메시지 촉진초점메시지 t

부정적 결과의 예방제시정도 4.83(1.25) 4.09(1.27) 9.768***

긍정적 결과의 획득제시정도 4.09(1.18) 4.88(1.22) 10.778***

***p<.001

표 성향조절초점집단의 평균값< 4>

구 분 N M(SD)

방어초점성향 49 3.48(0.72)

촉진초점성향 43 5.05(0.76)

표 샴푸제품에 대한 평소태도 비교< 5>

구 분 N M(SD) t

방어초점성향 49 6.08(.678)
.036

촉진초점성향 43 6.07(.867)

광고메시지유형의 조작점검2)

실험에 사용된 광고메시지유형은 방어초점메시지

와 촉진초점메시지로 조작하였다 각각의 광고메시.

지에 대해 제품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

과에 대한 획득을 제시하는 정도와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과 같다 부< 3> .

정적결과에 대한 예방제시정도는 방어초점메시지

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M=4.803) . ,

긍정적결과의 획득제시정도는 촉진초점메시지(M=

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4.880) .

험에 사용한 두 개의 광고메시지조작은 성공적이었

음을 알 수 있다(p<.001).

성향조절초점3)

성향조절초점은 피험자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바탕

으로 성향조절초점을 측정한 후 인덱스를 구한 후

중위수 를 기준으로 방어초점성향과 촉진초점(4.21)

성향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따라서 촉< 4>.

진초점성향 이 방어초점성향 에 비(M=5.05) (M=3.48)

해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실험제품에 대한 평소태도 점검4)

가설검증에 앞서 성향조절초점집단에 따른 샴푸제

품에 대한 평소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 5>

다 이것은 실험제품에 대한 평가 호감 구매의도 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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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평소태도를 측정하여 비

교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사전태도가 제품평가의 결

과를 이끌었다는 대안설명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분.

석결과 샴푸제품에 대한 사전태도는 성향조절초점집

단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

험을 위한 제품선택은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IV.

미용신제품 샴푸 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 )

해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ANOVA) < 6>

다 분석결과 광고메시지유형과 성향조절초. ANOVA ,

점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광고메시지유형과 성향조절(F=9.117, p<.01).

초점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상호

작용효과는 더욱 강하게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미용신제품평가에 대한 가설 과 가설 의 결과를1 2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의 제품평< 7>

가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방어성향자들은 촉,

진초점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보다 방어초(M=4.78)

점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의 제품평가가 더(M=5.0)

표 샴푸제품평가에 대한 분석결과< 6> ANOVA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향조절초점(A) .172 1 .172 .088

오차 176.188 90 1.958

광고메시지유형(B) 1.202 1 1.202 1.721

A*B 6.369 1 6.369 9.117**

오차 62.870 90 .699

**p<.01

표 샴푸제품평가에 대한 평균값 비교< 7>
M(SD)

구 분
성향조절초점 유형

계
방어성향(n=49) 촉진성향(n=43)

광고메시지

유형

방어초점메시지 5.00(1.13) 4.57(1.12) 4.79

촉진초점메시지 4.78(1.04) 5.10(1.30) 4.94

계 4.89 4.83

욱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촉진성향자의 경우에서는. ,

방어초점메시지 보다 촉진초점메시지(M=4.57) (M=5.

에서 제품에 대한 평가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결10)

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절초점적합성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과 같이 상호작. < 1>

용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설 과 가설 는 모두 지지, 1 2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Wang Lee30) 그리고 와Aaker

Lee31)의 연구에서와 같이 광고메시지초점과 소비자

의 성향조절초점이 서로 일치할 때 소비자평가가 더

욱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용신제품인 샴푸광고에서도 조절초점

적합성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미용신제품에 대한 판촉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초점이 서로 일치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

으로 피험자들이 광고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적합성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향조절초점과 광< 8> ,

고메시지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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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4

4.5

4.6

4.7

4.8

4.9

5

5.1

5.2

방어메시지 촉진메시지

광고유형

제
품
평
가

방어초점

촉진초점

그림 샴푸제품평가 비교< 1>

표 감정의 적합성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8> ANOVA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향조절초점(A) .365 1 .365 .268

오차 122.752 90 1.364

광고메시지유형(B) .955 1 .955 2.137

A*B 7.842 1 7.842 17.554***

오차 40.204 90 .447

**p<.001

표 감정의 적합성에 대한 평균값 비교< 9>
M(SD)

구 분
성향조절초점 유형

계
방어성향 촉진성향

광고메시지

유형

방어초점메시지 4.21(1.05) 3.88(.80) 4.05

촉진초점메시지 3.93(.94) 4.44(.96) 4.19

계 4.07 4.16

수 있다(F=17.554, p<.001).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가 광고를 읽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적

합성이 성향조절초점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비교해보았다 표 의 결과를 살펴보면 방어. < 9> ,

적성향의 사람들은 방어초점메시지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 을 촉진초점메시지 에 비해(M=4.21) (M=3.93)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촉진적성향. ,

인 사람들은 방어초점메시지 보다 촉진초점(M=3.88)

메시지 에 대해 감정의 적합성을 높게 평가(M=4.55)

하였다.

따라서 피험자가 광고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감

정의 적합성이 샴푸제품평가에 나타난 조절초점적합

성효과를 이끌게 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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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샴푸제품평가에 대한 분석결과< 10> ANCOVA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방어메시지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A)
25.087 1 25.087 21.992***

촉진메시지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B)
12.981 1 12.981 11.379**

성향조절초점(C) .228 1 .228 .200

오차 100.385 88 1.141

광고메시지유형(D) .112 1 .112 .234

A*D 13.735 1 13.735 28.660***

B*D 17.246 1 17.243 35.980***

C*D .210 1 .210 .438

오차 42.173 88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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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10> ANCOVA .

를 살펴보면 표 에서 나타난 성향조절초점과, < 6>

광고메시지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표 에서는< 10>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F=.438, p>.05).

따라서 광고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이 샴푸제품평

가에서 나타난 조절초점적합성효과를 이끌게 된 매

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험자들은 자신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초점

이 서로 일치할 때 광고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을 느

끼게 되고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를 더욱 긍정적,

으로 유도하는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와. Lee

Aaker32)33)그리고 와Cesario Higgins34)의 주장처럼,

성향조절초점과 메시지초점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메

시지에 대한 유창성지각에는 차이가 있으며 광고에,

대한 믿음과 타당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가설 은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

결 론V.

연구의 의의1.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유형

의 적합성효과를 미용신제품평가에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개인의 성향조절초점에 따라 광고메시지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의 차이를 측정하여 조절

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연구하였

다.

연구결과 미용신제품인 샴푸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상황에서 조절초점적합성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 ,

메시지초점이 서로 일치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는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미용신제품의 판촉상황에서 방어초점성향자에

게는 촉진초점의 광고메시지보다 방어초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우호적인 제품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촉진초점성향자에게는 방어초점메시지. ,

보다는 촉진초점의 광고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이 제

품평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판촉전략이라는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안해 본다.

한편 이러한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

는 배경은 개인이 광고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향조절초점과 광고메시지초점

이 서로 일치할 때 광고에 대한 감정의 적합성을 느

끼게 되고 따라서 광고에 대한 믿음과 타당성을 높,

게 평가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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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미용신제품의 판촉상황에서 더욱

호의적인 제품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전략의 마케팅적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광고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

정의 적합성을 직접 측정하여 조절초점적합성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증명해 보인 것은 본 연구만

의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2.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피험자는 수도권지역의 대 여, 20

대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

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미용제품은 샴푸제품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미용제

품에 대한 실험은 물론 미용서비스에 대한 확장연구

의 필요성도 제안해 본다.

셋째 후속연구로 성향조절초점집단에 따른 인구,

통계적 특성과 차이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결과,

에 대한 실무적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연령과 소비자

변수를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실증하고 다른 분석방,

법을 이용한 다면연구의 필요성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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