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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스낵 양  규칙 에 른 점 정  조정 과를 살펴보고  하 다. 특히 본 연 는 2012

 전 연  비 를 하여 동 한 실험 계 하에  규칙  는 극물  ‘ 한 칩’  정하 다.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1) 규칙적  극물에 도 점 정  조정 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 실험  결과는 제

 단  수에 른 수량 측치  차 가 통계적  한 , 본 연 에 는 통계적 률   게 나타나 

제  규칙  수량  측용  여 휴리스틱  한 편향  단  상당히 감 하고  알 수 었

다. 2) 규칙적  극물에 도 언어적 정보  가제공  점 정 과는 차 가 어들었 나 그 상 용

과는 통계적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원  다르게 나타났다. 는 규칙 에 른 점 정  과, 첫 

째 연 문제에 한 검 결과를 강 시 주는 것  해 해 볼 수 다. 3) 규칙적  극물에 도 지 하정도

 상 용 과는 통계적  하 다. 그러나  결과도 전실험  결과 는 전  다른 미( 지과 하에 

한 편향  단  )를 제공한다. 본 연 는 전  한계점  극복한다는 측 에  그리고 지나친 지과 하는 

편향  단  히  강 할 수 다는 점에  마  전략적 시사점  제공하고 다.

주제어 : 언어적 정보, 점 정  조정, 지 하정도, 규칙 , 키지 제  단  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anchoring and adjustment according to regularity 

of snack's shape. Especially this study choose 'choco chip' as a snack with regularity to compare with 2012'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nchoring and adjustment also appears in 'choco chip' 
with regularity. But statistical meaning is different from the result of prior study. 2) The difference of 
anchoring effect reduced according to additional verbal information in 'choco chip' with regularity. but has no 
statistical meaning of interaction effect. However the causes of two results are different. 3) The interaction 
effect of cognitive load(without vs. moderate vs. high) is meaningful statistically.  difference of anchoring effect 
reduced according to additional verbal information in 'choco chip' with regularity in 'choco chip' with regularity. 
This study provides strategic implication that it overcomes the limitation of the prior resuarch and may 
reinforce the biased judgement by cognitive over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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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으로 경제학에서는 합리 소비자를 가정한다.

즉, 소비자는 재 주어진 정보 는 안(current asset)

을 바탕으로 선택에 따른 결과와 그 결과가 나타날 확률

을 고려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많은 소비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비합리 인 의사결

정을 한다. 를 들어 의사결정자의 직 [11]이나 습 ,

는 신념[13] 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안을 선택하는 등의의사결정은 비합

리 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며 휴리스틱(heuristic) 의사결

정이라 한다[15]. 특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

혹은 기 값으로 설정하고, 자신의생각이나 단, 추

가 인 정보탐색 등을 통해 그 값을 조정해 나가는데 이

를 ‘기 설정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 휴

리스틱’이라한다[1,5,9]. 많은 기업들 는 마 터들은포

장재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의휴리스틱을 유도해

내고 유도를 통해 제품에 한 이해 태도를 정 으

로 향을 주어 궁극 으로 구매행동을 유발한다. 이러

한 의미에서 포장재 이미지는 매우 요한 마 도구

이다[2].

자들은 2012년 연구에서 ‘고래밥’ 스낵을 자극물로

하고 포장지에 그려진 스낵의 개수를 조작함으로써 기

설정 조정 휴리스틱을 검증한바 있다. 한 이

연구에서는 언어 정보와 인지부하가 조정과정을 통해

휴리스틱으로 인한 오류나 편향을 감소시켜주는 결과도

확인하 다. 한 2013년에는 호텔을 상으로 등 표시

(무궁화 는별의 개수)의 기 설정 조정 휴리스틱

을 확인하고 친숙성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 즉 친숙

한 호텔의 경우에는 그 호텔에 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기에 등 의 심상화(imaginability)를 통한 휴리스틱

의사결정은 나타나지 않았다[3]. 특히 2012년[2]포장지의

제품개수에 한 기 설정 조정효과를 확인하면서

자들은 포장지를 활용한 마 략이 효과가 감소되

거나나타나지 않을수 있는두 가지 한계 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그 첫 번째는 그 연구에서 내용

물 포장지의 이미지로 사용된 ‘고래밥’이 불규칙한 크

기 형태를 띠고 있어 편향(bias)된 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자극물이 일정한 는 규칙성 있는

크기 형태의 제품이었다면 기 설정 조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

장지를 투명 는 반투명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안의

내용물이 보여 지는 경우에 휴리스틱 효과의 발생여부

다. 왜냐하면 이처럼 기 설정 조정효과가 나타나

는 것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

으로 삼고 이후 확인편향성(confirmation bias)[7,12]이나

가설일치검증규칙(hypothesis-consistent testing)[6,8]에

따라 기 을 토 로 형성된 측치를 지지해 증거들

을 찾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극물이 일정한 규칙

성을 띠고 있거나 실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 손쉽게

기 ( 측치)을 설정할 수 있다면 오류나 편향된 단

은 그만큼 어들 것이라고 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Northcraft & Neale[10]는 휴리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된 단은 의사결정자가 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Wilson et al.[14]은 기 ( 기값) 설정(anchoring)의

존재를 실험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이를 고려하여

단하라고 지시하더라도 편향된 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

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크기 형태를띠거

나 실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하더라도 편향된 단

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향후 연구방향에 을

맞춰 불규칙 인 크기 형태를지니고있는 ‘고래밥’

신 일정한 크기를 띠고 있어 개수 측이 상 으로 용

이한 ‘ 한 쵸코칩’을 사용하여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이 실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크기 형태를 띠고 있는 스낵제품이라

고 하더라도 기 설정 조정 휴리스틱은 나타나는

가? 그리고 나타난다면 불규칙 인 자극물에 비해 그 효

과는 어드는가?

둘째, 언어정보와 인지부하가 기 설정효과를 조정

하는가? 조정한다면 불규칙 인 자극물에 비해 그 효과

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인지부하정도가 기 설정효과를 조정하는가?

조정한다면 불규칙 인 자극물에 비해 그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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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계

2.1 조사 상  실험 계 

본 연구의 연구역시 이 실험과 마찬가지로 포장지의

시각 이미지(제품단 수가 다르게 표 )에 따라 1) 제

품단 수를 다르게 측하는 기 설정효과를 확인하

고, 이러한 차이가 2) 언어 정보의 추가제공으로 감소

하는지, 3)인지부하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2(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

음(4) vs. 많음(7))×2(언어 정보의 추가제공: 무 vs.

유)×3(인지부하정도: 없음 vs. 간 vs. 많음)의 응답자간

실험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용하 다.

2.2 극물  정

이 실험연구와 방법으로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자

극물(이 실험연구에는 불규칙한 크기 형태를 지닌

스낵제품을 자극물로 선정)을 선정하기 한 사 조사를

진행하 다. 먼 20명으로 구성된 1차 표 집단 면

(FGI)을 통해 스낵제품 가장 심이 있거나 구매하고

자 하는 제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개씩 응답하도

록 하고, 그 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는 ‘ 한

코칩’을 선정하 다. 한 10명을 상으로 한 2차 사

조사를 통해 시각정보로 제공될 포장지 이미지( 한

코칩)의 제품 단 수는 4개와 7개로 결정하 다. 포장

지 이미지의 단 수를 4 vs. 7로 하 을 경우 기 설

정치( 측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 기 때문이다.

2.3 실험 상

본 연구는 주·경북·부산 소재의 학원· 학(교)·회사

를 직 방문하여 총 181명을 상으로 학업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들 설

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실험상의 지시를따르지 않

은 4부를 제외한 177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2.4 실험절차  변수측정

2.4.1 조 적 점검

본 연구는 이 실험과는 달리 일정한 크기와 형태(규

칙성)를 지닌 스낵제품의 기 설정 조정효과를 살

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실험에 사용된 ‘고래밥’과 본

연구에 사용된 ‘ 한 코칩’ 간에 규칙성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 이를 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 다.

Shape
total  p

Regular Irregular

Gorae bab 16 171 187 128.47 .000

Choco chip 148 29 177 80.00 .000

<Table 1> Regularity of stimulus

[Fig. 1] Regularity of stimulus

2.4.2 변수  측정

이 실험인 ‘고래밥’을 상으로 한 실험과 비교하기

하여 그 실험에서 사용한 변수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 다. 먼 ‘ 한 코칩’의 기 설정과 정보

제공유형에 따른 조정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제품단

수*정보제공유형별 피험자들에게 자극물의 포장지 이미

지를 보여 후 “포장지 안에는 얼마나 많은 ‘ 한

코칩’이 들어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개방형 답변을 작성

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언어 정보제공 인지부하 정도에 따른

기 설정 조정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각각의 다

른 실험환경을 제공하고 포장지 안의 제품 수에 한

측치를 제시하도록 하 다. 즉, 언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각 정보만 제공된 경우와 언어정보를 추가 제

공한 경우로 나 어 “포장지 안에는 얼마나많은 ‘ 한

코칩’이 들어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개방형 답변을 작

성하도록 하 다. 한 인지부하 정도는 Dewitte, Pan

delaere, Briers, Warlop & Mario[4]의 연구와 같이 곱셈

암산에 한 요구가 없는 경우(인지부하가 없는 경우)와,

한 자릿수의 곱셈을 암산하도록 요구한 경우(인지부하

정도가 간), 그리고 두 자릿수의곱셈암산을 요구한 경

우(인지부하정도가 높음)로 나 어 제품수의 측치에

한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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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3.1 규칙 과 점 정  조정

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먼 ‘일정한크기 형태를 띠고 있는 스낵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 설정 조정 휴리스틱은

나타나는지?’에 한 실증분석을 하여 제품 단 수가

다르게 표 된 포장지별로 각각의 측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Unit

number
N M S.D F P

4 87 11.63 8.43

3.43 .067 90 14.01 8.62

total 177 12.84 8.59

<Table 2> Forecasted quantity according to package

unit number

분석 결과,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 단 수

가 게 그려진 포장지보다 제품단 수가 많게 그려진

포장지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수량을 측하 으나 통

계 으로유의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한 칩,=14.01

 한 칩,=11.63   , p>.05).

다음으로 불규칙 인 자극물에 비해 그 효과가 어

드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이 실험의결과물과 비교하

여 보았다.

Irregular(Gorae bab) Regular(Choco chip)

[Fig. 2]  Comparison of Forecasted quantity according 

to Regularity

분석 결과, [Fig. 2]에서 알 수있듯이 이 실험(제품

의 크기 형태가 불규칙 인경우)의결과는 제품 단

수가 게 그려진 포장지보다 제품단 수가많게 그려진

포장지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수량을 측하 으며 통

계 으로도 유의하 다(고래 ,=166.63, 고래 ,=66.72

  , p<.05). 따라서 제품이 규칙성을 띠

고 있어 수량 측이 용이한 경우 휴리스틱으로 인한 편

향된 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언어정보  가제공과 점 정  조정

다음으로 언어 정보의 추가제공에 따른 수량 측치

의 감소여부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즉 제품 단

수 가다르게표 된포장지에 따라다르게나타난제

품 수량의 측치 차이가 추가 인 언어정보로 인해

어드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해 2(정보제공: 시각정

보 vs. 시각정보+언어정보)×2(포장재 이미지의 제품 단

수: vs.고)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

시하 다.

N M S.D F P

Visual

infor-

mation

4 26 9.69 5.76

2.51 .117 28 12.82 8.38

total 54 11.31 7.34

Visual

+verbal

4 26 11.19 6.92

.46 .497 28 12.60 8.16

total 54 11.92 7.55

<Table 3> Forecasted quantity according to 

            information type 

Sarce F P

Forecasted

quantity

information Type(A) .20 .65

Package unit number (B) 2.52 .11

A*B .36 .55

<Table 4> Information type*package unit number

(two-way ANOVA)

분석결과, <Table 3>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듯이 시각정보와 언어 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에 시각정보만 제공된 경우보다 포장지 이미지의 제

품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는 어들었으나 상

호작용효과(정보제공유형(A)*포장지 제품단 수(B))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4개: 시각=9.69,

시각 언어=11.19, 7개: 시각=12.82, 시각 언어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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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불규칙 인 자극물을 상으로 한 이 실

험의 결과물과 비교하여 보았다.

Irregular(Gorae bab) Regular(Choco chip)

[Fig. 3] Comparison of verbal Information according

to Regularity

분석결과, [Fig. 3]에서 알수 있듯이 이 실험(제품의

크기 형태가 불규칙 인 경우)의 결과 역시 시각정보

와 언어 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에 시각정보만 제

공된 경우보다 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에 한 수

량 측치의 차이는 어들었으나 상호작용효과(정보제

공유형(A)*포장지 제품단 수(B))는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5개: 시각=64.10, 시각 언어=76.56,

p<.01 25개: 시각=172.69, 시각 언어=153.50, p<.01,

A*B: p=.15). 그러나 불규칙 인 자극물을 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는 시각 정보만을 제공했을때나 언어 인

정보를 추가 제공했을 경우 모두 측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상호작용효과는 시각 정보만을 제공했을

때나 언어 인 정보를 추가 제공했을 경우 모두 측치

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지 하정도  점 정  조정

세 번째 연구문제는 규칙 인 자극물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인지부하정도가 기 설정효과를 조정하

는지? 조정한다면 불규칙 인 자극물에 비해 그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해 3(인

지부하정도: 없음 vs. 간 vs. 많음)x 2(포장지 제품 단

수 : vs. 고)의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5>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부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간정도인 경우에는

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에 한수량 측치의 차이

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지부하의 정도가 큰 경우

에는 오히려 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인지부하정도의

상호작용효과(인지부하정도(A)*포장지 제품단 수(B):

F=4.13, p<.05)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4개:

 지 하없 =11.40,  지 하 간=14.70,

 지 하 =16.87 7개:  지 하없 =13.10,

 지 하 간=15.93,  지 하 =26.30).

N M S.D F P

W/O

4 30 11.40 6.85

.77 .387 30 13.10 8.10

total 60 12.25 7.48

Moder-ate

4 27 14.70 8.78

.33 .567 30 15.93 7.16

total 57 15.35 7.92

High

4 30 16.87 7.17

12.36 .007 30 26.30 12.82

total 60 21.58 11.34

<Table 5> Forecasted quantity according to Cognitive

load 

Sauce F P

forecast

quantity

Cognitive load(A) 17.80 .00

Package unit number (B) 9.85 .00

A*B 4.13 .01

<Table 6> Cognitive load * package unit number 

(two-way ANOVA)

Irregular(Gorae bab) Regular(Choco chip)

[Fig. 4] Comparison of  Cognitive load Effect 

         according to Regularity

이 실험(제품의 크기 형태가 불규칙 인경우)의

결과는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부하정도가 커질

수록 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는 어들었으며 상호작용효과(인지부하정도(A)*포

장지 제품단 수(B))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5개:

 지 하없 =80.87,  지 하 간=82.50,

 지 하 =126.80 25개:  지 하없 =1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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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 간=130.67,  지 하 =120.44, A*B:

p<.01). 그러나 불규칙 인 자극물을 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는 인지부하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포장지 이미

지의 제품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차이는 어들어

상호작용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반면, 규칙 인 자극

물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인지부하의 정도가 높

을 경우에는 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는 효과로나타나 상호작

용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4. 결

제품 간의 질 차이가 사라지는 사회에서

포장은 단순한 제품보호수단에 머무르지 않는다. 포장은

디자인을 목함으로써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타제

품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소비자의감성을 자

극하여 만족도를 극 화시키고 있다[2]. 이에 자들은

포장지를 활용한 마 략에 주목하고 있으며 포장지

디자인에 한 소비자 심리 내지는 행동에 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연구의 한계 을 극복

하고자하는 확장연구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물의 규칙성여부에 따른 기 설정 조

정효과는 불규칙 인 자극물을 상으로 했던이 실험

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규칙 인 자극물에서도

기 설정 조정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실험

(제품의 크기 형태가불규칙 인 경우)의결과는 제품

단 수에 따른 수량 측치의 차이가통계 으로 유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유의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제품이 규칙성이 수량의 측용이성을 높여 휴리스틱으

로 인한 편향된 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

었다.

둘째, 언어 정보의추가제공으로 기 설정효과는

차이가 어들었으나 그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실험과 동일 한 듯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즉, 상호작용효과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동일 하지만 그 원인

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시각

정보만을 제공한 경우와 언어 정보를 추가 제공한 경

우 모두 측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경우 모두 측치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규칙성에 따른 기 설정의 효과, 첫 번째 연구문

제에 한 검증결과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인지부하정도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이 실험과

마찬가지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그러나 이 결과도

이 실험의 결과와는 다른 의미를 제공한다. 불규

칙 인 자극물을 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는 인지부하

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는 어들어 상호작용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한 반면, 규칙 인 자극물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인지부하의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포장지

이미지의 제품단 수에 한 수량 측치의 차이가 오히

려 크게 벌어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 다. 이러한 차

이는 마 략 인 측면에서 매우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즉, 자극물이 불규칙 인 경우인 수량 측 가

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인지부하가 피험자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휴리스틱으로 인한 편향된 단을 감소시켜

수 있지만, 자극물이 규칙 이어서 수량 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지과부하가 피험자의 정보처리노력을

오히려 감소시켜 시각 인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되고, 휴

리스틱으로인한편향된 단이더커질수있음을보여 다.

본 연구결과는 여 히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고 있

다. 규칙성을 무 포 으로 조작 정의함으로써 비

교의 효과에 외생효과가 포함될수 있다. 즉 규칙 인 모

양을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포함하여 정의함으로써 크기

와 형태의 순수한 규칙성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 의 한계 을 극복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나친 인지과부하는 편향된

단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략 시사 을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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