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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ssage sidedness of fashion salespersons on consumer behavio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mediating

roles of trust and cognitive efforts, and the moderation of a regulatory focus of consumers. Two scenarios

were devised, a single message in which a salesperson explains only the advantages of a product to custo-

mers, and the second with a double message that explains both the advantages and drawbacks of the prod-

uct.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trusted a fashion salesperson more and perceived stronger cogni-

tive effort for two-sided messages. The two-sided messages mediated the consumer's trust in the salesperson

and cognitive effort, and influenced consumers' buying behavi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salesperson trust

was stronger in the two-sided messages scenario than in the one-sided message scenario, regardless of con-

sumers' focused preference, and that it was more effective for promotion focus customer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n consumers' cognitive effort indicated that prevention focused customers did not exhibit any

difference in cognitive effort concerning two-sided messages. However, promotion focused customers exhi-

bited an increased cognitive effort in the two-sided message scenario than in the one-sided message scena-

rio. Marketing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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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몇 년간 소비자의 쇼핑 환경은 놀라운 속도로 변

화해 왔다. 전세계 주요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

가율이 전통적인 점포형 오프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

을 초과하였다. 백화점, 마트, 패션점포 등 오프라인 유

통업체의 성장률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는 추세이며(Statistics Korea, 2016), 오프라인 점포를 기

반으로 한 유통기업들은 다방면으로 대응전략을 고심하

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가 온라인 점포에 비해 차별적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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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는 특징으로 인적 판매를 들 수 있다. 판매원

을 통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에게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의 반응에 따라 유연

하게 정보를 편집, 수정하여 개인화된 설득 커뮤니케이

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

가 될 수 있다(Kim, 2007). 특히 패션점포의 판매원은 소

비자에게 변화하는 최신 패션트렌드에 맞는 제품 정보

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사용과정에 참여하여 소

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구매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Ahn et al., 1999).

판매원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긍정적 감정

을 유도하거나, 상호신뢰 형성을 통해 고객의 구매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한다(Kim, 2007). 고관여 쾌락

적 소비재인 패션제품을 다루는 패션판매원의 고객접

점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13). 패션제

품은 트렌드, 심미적 요소, 소비자와의 어울림 등 계량

화하기 힘든 평가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판매원이나 쇼핑 동반자와 같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되

는 개인화된 인적 커뮤니케이션은 패션제품의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특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원천

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제품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소

수의 유력한 선택후보 대안군 내에서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점포 내 소비자에게 구매확신을 통해 구매결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설득과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은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 선행연구에서는 패션 판매원의 표정, 제스처, 목

소리, 말투, 신체적 매력성 등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

인한 바 있다(Kim, 2013). 그러나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보조적이거나 보완

적 역할에 한정되며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자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매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는 메시지의 특성이다. 메시지는 내포되어 있는 내

용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단면 메시지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설명하는 양면 메시

지로 나누어진다. 메시지 측면성 효과와 관련된 대부분

의 선행연구는 주로 광고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Belch,

1981; Crowley & Hoyer, 1994; Etgar & Goodwin, 1982),

광고의 양면 메시지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광고분야에서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패션점포에서도 판매원의 양면

메시지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패션분야에서 패션점포 판매원의 양면 메시지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메시지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메시지 수용의도나 판매원에 대한 태도에 초

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Yoon et al.,

2011; Yu et al., 2012).

점포 내에서 1차 선택을 통해 몇 개의 제품을 유력선

택대안으로 확보한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에 대해 2차 평

가 및 선택결정을 하게 된다(Byun & Sternquist, 2011).

유력대안들이 다양한 제품 속성에 대해 일관된 수준을

보인다면(e.g., 디자인, 소재, 품질, 가격이 모두 긍정적인

대안 vs. 디자인, 소재, 품질, 가격이 모두 부정적인 대

안), 소비자 선택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

품들은 제품 속성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평가값을 가지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력대안이라 할지라도 특

정 속성에서는 부정적 평가값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하나

의 제품은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 부정적 속성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Park and Kang(2002)의 연구에 따르면 소

비자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다양한 제품 속성에 의해 위

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류제품 관리, 브랜

드 명성은 전반적인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의류제품의 관리상

문제나 브랜드 명성과 관련한 부정적 정보를 접한 소비

자는 구매와 관련한 위험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 패션점

포의 판매원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소비

자가 높은 위험을 지각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

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제품 정보를 긍정적

정보와 함께 제공할 것인지, 즉 양면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패션점포 판매원이 전달하는 양면 메시지에 대한 소

비자들의 인지반응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있

다. 긍정적 인지반응은 양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판매원

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 인지반

응은 양면 메시지가 단면 메시지에 비해 전달하는 정보

량이 많고,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전

달하게 되므로 제품 평가를 위해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인지적 노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

지노력 증가는 구매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Tversky & Shafir, 1992), 양면 메

시지가 인지노력을 증가시켜 소비자 행동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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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메시지 측면성

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긍정적인 변수와 부정적인 변

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연

구는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판매원에 대한 신뢰

도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인지노력

이라는 변수도 고려하여 메시지 측면성의 효과를 새로

운 시각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인적 판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서비스 마인드, 인

상, 전문성 등의 판매원 특성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Choi, 2016; Humphreys & Williams, 1996; Kim & Kim,

2013; Yi et al., 2014), 실질적인 판매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메시지 특성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

이다. 패션판매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판매원의 고객지

향적인 특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Kim & Park,

2003; Yoo et al., 1996), 패션점포 판매원과 고객과의 지

속적인 관계가 브랜드 충성도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Chen & Ques-

ter, 2006; Cho & Ku, 2002; Oh & Kim, 2006; Reynolds

& Arnold, 200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된 적이 없는 메

시지 측면성이 신뢰도와 인지노력 변수를 통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소비자

의 개인 특성으로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조절초점을 이용하여 메시지 측면성 효

과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메시지 측면성과 메시지 효과

메시지 측면성은 메시지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

는지, 긍정과 부정의 두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설

명하는 개념이다(Allen, 1991). 메시지 측면성은 내포되

어 있는 내용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단면

메시지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설명하는

양면 메시지로 나누어진다.

메시지 측면성은 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 광고, 비교

광고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광고분야에서의 메시지

측면성은 제품에 대한 장점만 부각시켜 홍보하는 단면

메시지와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모두를 홍보하는 양

면 메시지로 나누어진다(Vaughn, 1980). 인적 판매상황

에서의 메시지 측면성은 판매원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해당 제품에 대한 장점만 설명하는 단면 메시지와 제품

에 대한 장점과 단점 모두를 설명하는 양면 메시지로 이

루어진다(Yoon et al., 2011).

메시지 측면성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주로 양면 메시지와 단면 메시지 중 어떤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양면 메시지가 더 우

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한 반면, 단면 메시지의 긍

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연구도 다소 보고되고 있어 메시

지 측면성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isend, 2006b; Kanungo & Johar, 1975).

1) 단면 메시지의 효과

단면 메시지가 양면 메시지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주

장하는 연구들은 부정편향이론(Negativity bias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Fiske & Taylor, 1991). 부정편향이론

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론이며,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육체적인 조건이 상대적

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위험에

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이 기억에 더 오래 각인되고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

향을 미친다고 추론하고 있다(Baumeister et al., 2001;

Ito et al., 1998). Fiske and Taylor(1991)의 연구에서도 동

일한 수준의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가진 양

면 메시지를 전달받은 경우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용

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이외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양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단점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w-

ley & Hoyer, 1994; Kanungo & Johar, 1975). 따라서 부

정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양면 메시지보다 긍정적

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단면 메시지가 소비자를 설득하

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양면 메시

지가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인지노력을

증가시켜 메시지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들도 있다(Etgar & Goodwin, 1982; Johnson et al.,

2007; Luce, 1998).

2) 양면 메시지의 효과

양면 메시지가 단면 메시지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

하는 연구는 양면 메시지가 단면 메시지에 비해서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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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고 주장하였다(Bohner et al., 2003; Kamins & Marks,

1987). 귀인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의식적인 행동에

대해 이유를 유추하고 이유와 행동 간의 관련성을 설명

한다(Heider, 1958). 귀인이론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의

식적인 행동을 유발 시키는 원인을 찾아보는데 있으며,

그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귀인과정

(Attribution process)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양면 메시지

가 단면 메시지보다 설득력이 좋다면, 소비자들이 메시

지의 양면성을 어떻게 귀인하기 때문인지, 그리고 메시

지의 어떠한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하

도록 하는 단서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Crow-

ley & Hoyer, 1994; Eisend, 2006b; Kamins & Marks, 1987).

이들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언급한 브랜드나 회사가 정직하다고 지각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으며 단지 제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제품의 실제 특성에 관한 메시지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양면 메시지가 포함된 광고를 접하게 되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뢰의 향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신

뢰의 향상은 제품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시지 측면성에 관한 혼재된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

해 환경적 요인과 메시지 수신자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었다. Yum and Jeong

(2014)은 메시지 효과에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업 정보원이 양면 메시지

로 PR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설득효과가

낮게 관찰된 반면에, 기업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양면 메

시지를 전달할 경우 소비자 설득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업의 정보원이 양면 메시지로 PR 커뮤

니케이션을 하는 경우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인지하여

의심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즉 메

시지 전달자의 신뢰도는 설득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조

절초점, 지식 등 메시지 수신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메

시지 측면성 효과가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o, 2013;

Kim, 2009; Lim, 2011).

2. 메시지 측면성과 소비자 인지반응

본 연구에서는 판매원이 전달하는 메시지 측면성에

대한 소비자 반응 중 판매원에 대한 신뢰와 인지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메시지 측면성과 판매원 신뢰

신뢰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는 동기와 의도를 중심

으로 신뢰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후 연구들에서는 거

래과정에서의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정의하였다(Mor-

gan & Hunt, 1994). Anderson and Narus(1990)는 관계적

인 판매상황에서 고객의 신뢰란 판매자가 자신의 장기

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확신적 믿음이라고 하

였다. 신뢰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시되는 인

적 판매상황에서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의도 및 점포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

pfel Jr., 1985; Thompson & Evans, 1969; Weitz, 1981).

신뢰와 메시지 측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다수의 연구자들이 귀인이론을 근거로 양면 메시지가

정보나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메시지의 효과

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ohner et al., 2003; Ka-

mins & Marks, 1987). Eisend(2006a)의 메타분석 결과도

정보제공자가 단면 메시지를 전달할 때보다 양면 메시

지를 전달할 때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

러 가지 상황에 따라 향상된 신뢰성이 부정적인 반응을

감소시키게 됨에 따라서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를 증

가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

점을 모두 언급하는 양면 메시지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메시지 측면성과 소비자 인지노력

인간은 한정적인 인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정 일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각, 기억, 판단, 선택 등의 행위

가 발생하면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인지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Russo & Dosher, 1983). 인지

노력은 소비자 정보처리과정과 구매행동에 밀접한 연관

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 분야, 결정이론, 경제학 등의 여

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는 일

련의 구매결정과정에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해 지

속적인 인지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어려운 결정일수록

인지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Johnson et

al., 2007; Johnson et al., 1989). Beattie and Barlas(2001)

의 연구에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선택의 어려움은 인지

적 노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다. 즉,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지적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인지노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메시지 측면성과 인지노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Etgar and Goodwin(1982)는 양면 메시지가 정보처

리과정을 더 힘들게 하여 인지노력이 더 증가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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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양면 메시지는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

하며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과부

하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Luce

(1998)는 자동차의 안정성과 가격 속성과 같이 제품의

속성가치가 서로 부적인 관계인 경우, 속성 간 비교상쇄

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인지적인 노력이 증가하여

결국엔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또한 양면 메시지 상황에서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하

여 인지노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인지부조화는 미국의 심

리학자 Festinger(1962)가 제시한 이론으로 개인이 인지

하고 있는 관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며, 이를 제거하는 쪽으로 행동

하려고 한다는 이론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장점과 선택하고자 한 대안의 단점이 인지

적 갈등이 야기되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며 심리

적으로 긴장상태를 유발하게 된다(Bell, 1967). 이를 근

거로 양면 메시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단점이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국 인지노력이란

과제의 수행 시 인지체제에 부과하게 되는 부하량이라

고 할 수 있다. 제품 정보량의 증가는 인지노력의 증가

를 야기하며 이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패션상품 판매상황에 적용해보면, 판매원의 메시

지가 양면적일 경우 단면 메시지에 비해 소비자가 수신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정보가 함께 제공되어 소비자는 인지노력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소비자 인지반응과 구매행동

구매행동을 구매의도와 구매연기로 나누고, 개념의

설명과 신뢰 및 인지노력과의 관계도 간단히 살펴보고

자 한다.

1) 구매의도와 구매연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과정에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

지만, 제품 구매를 연기하거나 포기도 한다. 따라서 실질

적인 판매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를 모두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매의도는 소비자들이 미래에 특정 제품을 구매하고

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소비자

들은 특정 제품의 품질을 지각할 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소

비자 행동변수로 구매의도를 측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Anderson & Sullivan, 1993; Boulding et al., 1993; Gre-

wal et al., 1998).

Dhar(1996)은 구매연기를 소비자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더 나은 대안을 탐색하기 위

한 목적 등으로 구매를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정

의했다. 그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연기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기회의 상

실과 더불어 비용 손실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와 기업의 관점에서 모두 중요성을 가지는 변수임을 강

조하였다. 이 후 여러 연구들에서 쇼핑 환경상황에서

소비자 행동변수로서 구매연기가 사용되고 있다(Dhar,

1997; Ha & Lim, 2011).

2) 신뢰 및 인지노력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뢰는 다양한 제품 영역에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Lafferty and Goldsmith

(1999)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브랜드 신뢰는 긍정적인 광

고태도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신뢰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Sharma(1990)은 인적 판매상황에서 판

매원 신뢰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판매상황을 가

정한 시나리오 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판매원 신뢰를

높게 지각한 집단에서 구매의도가 판매원 신뢰를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판매원 신뢰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Doney & Cannon,

1997; Harmon & Coney, 1982; Sharma, 1990; Swan et al.,

1999). 따라서 판매원 신뢰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의 구매를 보류하거나 연

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구매연기 행동은 판매원 신뢰

와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인지노력의 증가는 구매연기로 이어질 수 있다. Ha and

Lim(2011)은 소비자의 구매연기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

석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나

타나는 제품의 속성의 수와 특성, 대안의 수와 같은 환

경의 복잡성이 소비자의 구매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이외의 여러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선호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제품 속성 간의 비교, 평가에

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등이 인지체계에

부하를 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하는 결국 선택의 어

려움으로 다가와 소비자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제

품 구매를 보류 또는 포기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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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son, 2003; Beattie & Barlas, 2001; Dhar, 1996; Dro-

let & Luce, 2004; Tversky & Shafir, 1992). 즉 소비자의

인지노력 증가는 선택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

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

치며, 구매연기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 추론할 수 있다.

4. 조절초점

Higgins(1997)는 쾌락을 추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회

피하려고 한다는 본성만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절초점이론을 제시

하였다. 그는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을 개인의 생각

과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규제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크게 촉진초점과 예방초점이라는 두 가지의 체계를 가

지고 인간행동을 설명하였다. Higgins(1997)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게

우세한 조절초점에 따라 차별화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성취에 초

점을 두고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책임과

안전에 목표를 둔다.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현

재보다 나은 상태를 추구하며 항상 발전, 성취와 관련된

자신의 희망이나 열망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따라서 촉

진초점 성향의 소비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얻

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의 존재 및 부재에 초점을 맞

추게 된다. 이에 반해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현재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며, 안전, 무

사 등을 목표로 둔다. 이러한 성향의 소비자는 책임과

안전을 염려하기 때문에 과제 수행 시 부정적 결과의 존

재와 부재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게 된다. Crowe and Hi-

ggins(1997)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조절초점 성

향에 따라 행동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

의 연구를 살펴보면,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안

전과 관련된 속성 및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이 가

진 부정적인 속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긍정

적인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긍정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Cr-

owe & Higgins, 1997; Higgins, 1998).

인간이 조절초점에 따라 행동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

는 현상을 Higgins(2000)는 조절적합성(Regulatory fit) 이

론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

과 그 성향 유지에 유리한 수단이 사용되었거나 유리한

정보를 만났을 때 조절 적합이 일어난다고 했다. 조절적

합성의 효과는 개인이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의

동기 수준과 관여도, 몰입 강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자신

의 행동을 적합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

절적합 여부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

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만족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인적 판매상

황에서도 제품에 대한 장점 정보는 촉진초점 소비자에

게 획득, 향상 정보로 지각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단

점의 정보는 예방초점 소비자에게는 안전과 위험예방 정

보로 지각될 수 있다. 촉진초점 소비자에게는 단면적 메

시지가, 예방초점 소비자에게는 양면적 메시지가 높은 조

절적합성을 보일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해 보다 호

의적인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소비

자의 조절초점은 메시지 측면성의 효과를 조절할 것으

로 기대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측면성이 신뢰

와 인지노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적 역할에 주목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판매원의 메시지 측면성이 소비자의

판매원 신뢰지각과 인지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메시지 측면성이 판매원 신뢰와 인지노력을 거쳐 소

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메시지 측면성이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 조절초점 성향의 조절역할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도출된 연

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가설 1. 판매원 메시지의 측면성은 판매원에 대한 신

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는 양면적

메시지(단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판매원

에 대해 높은(낮은) 신뢰를 지각할 것이다.

가설 2. 판매원 메시지의 측면성은 소비자의 인지노

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는 양면적

메시지(단면적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더

높은(낮은) 인지노력을 지각할 것이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1, 2018

– 94 –

가설 3. 판매원에 대한 신뢰지각과 인지노력은 메시

지 측면성과 소비자의 구매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메시지의 측면성(양면적 메시지)는 판매원

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a), 구매연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

가설 3-2. 메시지의 측면성(양면적 메시지)는 인지노

력을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

을(a), 구매연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b).

가설 4.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은 메시지 측면성이

판매원 신뢰와 소비자 인지노력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4-1. 신뢰에 대한 메시지 측면성의 효과는 소비

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메시지 양면성의 신뢰에 대한 정적

효과는 촉진초점보다 예방초점 성향의 소

비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2. 인지노력에 대한 메시지 측면성의 효과는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것이다. 예방초점 성향 소비자들은 메

시지 측면성에 따른 인지노력의 차이는 없

을 것이고(a)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

들은 양면 메시지 상황에서 인지노력을 더

높게 지각할 것이다(b).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관의 패널을 통해 20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집

단 간 설계방법으로 단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 시나리

오에 각 120명이 무작위 배정되었다. 240부의 설문이 회

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을 제외하여 최종분

석에 사용된 표본은 229명이었다(단면 시나리오 118명,

양면 시나리오 110명). 두 조건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다. 각 연령대별 분포도 고르게 나타나

20대가 25.4%(단면) 27.0%(양면), 30대가 25.4%(단면),

27.0%(양면), 40대가 25.4%(단면), 21.6%(양면), 50대 이

상이 23.8%(단면), 24.4%(양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데이터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단면 시나리오에 배정된 연구참여자들을 0으로, 양

면 시나리오에 배정된 연구참여자들을 1로 코딩하여 분

석하였다. 메시지 측면성에 따른 조절초점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2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3. 시나리오의 구성 및 변수 측정방법

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통한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에 앞서서 제시된 제품

의 단점이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므

로 1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패션제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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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속성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패션제품 속

성의 중요도는 디자인, 실용성(다른 옷과의 조화, 착용

상황), 소재, 관리 용이성, 오염성, 형체 안정성(세탁 후

변형)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디

자인, 실용성, 소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

은 오염성, 형체 안정성(세탁 후 변형) 속성을 부정적인

정보로 조작하였다.

본 연구는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

에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서, 조사기간인 여름에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인 티셔츠

를 시나리오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티셔츠는 자극물에

대한 소비자 몰입도를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보통 수준

으로 통제하고 메시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

지 시나리오 및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자극물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9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두

개의 시나리에 20~50대 응답자를 각 50명씩 배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두 가지 시나

리오는 실제 소비자들이 패션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

해 매장을 방문한 상황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시나리

오 조작 검증을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배정된 시나리오

내용에서 판매원이 제품에 대한 장점만을 언급하고 있

는지 답하는 문항과 판매원이 제품에 대해 장점과 단점

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지 답하는 문항을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판매원이 제품에 대해 장점만 언급하

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 시나리오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M단면=3.98, M양면=2.78, t=11.94, p<

.001). 판매원이 제품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모두 언급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M양면

=3.86, M단면=2.53, t=−12.71, p<.001). 이를 근거로 양면

과 단면 메시지에 대한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타

당성이 입증된 항목들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Swan et al.(1988)의 문

항을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3문항을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인지노력 측정은 Cooper-Martin(1994)의 연구

를 토대로 3문항을 사용하였다. 구매의도 측정은 2문항

으로 Cho(2014), Chang and Wildt(1994)의 연구를 토대

로, 구매연기는 Ha and Lee(2008), Dhar(1997)의 연구를

토대로 2문항을 제안하였다. 조절초점은 12문항으로 Lo-

ckwood et al.(2002)의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촉진

과 예방초점 집단 분류는 Kim and Yang(2015)의 연구에

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촉진초점 평균값에서 예방

초점 평균값을 빼서 조절초점 평균점수를 구한 후(촉진

초점−예방초점=조절초점 점수), 조절초점 평균점수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중위값은 .55로 나

타났으며 .55 이상은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55

미만은 예방초점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연

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를 반영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 t

값(t-value), AVE(평균분산 추출값), CR, p 값(p-value)

및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측정

한 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항목들의 4개의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수정된 모델

은, GFI=.956, CFI=.984, RMSEA=.067, χ
2
=59.032(df=

35, p=.000)으로 모형 적합도는 수용 범위 기준 안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수 하위항목의 요인적

재량은 적합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Table 1).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AVE 값이 .50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각 변수의 AVE 값이 두 변수 간

의 상관계수의 제곱을 한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앞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였으므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2. 메시지 측면성이 판매원 신뢰와 소비자 인지노

력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

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형 적합도(χ
2
=88.908, df=41, p=.000, GFI=

.934, CFI=.967, RMSEA=.072)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Yu, 2012).

연구모형의 경로 유의성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

고 가설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메시지 측면성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1, 2018

– 96 –

은 판매원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γ=.47), 소비자

인지노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γ=.23)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판매원 신뢰지각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γ=.68), 구매연기에 유의한 부적 효과를 가졌다(γ=−.13).

소비자 인지노력은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γ

=−.26), 구매연기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γ=.43). 따라서 가설 3-1,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3. 매개모형 검증 및 총효과 분석

가설 3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

모형(완전매개모형)에 메시지 측면성에서 구매의도와 구

매연기로 가는 2개의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부분매개모

형을 구성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메시지 측면

성에서 구매의도와 구매연기로 가는 직접경로가 모두

기각이 되어, 메시지 측면성이 구매의도(t=−.513, p=n.s)

와 구매연기(t=1.664, p=n.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다 엄격한 모델 검증을 위해 부

분매개모형과 완전모형 간의 카이제곱 차이분석을 수행

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추가적으로 신뢰 매개경로와 인지노력 매개경로 간 효

과의 크기를 비교분석하였다. 메시지 측면성이 판매원

신뢰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300, 구매

연기에 미치는 영향은 −.061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지노

력을 매개로 구매연기에 미치는 총효과는 .099,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060으로 나타났다. 판매원 신뢰를 매

개로 한 긍정적 효과가 인지노력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

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양면 메시지 전략이 소비자 구

매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Sales-

person

trust

I think the salesperson does not exaggerate the advantages

of the product.
.683 -

.870 .667 .855I think the salesperson is honest. .913 12.127***

I think the salesperson provides accurate and balanced infor-

mation.
.919 12.106***

Consumer

cognitive

effort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o buy this product. .824 -

.913 .706 .878
It will take time to decide whether to buy this product. .945 17.571***

I have to think more about the product before I decide to

buy it.
.882 16.406***

Purchase

intention

I intend to buy the product. .615 -
.710 .611 .752

I intend to buy a product from the same salesperson. .898 7.678***

Purchase 

delay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fin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this t-shirt than to buy it right now.
.991 -

.890 .752 .857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other t-shirts instead

of buying this t-shirt right now.
.811 8.936***

***p<.001

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Salesperson trust Consumer cognitive effect Purchase intention Purchase delay

Salesperson trust .669
a

Consumer cognitive effort .001
b

.706

Purchase intention .465 .007 .611

Purchase delay .022 .196 .071 .752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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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validation of structural model

Hypothesis Pathway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E. t

H1 Message sidedness (Double) → Salesperson trust −.47 .110 −6.739***

H2 Message sidedness (Double) → Consumer cognitive effort −.23 .137 −3.346***

H3-1(a) Salesperson trust → Purchase intention −.69 .087 −5.770***

H3-1(b) Salesperson trust → Purchase delay −.12 .106 −2.237***

H3-2(a) Consumer cognitive effort → Purchase intention −.24 .037 −3.578***

H3-2(b) Consumer cognitive effort → Purchase delay −.43 .075 −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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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ediation model validation

χ
2

df p-value GFI CFI RMSEA

Partial mediation model 86.823 39 .000 .944 .973 .073

Full mediation model 88.908 41 .000 .947 .973 .072

Δχ
2
 difference test Δχ

2
/Δdf=2.1/2 (p>.05)

Table 5. Total effect validation

Pathway Total effect

Message sidedness → Salesperson trust → Purchase intention −.300

Message sidedness → Consumer cognitive effort → Purchase delay −.099

Message sidedness → Salesperson trust → Purchase delay −.061

Message sidedness → Consumer cognitive effort → Purchase intention −.060

Fig. 2.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message sidedness, salesperson trust, consumer cognitive effort, and pur-

chas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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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시지 측면성에 따른 조절초점의 조절효과 검증

메시지 측면성이 판매원 신뢰와 소비자 인지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초점 성향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시지 측면성과 조절초점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고 판매원 신뢰지각과 소비자 인지노력을 종속변수로

이원분산분석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Table 6).

판매원 신뢰에 대해 메시지 측면성과 조절초점의 상

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4.666, p=.032). 예방

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t=−6.874, p=.000)과 촉진초

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t=−3.872, p=.000) 모두 제품에

대한 장점만 언급하는 단면 메시지 상황보다 제품에 대

한 장점과 단점 모두를 언급하는 양면 메시지 상황에서

판매원 신뢰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4-1(a)는 지지가 되었다(Fig. 3). 또한 메시지 측

면성에 따른 판매원 신뢰지각 차이는 촉진초점 성향의

소비자들보다 예방초점 성향의 소비자들에게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2.142, p=.034). 따라서 가

설 4-1(b)도 지지되었다.

메시지 측면성이 소비자 인지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에서도, 조절초점이 메시지 측면성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4.897, p=.028).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단면 메시지 상황과

양면 메시지 상황에 따른 인지노력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t=−.696, p=.488) 가설 4-2(a)는 지지되었다

(Fig. 4). 이러한 결과는 예방초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

비자들은 항상 방어적이고 위험을 경계하기 때문에 어

떠한 상황에서도 인지노력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단면

메시지 상황보다 양면 메시지 상황에서 인지노력이 증

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t=−3.844, p=.000). 따라서 가설

4-2(b)도 지지되었다. 촉진초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

자들은 제품에 대한 장점과 긍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제품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양

면 메시지 상황에서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은 정보를 접

하게 됨에 따라 인지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로 광고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메시지 효

과에 관한 연구를 패션분야로 확장 적용하여 패션 판매

원의 메시지 측면성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

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면 메시지는 판

Table 6. Two-way ANOVA of message sidedness and regulatory focu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Mean square F Probability of significance

Salesperson trust
Message sidedness 50.788 66.690 .000***

Message sidedness × Regulatory focus 03.553 04.666 .032***

Consumer cognitive effort
Message sidedness 02.986 02.416 .122***

Message sidedness × Regulatory focus 06.052 04.89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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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Interaction effects of message sidedness and regulatory focus on salespers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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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원 신뢰와 인지노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판매

원 신뢰는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인지노력은 구

매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면 메시지가 판매원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은 광고분야에서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며(Bohner et

al., 2003; Etgar & Goodwin, 1982), 메시지 측면성 효과

는 광고분야뿐만 아니라 인적 판매상황에서도 유효하다

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귀인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판매원의 양면 메시지를 패션제

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귀인시키지 않고 정직한 판매

원이 제공하는 패션제품의 실제 특성에 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양면 메시지

는 판매원 신뢰를 매개로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면 메시지의 부정적인 효과는 인지노력을 매

개로 구매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판매원을 통해 전달된 양면 메시지는 제품에 대

한 증가된 정보량으로 인지가 되어 소비자는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제품 속성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노력

이 증가하게 된다. 인지부조화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인

지하지 못하였던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인지노력이 증가하고 이러한 인지노력은 선택의 어려움

으로 지각되어 구매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메시지 측면성이 신뢰

와 함께 소비자의 인지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하여 판매원 신뢰와 소비자의 인지노력의 영향을 동시

에 고려한 구매행동 모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메시지

측면성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와 부정적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를 동시에 고려함

으로써 메시지 측면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Eisend, 2006b; Kra-

pfel Jr, 1985; Sharma, 1990; Thompson & Evans, 1969).

둘째, 메시지 측면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제

품 광고분야에서 제품과 브랜드 신뢰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Chebat & Picard, 1985; Eisend, 2006a), 본 연구

는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인적 판매상황에 중점을 두어

판매원 신뢰와 인지노력을 매개로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광고분야에서 주로 사용

되고 있는 메시지 측면성 이론을 패션분야에 확장 적용

함으로써 패션리테일 관련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절초점 성향이 소비자가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

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Kim, 2009;

Park, 2015) 메시지 측면성에 따른 구매행동이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되는지 살펴보고 있

다. 본 연구는 판매원 신뢰지각과 소비자 인지노력을 소

비자 인지반응으로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단면 메시지와

양면 메시지의 효과가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소비자

의 개인 특성에 따라 메시지 측면성 효과의 양상이 달라

지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메시지 측면성 효과 메커니

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양면 메시지가 소비자

인지노력을 증가시키는 영향력보다 판매원 신뢰에 미치

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된 판매원

신뢰는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따라서 실제 판매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장점

과 단점을 모두 포함한 양면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

을 하여 판매원의 신뢰를 증가시켜 소비자의 제품 구매

Fig. 4. Interaction effects of message sidedness and regulatory focus on consumer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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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면

메시지 중 부정적 정보는 구매의도를 저해하지 않을 정

도의 중요성이 높지 않은 정도의 단점을 설명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사전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의류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오염성, 형체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속성과 관련

된 부정적 성격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류제품 속성의 중요도 및 의복선택 기준은 소비자마

다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원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과정

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기준에 따른 양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메시지 측면성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표본의 대표

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등

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또한 판매원과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Kim, 2013;

Shin & Lim, 2003), 이를 변수화하여 양면 메시지 효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메시지 측면성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제품은 반팔 티셔츠였다. 반팔 티셔츠는 일반적으로 저

가의 저관여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코트와 같은 고가인 고관여 의류제품에 대

해서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품의 가격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여도 차이가 발생하고, 제품 평가과

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Yoon & Rhee, 2010).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저가 제품부터 고가 제품을 사용하

여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간명성을 위해 다음의 잠

재적 오류를 수용하여 해석의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양

면 메시지 제시에 있어 순서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양면 메시지에서는 부정적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순서가

설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 &

Kim, 1995; Igou & Bless, 2003). 그러나 본 연구시나리

오에는 메시지 순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정보가 긍정-부정 순서로만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는 긍정-부정, 부정-긍정으로 구성된 추가 시나리오를 작

성하여 순서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면 메시지의 정보량이 단면 메시지의 정보량

보다 많기 때문에, 양면 메시지로부터 야기된 높은 인지

노력이 시나리오 상에서 배치되는 정보로 인한 것인지,

정보량으로 인한 것인지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정보를 제공

하는 상황과 제품의 중요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 정보의

수를 조작하여 정보특성이 소비자의 인지노력과 판매

원 신뢰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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