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연구
第 22 卷 1 號
2010年 2月

107

제품 확장 시 사소한 제품 속성 단서의 특성이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

**

유수민 ∙박지혜

Effects of Trivial and Irrelevant Attributes
on Product Quality Evalu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rivial attributes on brand attitude and quality evaluation. One hundred fort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manipulated condition. A2×X2 between subjects’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trivial attribute scarcity (high vs. low) by attribute-product fit (high vs. low). Results
showed that a trivial attribute with greater scarcity was perceived better quality than
a trivial attribute with lower scarcity. The trivial attribute with greater scarcity was not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attribute-product fit as compared to the one with lower
scarcity.

Ⅰ. 서론1)
“술에, 화장품에, 삼겹살에 금가루를 탔
더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설에는
금 성분이 포함된 ‘설중매 골드세트’가 명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
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조교수

절 선물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설중매를
생산하고 있는 두산 주류는 이 제품 판매
량이 명절 기간에 전년 대비 8.2% 늘었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금 열풍’은 화장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LG생
활건강에서 내놓은 한방화장품 ‘후’는 최
근 금값 상승 추세에 발맞춰 예년에 비해
20% 가까이 매출이 늘었다. 육안으로도
금 성분이 확인되는 이 화장품은 금에 대
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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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끌고 있다. 삼겹살에 금가루를 뿌린

와 제품의 일치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

‘금겹살’ 역시 비싼 금을 맛보려는 사람들

고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금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매일경제, 2008.

가루 같은 경우, 삼겹살, 술과 같이 다소

2.29).”

소비자들은 금이 제품들 안에서 정확
히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
하면서도 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 기준으로
는 제품 내에서 금의 기능이 사소하거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해 소비자
들은 긍정적으로 느낀다. 실제로 많은
제품들은 다양한 제품 단서를 통해 소비
자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때로
는 제품의 핵심적인 기능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는 사소한 속성에 근거하여 다른
제품들과 성공적으로 차별화 시키기도
한다. 즉, 많은 마케팅 상황에서 의미 없
는 차별화가 정보 판단의 편향을 유발하
여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구조를 변화시
키기도 한다. Brown and Carpenter(2000)

일치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에 다양하게
첨가 되고 있다. 금과 같은 성분은 제품
확장 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분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천연 암
반수로 만든 맥주, DHA를 넣은 우유,
진주 성분을 강조한 펄샤이닝 샴푸, 옥
칫솔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었으며, 최근
에는 해양 심층수로 만든 김치까지 판매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제품의 성분 첨가물로써 사용되는 단
서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의 사소한 속
성으로써의 물리적 구성 성분이 갖는 특
성에 따라서 제품 확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회상도, 품질지각 및
제품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는 이러한 사소한 속성을 다시 제품 관
련 사소한 속성(product-related trivial at-

Ⅱ. 이론적 배경

tribute)과 촉진 관련 사소한 속성(promotional trivial attribute)로 나누어 살펴 보
았는데 제품관련 사소한 속성이 있는 제

1. 제품 정보 단서

품이 촉진관련 사소한 속성이 있는 제품

소비자는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

보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

안 상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선택이전에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이러한 제품 차별화를 위해 첨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

속성 단서들을 살펴보면, 그 속성 단서

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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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여러 대안들을 충분히 검색할

다 중요하며, 소매상의 명성이나 점포명

시간 또한 부족 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

은 제품 품질에 대한 단서로서 상표나

을 평가 하려는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가격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많기 때문에 경쟁 대안 제품의 품질이나

(Rao and Monroe, 1989). 이러한 단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보단

상대적 중요성은 대개 경쟁제품과는 공

서를 활용한 휴리스틱 정보 처리 방식에

유될 수 없는 단서의 특이성(specificity)

의존하는 성향을 갖는다. 여기서 정보단

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표명은 전

서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형적으로 제품의 경쟁적 범주 안에서 소

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제품 평가의 기준

수의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으로 사용되는 정보를 말하며, 소비자는

특별한 단서가 된다. 반면에 가격과 물

이들 단서를 통해 제품에 대한 예측과

리적 외형의 신호는 경쟁적인 제품 간에

확신을 갖게 되므로 제품의 대리지표 구

매우 널리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상표보

실을 한다.

다는 덜 특별한 단서가 된다. 또 소매상

휴리스틱(heuristic)은 판단과제를 쉽

의 명성은 가격보다 덜 중요한 단서이

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비교적

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소매상의 명성

간단한 기준으로 어림 계산하여 만족할

은 다양한 경쟁제품을 취급하고 이는 상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사결

대적으로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범주를

정방식이다. 즉, 소비자들이 주먹구구식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방법, 직관, 추측 등을 통해 대상을 평가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단서 혹은 신호

하거나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리

가 독점적일수록 제품 품질을 평가하는

스틱 정보 처리시에는 인지적 노력을 줄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이기 위하여 선택에 사용될 수 있는 모

은 더욱 커진다(Dawar and Parker, 1994).

든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과소 처리하게

단서활용이론(cue utilization theory)은

된다(Gilbert and Krull, 1988).

단서들과 소비자의 제품평가 사이의 관

제품품질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널리

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이용되는 단서로는 가격, 상표명, 광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품은 여러 단

량, 원산지, 제품의 물리적 외형, 물리적

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서들이 구

구성 성분, 명성, 점포명, 품질보증 등이

매자에게 제품품질의 대리지표 역할을 수

있다. 일반화된 연구결과는 아니더라도

행한다고 한다. 특정 단서는 제품평가에

품질에 대한 단서로써 대개 상표명은 가

대한 예측가치(predictive value)와 확신

격보다 중요하고 가격은 물리적 외형보

가치(confidence value)에 따라서 환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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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onroe, 1990). 단서의 예측가치는

나눠질 수 있지만 간혹 제품평가의 단서

어떤 단서가 제품의 특정 속성과 연관되

를 내재적 단서와 외재적 단서로 명확히

어 있을 가능성 혹은 그 단서로 제품속

양분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있다. 예를 들어 제품포장의 경우에는 포

즉,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특정 단서

장을 제품의 물리적인 구성요소로 보느

를 관련시키는 정도를 말하며 단서의 진

냐 아니면 제품의 보호나 촉진수단의 측

단성(diagnosticity)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구분이 틀려질 수

그 단서를 이용함으로써 성공적 과업 해

있다. 포장자체는 내재적 단서로 간주하

결을 할 것이라는 신뢰성과 가능성을 대

고, 다만 포장에 나타난 상표명, 가격,

표한다고 볼 수 있다(Dick, Chakravarti

로고 등과 같은 정보는 외재적 단서로

and Biehal, 1990). 한편, 단서의 확신가

분류하는 견해를 취하였다 (Zeithaml,

치는 소비자들이 특정 단서를 정확하게

1988).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Olson(1978)은 어떤 단서가 높은 예측

대해 확신을 갖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가치와 확신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즉 그 단서가 소비자 자신이 생각하고

소비자가 생각할 때에만 그 단서가 품질

있는 것이라고 소비자가 확신하는 정도

단서로 이용되며 품질판단에 더 강한 영

를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확신가치와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소비자들이 품

예측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

질판단 과정에서 외재적 단서를 이용하

서들은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는 경향은 이용 가능한 내재적 단서의 예

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Richardson,

측가치와 확신가치가 모두 낮을 때 더 강

Dick, and Jain, 1994).

하며, 특히 예측가치가 낮은 상황에서 더

제품 평가 단서에는 제품의 물리적 구

욱 외재적 단서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

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본질적 단서로

다. 이는 Zeithaml(1988)이 제안한 바와

서 크기, 디자인, 색상, 성분, 사양 등과

같이 가치지각에 관한 명제에서 내재적

같이 제품 자체의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

단서가 높은 예측가치를 가질 때 소비자

지 않고서는 그 단서가 변화하지 않는

는 내재적 단서에 더 의존한다는 명제와

내재적 단서(intrinsic cues)와 물리적 제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품의 부분이 아닌 가격, 상표, 포장, 점
포, 원산지 등의 비본질적 단서인 외재

2. 사소한 속성(trivial attribute)

적 단서(extrinsic cues)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렇게 제품 정보 단서는 두 가지로

사소한 속성(trivial attribute)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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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을 사

만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학자에 따라

사소한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Carpenter

Brown and Carpenter(2000)의 ‘사소한’

(1994)는 ‘비관련 속성’(irrelevant attrib-

속성은 객관적인 품질과 관련이 전혀 없

u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

을 필요는 없으며, 단지 명백하게 중요

은 비 관련 속성을 ‘경우에 따라 제품의

한(obviously important) 속성들에 비해

핵심 기능에 가치 있는 효능을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속성을 일컫는 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효능

로 사용되고 있다.

을 제공하지 못하는 속성’으로 보고 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rpenter et

다(예를 들어, ‘펄샴푸’의 ‘진주 성분 함

al.(1994)에서는 비 관련 속성을 가치 있

유’라는 속성). 한편, Simonson, Carmon,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치 있는

and O’curry(1994)는 비 관련 속성이라

효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속성으로 정의

는 표현 대신 ‘불필요한 속성’(unneeded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전형적인 소비

features) 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본적인

자가 해당 속성의 비 관련성을 실제 제

제품의 가치와는 명백하게 관련이 없는

품의 사용을 통해서는 감지하기 어렵고

판촉용 사은품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소비자 고발(Consumer Reports)과 같은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연구에서 ‘의

독립적인 정보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미 없는(meaningless)’, ‘가치없는(nonva-

속성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빙그레

lued)’, ‘필수적이 아닌(unnecessary)’ 속

바나나우유의 ‘항아리 모양 용기’처럼

성이라는 표현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

소비자들이 제품이 주는 핵심 가치나 성

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능(즉 맛, 깨끗함 등)과는 별로 관계가

(Goldstein and Busemeyer 1992; Hutchin-

없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son and Alba 1991; Shafir, Simonson

그 사소한 속성이 매력적인 속성이라면

and Tversky 1993). 이에 Brown and Car-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지각된 품질을 높

penter(2000)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표현

임으로써 제품 차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기 위해 ‘사소한’(trivial) 속성이라는 말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arpenter et

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사소한 속성

al.(1994)의 비 관련 속성은 Brown and

을 객관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관련이 없

Carpenter(2000)의 사소한 속성의 부분

는(objectively irrelevant) 속성뿐만 아니

집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소한 속

라, 제품의 지각된 품질에 사소한 관련

성이 제품 차별화의 요소로 활용 될 수

성만을 가지고 있거나 주관적인 관련성

있으려면 제품의 핵심 기능과는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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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더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제

정보에 의해 검증될 가설로서 다루어 질

품의 지각가치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할 것

수 있다(Ha and Hoch, 1989; Deighton,

이다(Broniarczyk and Gershoff, 2003).

1984).

사소한 속성들이 소비자의 제품 평가

Hoch and Ha(1986)는 상품 경험이 애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

매모호할 경우, 그 경험은 독립적 정보

소한 속성이 제품에 추가되는 경우 소비

로서는 비 진단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자의 의사결정구조가 달라짐으로써 제

들이 광고 주장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제

품이 차별화되어 그 제품의 가치가 증가

품 경험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

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사

다(Brown and Carpenter 2000; Carpenter

소한 속성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et al., 1994). 그들은 사소한 속성의 새

을 사용해 본다면, 비록 그 사용으로 인

로움, 독특함, 선택을 단순화 시킬 수 있

한 제품 경험이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해

는 기능, 또는 긍정적인 제품 경험과 관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사소

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럴듯함이 사

한 속성의 가치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될

소한 속성에 의해 차별화된 제품을 더

가능성이 높다.

선호하게 만든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Simonson,

게다가 그들은 그러한 사소한 속성이

Carmon, and O’curry(1994) 는 소비자들

제품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알고

의 선택에 있어 사소한 속성의 부정적인

있는 소비자들까지도 사실은 사소한 속

효과를 찾아내었다. Simonson et al.(1994)

성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이유, 소비

은 제품의 근본가치와 관련이 없는 사소

자들은 만일 그러한 속성이 사소하다면,

한 속성은 다른 속성들에서의 열등함을

생산자가 왜 그것을 포함시키겠는가 하

가리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추론 할지도

다. 그리고 Simonson et al.(1994)의 연

모른다고 얘기한다. 이처럼 사소한 속성

구에서는 제품의 근본 가치와 명확하게

들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나 평가에 영

관련이 없는 판매 촉진 사은품을 포함시

향을 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나 평가

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소한 속성을

과정을 가설검증 과정으로 바라보는 견

조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한 케이크 믹

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사소

스 제품이 그릇 수집가들의 그릇을 $6.19

한 속성과 연관된 편익이 광고에 의해

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제공 한

제안될 경우, 그 광고의 주장은 소비자

다고 하였을 때, 수많은 제품들을 둘러

에 의해 제품 경험 또는 여타 객관적인

본 피 실험자들은 다른 속성은 동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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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리미엄이 추가되지 않은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명백하게, 프리미엄의 존재

3. 희소성과 현저성

는 케이크 믹스 제품의 맛과 관련이 없
으나, 소비자들은 제품의 근본 가치를

소비자가 희소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불필요한 특징

대상에 대하여 욕구나 가치를 느끼게 되

들은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으

고 그에 따른 정서반응이 나타나 구매

로 추론하게 만든다고 저자들은 얘기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Cial-

다. 추가된 특징들이 ‘애매하게 긍정적’

dini(1985)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

일 수 있다는 Carpenter et al.(1994)의 주

상태에 있다는 감정은 매우 강력한 동기

장과는 대조적으로 Simonson et al.(1994)

유발 기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소

은 추가된 특징들이 ‘덜 매력적’일 수

한 제품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 희소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제품이 타인과의 경쟁상태에 있을 때

Brown and Carpenter(2000)는 나아가
사소한 속성을 다시 제품과 관련된 사소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 속성(product-related trivial attribute)

Lynn(1992)는 순수 경제 이론으로써 희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품과 관련된

소성을 “희소성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인

사소한 속성으로는 Carpenter et al.(1994)

간의 순수 경제이론에서 기인한다” 라

에서 사용되었던 속성(고산지대에 사는

고 하며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높이는 이

오리의 깃털을 넣은 점퍼)이 사용되었으

유는 희소품목의 가격이 좀 더 비쌀 것

며 촉진과 관련된 사소한 속성으로는

이라는 의식 때문으로, 가격이 비싸면 사

Simonson et al.(1994)이 사용했던 속성

람들은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거나 상품

(남성용 향수 구매 시에 주는 ‘증정용 골

의 품격이 높을 것이라고 느낌으로써 구

프우산’) 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Brown

매욕이 더 높아진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

and Carpenter(2000)는 특정 조건에 따라

러한 순수 경제이론은 희소성이 구매욕

제품과 관련된 사소한 속성과 촉진과 관

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가격이 비쌀 것이

련된 사소한 속성은 소비자의 선택에 다

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만약 소

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함께 전반적

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알게 되거나 희소

으로 제품과 관련된 사소한 속성을 제공

한 제품이 언제나 구매 가능한 풍부한

한 경우가 촉진과 관련된 사소한 속성을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희소성의

제공한 경우보다 호의적으로 평가됨을

효과는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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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가 형성된다. Fromkin(1970)는

현저성을 기억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는

‘희소하다’라고 인식된 것이 무엇이든지

데, Tversky and Kahneman(1974)는 현

간에 그 제품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

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와 닿

고, Brock and Brannon(1992)는 제품에

는 정보라고 정의 했다. 또한 Zukin(1981)

대해 인지하게 되는 가치를 향상 시키며

도 유사한 개념으로 좀 더 확장 시켰는

제품에 대한 소유 욕망을 증가시킨다 라

데 주제의 현저성은 그 주제에 관하여

는 사실을 입증 하였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으로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현저성 효

측정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증명하였

과 (Salience bias)를 독특성 효과 라고도

다. 즉 현저한 주제 일수록 그 주제에 대

한다. 이것의 의미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한 정보의 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

다는 것이다. Entman(1993)도 현저성을

지 않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다. 설령

기억 속에 정보의 조각들을 저장할 가능

어떤 정보를 모두 다 처리한다 하더라도

성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자기 중심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

제품에 있어 사소한 속성으로 사용되

에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런 현상을 귀

는 단서 가운데 희소성이 높은 단서는

인 오류라고 한다. 귀인 오류는 특히 어

앞서 설명한 현저성의 효과로 인하여 제

떤 자극이 특출할 때 잘 나타난다. 사람

품 내 다른 단서들에 비하여 소비자의

들은 어떤 자극이 지각적으로 특출하면

기억 속의 활성화 정도가 높게 나타날

그 자극을 어떤 현상의 원인으로 삼는

것이며 이렇게 소비자의 기억 속에 그러

오류를 범하는데 그런 오류를 ‘독특성

한 단서에 대한 활성화 정도가 높아지면

효과’라고 한다. 뭔가 튀는 사람이 눈에

간섭효과를 일으켜 제품 내 다른 단서들

잘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

의 인출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제품

어 보이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이다. 사

에 있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낮은 단서

람들은 이처럼 어떤 원인을 찾거나 세상

의 경우는 제품 내 다른 단서들보다 기

을 볼 때 지각적으로 특출한 자극들의

억의 활성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진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곧 지각적으로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현

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소한 속성

쉽게 도마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서의 경우도 제품 내 다른 단서들에

그러나 튄다는 것은 어떤 집단에서 지배

비하여 기억 속에서 활성화 되는 정도가

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높기 때문에 제품 안에서 다른 정보단서

현저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들이 함께 주어진다고 하여도 희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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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를 가장 먼저 회

자가 지각 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렇게

상 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정보 단서의

강하게 형성된 단서의 의미를 희소성이

인출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낮은 사소한 속성 단서보다는 더 많은

위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가설 1을 설

의미를 소비대상물에도 전이 시켜 제품

정하였다.

과 단서의 일치성이 떨어지더라도 단서
에 대한 의미를 제품에 좀더 부여할 것

H1: 희소성이 높은 특징을 갖는 사소

이다. 또한 최병용(1996)은 호의적 혹은

한 속성 단서를 포함한 제품은 희

비호의적인 일반적 인상이 그와 무관한

소성이 낮은 특징을 갖는 사소한

다른 자극의 해석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속성 단서를 포함한 제품보다 단

후광효과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후

서관련 회상도가 높을 것이다.

광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희소성이
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에서 느끼는 호의

희소성은 가격과 품질인식과 깊은 연

적인 이미지를 제품 평가 시에도 단서-

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제품 일치성이 낮음과 관계없이 호의적

연구에서 명칭 지은 금, 옥, 진주와 같은

으로 평가 하려는 편의를 보일 것이다.

사소한 속성 단서는 희소성이 높은 단서

의미전의가설의 관점에서 소비대상물

로써 품질인식에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이 가지는 의미는 소비대상물의 유형적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확장

특질에 대한 보편적으로 공유된 판단에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서와 확장 제품

서부터 특유한 개인적 의미에 이르는 연

과의 연관성이 높아야 제품에 대하여 호

속선 위에 놓인다. 대개 소비자는 소비

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이

대상물의 개인적 의미보다는 소비대상

론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희소성이

물의 물리적 속성에 관해서 더 잘 동의

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의 경우에는 제품

하는 경향이 있다(Hirschman, 1981). 이

과의 일치성이 낮아도 확장 가능한 사례

러한 이유 때문에 물리적 단서인 금, 옥,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희소성이 높은 사

진주 와 같은 제품관련 사소한 속성 단

소한 속성 단서는 희소성 효과로 소비자

서는 이러한 전이가 좀 더 확실하게 이

들이 보편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단서

루어질 것이다.

로 지각한다 또한 주목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범주화 이론

소비자들에게 자극 되는 강도가 강하기

(categorization theory)에 따라 브랜드 확

때문에 좀 더 지배성을 가진 단서로 인

장의 적합성(fitness)을 모 브랜드와 확

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소비

장 브랜드 간 유사성에 근거한 것으로

116

유 수 민․박 지 혜

글로벌경영연구

보고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 간에 유

된다고 보고 있다. 금, 옥, 진주와 같은

사성이 있을 때 브랜드 확장의 효과가

희소성이 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들은 제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mith and

품과 단서간 일치성이 낮은 제품에 첨가

Park, 1992).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단서와

되어도 앞서 제시한 현저성 효과, 의미

제품의 일치성도 설명될 수 있다. 즉 단

전이, 후광 효과와 같은 효과에 의해 단

서와 제품 간의 적합성은 단서와 확장된

서 관련 추론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가

제품간의 유사성에 근거하며 이런 유사

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이 높은 경우가 확장의 효과가 더 높

단서가 일치성이 낮은 제품에 첨가되었

을 수 있다.

을 때는 희소성이 낮은 사소한 속성 단

범주화 이론에 근거할 때, 소비자가

서가 첨가된 경우보다 단서의 의미를 제

제품 확장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는 두

품에 더 부여하여 품질지각과 제품태도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이루어지게 된

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따라

다. 첫째, 확장제품이 단서에 의해 일어

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난 연상 범주에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경우에는 범주에 기초한 처리과정을 거
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확장에 대한

H2: 희소성이 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

평가가 단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근

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단서 일치

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확장제

성이 높고, 낮은 제품에서 품질지

품과 단서 관련 연상 범주 간에 불일치

각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 인식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부분적

H3: 희소성이 낮은 사소한 속성 단서

처리과정이 발생함으로써 확장에 대한

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단서 일치

소비자의 평가는 추론된 단서의 속성에

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서

대한 신념들과 그 속성의 평가적 중요성

품질지각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Sujan, 1985;

H4: 희소성이 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

Goodstein, 1993).
이와 같이 전형적인 일치성(적합성) 연
구들의 관점에서는 단서와 제품간의 일

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단서 일치
성이 높고, 낮은 제품에서 제품태
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치성이 높아야 단서의 의미가 제품에 더

H5: 희소성이 낮은 사소한 속성 단서

많이 반영이 되고 일치성이 낮은 경우에

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단서 일치

는 단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 전이되는지

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서

는 소비자의 단서관련 추론에 의해 결정

제품태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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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정성적

1. 실험 참가자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사소

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희소성
한 속성 후보 단서로써 금, 진주, 옥, 녹

본 실험은 통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차, 허브가 선정되었다. 금가루 화장품,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금술, 금 칫솔, 진주 화장품, 진주 펄샤

에 의해 서울 시내 대학 학부생들과 직

이닝 샴푸, 옥 장판, 옥 매트, 녹차 화장

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피실험자

품, 허브화장품 등 현재 출시되고 있는

들에게 실험에 관하여 소개한 후, 실험

제품들 중에서 제품 확장의 사례가 빈번

자극물을 보여주고 참가자들의 반응을

하고 광고에서 다른 단서들보다 강조되

측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240개 중

고 있다. 이 중 희소성이 높은 사소한 속

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보인 설문지 1개

성 단서는 금(gold)이 선정되었고 희소

를 제외한 239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

성이 낮은 사소한 속성 단서는 ‘녹차’ 가

용되었다.

선정되었다. 단서가 정해진 후 각각의
단서가 일치성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

2. 실험설계 및 절차

에 첨가되었을 때 각각 어떻게 다른 차
이를 보이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치

사소한 속성 단서가 희소성이 높고

성 고/저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두 번째

낮은 각각의 경우에서 단서-제품의 일치

사전조사를 거쳤다. 일치성도 같은 방식

성을 달리하였을 때 소비자의 회상도,

으로 FGI를 통해 금, 녹차와 일치성이

지각된 품질, 제품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높은 제품으로써 비누가 선정되었고 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녹차와 일치성이 낮은 제품으로써 핸드

2(사소한 속성 단서의 희소성의 고/저)

폰이 선정되었다. 이 두 가지 단서의 희

×2(단서와 제품간의 일치성 고/저) 집단

소성 정도와 단서-제품 일치성 정도는

간 실험설계를 하였다.

본 설문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재 설문하

본 연구에서 사소한 속성의 희소성의

는 절차를 통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정도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

본 실험을 위해 금비누, 녹차비누, 금

저 단서의 희소성의 정도를 사전조사를

핸드폰, 녹차핸드폰의 4개의 제품에 대

통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제품에 사소한

한 광고물을 조작하였다. 회상에 영향을

속성 첨가물로써 가능한 성분 단서들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

나열하여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FGI

해 광고물의 불필요한 시각적 효과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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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줄였으며, 제품 설명을 중심으로

‘이 제품은 좋다’ ‘이 제품에 대해 긍정

광고를 조작하였다. 제품에 대한 문구와

적인 느낌이 든다.’ ‘이 제품에 대해 호

삽입된 그림은 같은 제품군일 경우는 모

감이 간다’의 3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동일하게 조작하고 단서명인, 금, 녹

모든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

차 단어만 달리하였다. 희소성 고/저 단

였다. 또한 실험참가자들의 광고에 대한

서와 일치성 고/저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식으로

먼저 단서와 제품 일치성을 선정하였고

생각나는 단어와 문장을 순서대로 작성

선정된 단서들과 제품들이 적절히 선정

하게 하였다.

되었는지를 재검증 하기 위해서 본 설문
에서도 제품fit 설문 4가지 외에 독립적
으로 40명씩 할당하여 설문하였다.

Ⅳ. 연구 결과

희소성과 주목률을 측정하는 항목으
로 사전조사를 통해 희소성이 높은 사소

1. 표본의 특성

한 속성 단서로써 ‘금’을 선정하였고 희
소성이 낮은 사소한 속성 단서로써 ‘녹

본 연구의 피실험자들은 남성 46% 여

차’가 선정되었다. 또한 이 단서들이 옳

성 54%로 구성되었고, 19～22세가 28.9%,

게 선정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

23～26세가 38.5%, 27～30세가 24.7%,

설문에서도 제품fit 설문 응답자와 겹치

31～34세가 7.9%였다. 실험참가자의 대

지 않도록 별도로 80명의 응답자를 대

부분이 2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상으로 금과 녹차에 대한 희소성을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명씩 배분하여 재설문하였다.
제품과 속성 간 일치성 측정을 위해

2. 사전 분석

Mitra and Beatty(1990)의 일치성 조작
및 측정 문항을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먼저 사전 실험을 통해 희소성이 높

‘이 단서는 제품과 잘 어울린다.’ ‘이 단

고 낮음으로 선정된 두 개의 단서인 금

서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 한다.’ 라는 2

과 녹차의 희소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품질 지각을

대하여 소비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기 위하여 D’Astous and Gargouri

사전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두 개의

(2001)가 개발한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

단서가 선정이 잘 된 것임을 검증하였

다. 이두희, 임택경(1992)이 사용한 제품

다. 측정은 희소성을 묻는 항목으로 7점

태도 척도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척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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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들의 단서의 희소성과 주목율

<표 2> 단서-제품 일치성 검증 결과

지각 정도

금
녹차

구 분

평균

표준오차

희소성

4.60

1.45

주목율

5.15

0.97

희소성

2.50

1.18

주목율

3.55

1.39

비누
핸드폰

하여 제품에 첨가할 때 단서와 제품의
서도 사전조사와 같이 비누제품 일치성
이 높게 나오고 핸드폰 제품 일치성이
낮게 나왔는지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지배성
고/저

일치성
평균

일치성
표준오차

금

3.62

1.51

녹차

4.88

1.34

금

3.46

1.18

녹차

2.56

1.70

3. 연구 가설의 검증

사소한 속성의 희소성 정도를 고/저로
일치성을 고/저로 나누었는데 본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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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설문에서
실시한 회상도 측정에 대한 응답은 주관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에게 조
작된 광고물을 꼼꼼히 보게 한 뒤 바로
회상되는 단어들을 나열할 수 있도록 설

다음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금의

문하였다.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연구자

경우에는 비누와 핸드폰 각각의 제품에

는 응답자들이 나열한 제품 정보 관련

대한 일치성의 차이가 크진 않아도 어느

단어들을 계산하여 가장 많이 회상된 단

정도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고 녹차와

어의 빈도수와 순위를 추출해 내었다.

같은 경우는 비누와 핸드폰 제품 각각에

그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한 일치성에 큰 차이를 보여 일치성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과 같이 지배

고/저 제품fit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검

적 단서인 금을 첨가한 제품인 금비누와

증하였다.

금핸드폰의 단서관련 회상도는 높게 나
<표 3> 사소한 속성을 포함한 제품의 회상도 측정 결과
‘금비누’ 회상 단어 순위

비누

1. 금 40
2. 아토피 27
3. 천연재료 8
‘금핸드폰’ 회상 단어 순위

핸드폰

1. 금 42
2. 블루투스 14
3. 웰빙 13

‘녹차비누’ 회상 단어 순위
1. 녹차 28
2. 천연재료 26
3. 여드름 12
‘녹차핸드폰’ 회상 단어 순위
1. 녹차 33
2. 영상통화 11
3. 비밀수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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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희소성이 낮은 단서인 녹차를

폰 품질과의 관계에서 유의확율은 .971

첨가한 제품인 녹차비누와 녹차핸드폰

이므로 귀무가설이 채택된다고 볼 수 있

은 단서관련 회상도가 낮게 나타나 가설

다. 즉, 금핸드폰 일치성에 따른 금핸드

1은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

폰의 품질지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서와 제품 일치성이 낮은 경우에 단서

또한 금비누 일치성과 금비누품질 관계

회상빈도수가 단서와 제품 일치성이 높

에서 유의확율은 .220이므로 역시 귀무

은 경우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적절한

가설이 채택된다. 즉, 금비누 또한 일치

불일치의 경우에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하

성에 따라 품질지각에 차이가 없다는 것

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가설 2에

분석 결과, 녹차비누 일치성과 녹차비

서 가설 5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누 품질과의 관계에서 유의확율은 .000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고 볼 수 있

분석 결과, 금핸드폰 일치성과 금핸드

다. 즉, 녹차비누 일치성에 따른 녹차비

<표 4> 가설 2 개체간 효과 검정
변 수
금핸드폰 일치성
금비누 일치성
오차

종속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금비누 품질

22.818

7

3.260

4.564

.032

금핸드폰 품질

1.006

7

.144

.213

.971

금비누 품질

11.732

9

1.304

1.825

.220

금핸드폰 품질

8.139

9

.904

1.341

.357

금비누 품질

5.000

7

.714

금핸드폰 품질

4.722

7

.675

<표 5> 가설 3 개체간 효과 검정
변 수
녹차비누 일치성
녹차핸드폰 일치성
오 차

종속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녹차비누 품질

9.484

7

1.355

7.776

.000

녹차핸드폰 품질

13.016

7

1.859

4.232

.004

녹차비누 품질

9.230

8

1.154

6.621

.000

녹차핸드폰 품질

10.335

8

1.292

2.940

.021

녹차비누 품질

3.833

22

.174

녹차핸드폰 품질

9.667

22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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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의 품질지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률은 .272이므로 역시 귀무가설이 채택

또한 녹차핸드폰 일치성과 녹차핸드폰

된다. 즉, 금비누 또한 일치성에 따라 제

품질 관계에서 유의확율은 .021이므로 역

품태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즉, 녹차비누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또한 일치성에 따라 품질지각에 차이가

분석 결과, 녹차비누 일치성과 녹차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

누 제품태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확률은

었다.

.013이므로 .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

분석 결과, 금핸드폰 일치성과 금핸드

각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녹차비누 일치

폰에 대한 제품태도와의 관계에서 유의

성에 따른 녹차비누의 제품태도에 차이

확율이 .369로 0.05보다 커 귀무가설이

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녹차핸드폰 일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금핸드폰 일

치성과 녹차핸드폰 제품태도 관계에서

치성에 따른 금핸드폰의 제품태도에 차

유의 확률은 .000이므로 역시 귀무 가설

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비누 일치

이 기각된다. 즉, 녹차비누 또한 일치성

성과 금비누 제품태도 관계에서 유의 확

에 따라 제품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표 6> 가설 4 개체간 효과 검정
변 수
금핸드폰일치성
금비누일치성
오차

종속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금비누태도

48.082

7

6.869

9.948

.004

금핸드폰태도

5.686

7

.812

1.300

.369

금비누태도

9.993

9

1.110

1.608

.272

금핸드폰태도

6.173

9

.686

1.097

.462

금비누태도

4.833

7

.690

금핸드폰태도

4.375

7

.625

<표 7> 가설 5 개체간 효과 검정
변 수
녹차비누일치성
녹차핸드폰일치성
오차

종속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녹차비누태도

12.746

7

1.821

3.391

.013

녹차핸드폰태도

19.627

7

2.804

12.201

.000

녹차비누태도

14.342

8

1.793

3.338

.012

녹차핸드폰태도

16.433

8

2.054

8.939

.000

녹차비누태도

11.815

22

.537

녹차핸드폰태도

5.056

2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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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제품일치성에 관계없이 비슷한 반
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정된 것
이다. 가설 검증 결과를 통하여 제품의

Ⅴ. 결론 및 토의

품질지각에 있어서는 희소성이 높은 사
소한 속성 단서는 단서-제품 일치성에

본 연구의 주제는 제품의 물리적 성

영향을 받지 않아 가설 2가 채택되었고

분 첨가물로써의 사소한 속성 단서가 희

희소성이 낮은 사소한 속성 단서를 포함

소성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냐에 따라

한 제품에 대한 품질지각은 단서-제품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일치성에 영향을 받아 차이가 있다는 결

치며 단서와 제품과의 일치성 여부가 다

과치를 얻어 가설 3 또한 채택되었다. 가

른 경우 각각 어떻게 다른 효과를 보이

설 4와 가설 5는 가설 3, 가설 4와 같은

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첫 번째 가설

방식으로 종속변수를 품질지각에서 제

은 희소성이 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를 포

품태도로 바꾸어 검증해본 결과 모두 채

함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더 많은

택되어 제품태도에서도 품질지각과 같

관심과 주목율을 갖는 다는 전제하에 회

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상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검증한 것이다.

금이나, 옥, 진주와 같은 소비자들이

그 결과 가설 그대로 희소성이 높은 사소

호의적으로 느끼는 내재적 단서를 포함

한 속성 단서를 포함한 제품에서 단서 관

한 제품을 마케팅 하는 경우에는 2번의

련 회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금, 옥, 진주 등

희소성이 낮은 사소한 속성 단서인 녹차

과 같은 사소한 속성 단서는 대부분의

의 경우도 금보다는 회상도 빈도수치는

소비자들이 사전 경험과 지식에 의해 더

낮지만 광고물에서 제시된 다른 제품 정

가치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단서이며 다

보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보다 가장 높

른 단서들에 비하여 좀 더 관심을 갖는

은 빈도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소비자들

단서들이다. 때문에 이러한 금, 옥, 진주

에게 제품의 외재적 정보보다 제품의 물

등과 같은 단서를 제품평가에 가장 중요

리적 구성 성분과 같은 내재적(intrinsic)

한 단서로써 강조하면서 다른 제품정보

속성단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Whe-

단서들에 비하여 부각되게 제시해 주면

atley, Goldman and Chiu(1981)의 연구

소비자는 비록 제품 내에서는 사소한 속

와도 일맥상통한다.

성 단서인, 금, 옥, 진주 등의 단서를 중

두 번째 가설은 쉽게 말하면, 희소성

심 탐색속성으로 판단하여 품질을 긍정

이 높은 사소한 속성 단서가 첨가된 제

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천연암반수 맥

글로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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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품 마케팅이 이렇게 사소한 속성 단서를

본 연구에서는 사소한 속성 단서를 첨

탐색속성으로 제시해주는 경우의 예인

가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호의

것이다. 이렇게 탐색속성으로 내재적 단

적인 것이 전반적으로 밝혀지긴 하였지

서를 사소한 속성 단서로 제시할 때에는

만 이러한 현상이 사소한 속성 단서가

제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외

가지는 의미나 이미지의 긍정적인 부분

재적 단서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사

이 제품으로 전이가 되어 제품에 대해서

소한 속성 단서에 대한 집중도와 현저성

도 소비자가 호의적으로 느끼는 것이라

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것은 소비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밝히

사소한 속성 단서의 특성을 희소성의

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안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나눈 것은

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인지과정을 실

기존 문헌들에서 존재하는 구분법이 아

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소한 속성 단서

니고 연구자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본

의 의미와 이미지가 제품에 그대로 전이

것이다. 그러나 특정 단서를 이 두 가지

된 것이 맞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향후

개념만을 가지고 설명하고 구분하는 것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은 무리가 있다. 제품에 첨가물로써 존
재하는 수많은 특성을 가진 단서들을 이
두 가지 개념으로만 분리하는 것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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