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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Regulatory Focus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A Review and New Directions

Abstract

This paper includes the results of a wide range of researches and studies in order
to extend the knowledge and idea about regulatory focus. The othe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easier way to understand regulatory focus by modeling key parts of 
the regulatory focus theory.

Regulatory focus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self-regulatory processes that focus on 
promotion and prevention focuses for goal pursuit. A promotion focus is concerned with
advancement, growth, and accomplishment, whereas a prevention focus is concerned with
security, safety, and responsibility. Regulatory focus is an academic theory that demon-
strates the way how consumers make decision and their purchase process. Its academic
significance is highlighted with the fact that regulatory focus is used in various researches
and studies as a moderating variable that carries a sizeable impact on their results. 

Furthermore regulatory focus theory, which first applied to conduct motivational re-
search, has become a critical tool for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marketing, psychology
and other academic segment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will suggest a pragmatic ap-
plication of the theory based on the aforementioned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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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  연구의 모형도

Ⅰ. 서론

심리학에서 등장한 조 (Regula-

tory Focus) 이론은 마  분야의 연구

와 결합되어 소비자의 행동에 한 동기

를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

다. 이 분야의 표 인 학자인 Higgins

는 1997년의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조

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행 를 포 으로 이해하고 설명

하고자 노력하 다. 그 후 조 에 

한 연구는 많은 마  연구  심리학 연

구로 확장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

히 조 의 두 가지 심리  유형인 향

상 과 방 을 통하여 소비자의 

험회피 행동과 련된 연구가 시도되

었다. 흥미로운 상은 다른 변수들과 결

합되어 많은 연구들에서 조 이 조

변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 조

 연구는 부분이 성인을 상으

로 한 연구 기 때문에 이에 한 한계

을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연 고 캠

페인에 한 청소년의 반응에서의 조

의 효과에 한 연구도 등장하 다

(Zhao and Pechmann, 2007). 

조 은 마  분야 연구에서 상

당한 요성을 지닌 변수로 자리매김 하

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조  

련 연구가 진행되어온 성과에 비하여 

재 조  이론의 연구의 흐름과 방향

을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를 포 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소비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

이론을 반 으로 살펴보고 이에 한 

흐름을 악하는 것도 시 에서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 이

론에 한 정의  특성을 포함하는 이

론의 개념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해서 조  연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모형을 함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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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외의 다양한 조  련 연구를 조명

해 으로써 조  연구의 방향과 흐

름에 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조  이론의 향후 연구방

향에 하여 제시하여 보고 경 학  시

사 에 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조 의 정의  특성

조  이론을 제기한 Higgins(1997)

는 소비자의 두 가지 다른 동기 지향을 제

안하 다. 향상 의 소비자와 방

의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향

상동기’란 그 행동을 통하여 소비자가 

정  결과를 얻기 원하는 것을 의미하

며 ‘ 방동기’란 그 행동을 통하여 재 

소비자가 처해 있거나 앞으로 처할 가능

성이 있는 부정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우이다(Higgins, 1997). 향상

과 방  소비자의 구성 비율을 살

펴보면 약 반은 향상 자이고 나머

지 반은 방 자로 측정되었다(Hig-

gins, 1987; Lee, Aaker, and Gardner, 

2000; Lockwood, Jordan, and Kunda, 2002). 

두 가지 형태의 조 을 를 들어 설

명하면 향상 자는 좋은 선수가 되기 

하여 테니스 캠 에 참가하는 것과 같

은 근 지향 략을 추구하며, 방

자는 더 좋은 테니스 선수가 되기 하

여 연을 하는 것과 같은 회피 지향 

략을 강조한다(Pham and Chang, 2010). 

이러한 소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향

상 을 갖는 소비자는 정 인 결과에 

민감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해 재의 

상황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안에 호의

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방

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부정 인 결과

에 민감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원

하며 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

고 있어 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조

은 내재 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화될 수도 있다(Camacho et al., 2003). 

먼  내재  조 과 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성장과정이 사람의 조

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냈다. 를 들어 자녀의 성장을 요

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처

벌하기보다 격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

면에 자녀의 보호를 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이와 반 되는 경향이 

강하다. 자와 같은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에는 ‘이상 인 것(ideals)’의 성취

를 추구하는 향상 의 소비자가 되기 

쉽지만 후자와 같은 부모를 가진 자녀의 

경우에는 ‘의무 인 것(oughts)’을 충실

히 수행하는 방 의 사람이 되기 쉽

다(Higgins, 1997). 향상 은 기본 으

로 성장과 양육의 욕구를 출발 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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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상 인 자아(ideal self)를 추구함에 

따라 정 인 결과의 유무에 민감하다. 

그리고 향상  목표를 성취하기 한 

략으로는 성공과 획득에 한 ‘ 근’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공했을 경우에는 즐

거움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울감을 느

끼게 된다. 그러나 방 의 경우에는 

안 에 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당

 자아(ought self)를 추구함에 따라 부

정 인 결과의 유무에 민감하다. 한 

방  목표를 성취하기 해서는 손실이

나 실패를 ‘회피’하려는 략을 사용하

며, 성공했을 경우에는 평안함을, 실패했

을 때에는 조함을 느끼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조 은 내재 일 뿐

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일시 으로 

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

을 화하기 하여 사용된 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세부 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사용된 방법은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실험 참가자들의 심을 

‘열망하는 것(hopes/aspirations)’ 는 ‘의

무 인 것(duties/obligations)’에 맞춘 형

태가 있다. 둘째,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

 주어진 행동에 해 ‘ 극 인 태도

(eager mode of goal pursuit)’ 는 ‘신

한 태도(vigilant mode of goal pursuit)’

를 취하게 하는 행태가 있다. 셋째, 실험

에서 제시된 과제를 실험 참가자들이 ‘획

득(gain)’ 는 ‘손실(loss)’로 여기게 하

는 등의 형태가 있다. 

동일한 행동에 하여 소비자들은 두 

동기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두 동기  특정 동기를 상

으로 더 강하게 갖게 되고, 이로 인

하여 그 행동의 방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두 동기  어떤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는 소비자 개인의 내재  특

성 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Camacho et al., 2003). 향상 과 

방 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한 욕

구 상태를 조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Higgins, 1997). 향상 의 개인은 고

통이 없는 정 인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기꺼이 험을 추구하려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 상태와 일

치하고자 하는 동기성향을 가진다. 반면

에 방 의 개인은 부정 인 결과가 

없는 안 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목표 

상태와 불일치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동기성향을 가진다(Crowe and Higgins, 

1997, Higgins, 1997).

험행동 측면에서 이러한 특성을 살

펴보면, 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

에 향상 과 련되어 진다(Crowe and 

Higgins, 1997). 반 로 험은 곧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실을 싫어하는 방

의 사람들은 험을 피하고 안 한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자의 개인  특성은 험과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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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 이론의 주요 특성

구 분 추구내용 략 성과

조

향상

이상 인 것

(hopes and ideals)
열망하는 것

(aspirations)
험감수

감성  평가

성장과 발

근

극성

랜드 환

즐거움

획득

방

의무 인 것

(oughts, duties, obligations)
경계하는 것

(vigilances)
험회피

이성  평가

안   보호

회피

신 성

랜드 고수

우울감

손실

경쟁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득과 험

을 지각하는 것에도 향을 미칠 수 있

다. 동일한 험과 이득이 존재할지라도 

향상 의 사람들은 이득을 크게 지각

하고 험을 낮게 지각할 수 있으며, 

방 의 사람들은 손실, 즉 험을 크

게 지각하고 이득을 낮게 지각할 수 있

다. 따라서 향상 의 사람들이 방

의 사람들에 비해 이득을 추구하여 

험감수 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Br-

yant and Dunford, 2008).

Higgins(2002)는 조 에 있어 개

인의 성향  (chronic focus)이 존재

하며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 주장하 다. 한 그는 2006년의 후

속 연구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각 개인은 

향상, 방어 두 가지   어느 하나가 

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둘 다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언 하 다. 한 

특정 상황에 향을 받아 일시 으로 변

화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 다. 향상

이 강한 개인은 방어 이 강한 개인에 

비해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해 노

력하며, 성취, 이득과 같은 정 인 결

과에 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허종호, 2007). 

Ⅲ. 조  연구 방향

1. 조 과 소비자행동

조  이론은 소비자 행동에 향

을 미치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집합 으

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이다. 조

의 자기 조  기능으로 인하여 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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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상과 같은 고차원의 욕구 는 

목표가 인지 , 동기 , 행동  구성요

소를 포함하는 소비자 행동에 요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Werth and Foerster, 

2007). 기존의 많은 조  련 연구

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를 들면 설득(Aaker and Lee, 2001; Jain 

et al., 2006; Pham and Avnet, 2004), 

충효과  유인효과(Mourai et al., 2007), 

태도변화  회상(Aaker and Lee, 2001), 

선호 구성(Wang and Lee, 2006), 시  간 

선호(Mogilner et al., 2008), 단(Wan, 

Hong, and Sternthal, 2009), 건강 메시지

의 충족성 평가(Keller, 2006), 자기조

(Hong and Lee, 2008), 상유지(Chernev, 

2004), 재구매 의도(Louro et al., 2005), 

창의성(Friedman and Főster, 2001), 정

서  반응(Brockner and Higgins, 2001; 

Idson, Leberman, and Higgins, 2000); 

Pham and Avnet, 2009), 과업 체성(Li-

berman et al., 1999), 복합 인 사상에서

의 확률 추정(Brockner et al., 2002)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  정보처리 각 단계

별로 조 이 미치는 향에 한 연

구가 있었다. 

이러한 조 은 소비자 안선택에 

있어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Liberman et al.(1999)은 향상  지향

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고 

발 시키기 한 수단으로 항상 새로운 

제품( 랜드)을 탐색하고 환하려는 성

향이 강하다고 하 다. 이와 반 로 방어

 성향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기존의 

제품( 랜드)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

다(Chernev, 2004; Herzenstein et al., 

2007). 몇몇 연구들의 경우 조 에 

한 상황  라이 (situational priming)

이 개인성향  과 유사한 효과를 보

일 수 있음을 증명하 다(Crowe and Hi-

ggins, 1997; Liberman et al., 1999; Shah 

and Higgins, 1997). 한 심리학에서의 

많은 연구들이 자기조  의 유형이 

선호, 메시지 수용도, 호감도 단 등에

서 체계 인 차이를 가져다 다는 것을 

실증하 다(Aaker and Lee, 2001; Crowe 

and Higgins, 1997; Higgins et al., 1997). 

즉, 개인성향  조 에 의한 것이든

지 문장 기술, 시나리오 독해, 는 고 

노출 등 상황  실험조작에 의한 일시  

조  활성화에 의한 것이든지 조

은 후속 과업에 한 사람들의 인지

 로세스와 그에 따른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여 상, 2011).

조 은 동기부여(motivation)에도 

향을 미친다. 향상 에 있는 개인은 

정  사고의 유무에 특히 민감하므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약속해  수 있

는 것을 확 하는 것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 반면에 방 을 지향하는 소비

자는 부정  사고의 유무에 민감하므로 

자신의 안 과 손실 회피를 약속해  

수 있는 부정  사상 는 실패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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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Werth 

and Foerster, 2007). 

2. 조  일치효과

조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동기(향상 는 방)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획득( 정  결과의 성취), 비획득( 정

 결과의 성취 실패), 손실(부정  결과

의 방 실패), 비손실(부정  결과의 

방) 등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Camacho et al., 2003). 향상 자는 도

으로(exploratory)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와 련하여 손실과 비손실

보다는 획득과 비획득에 심을 두는 경

향이 많고, 그 행동으로 인해 최 한 많

은 획득을 얻음으로써 비획득의 가능성

을 이려고 한다. 방 자는 신 하

게(vigilant) 행동함으로써 획득과 비획

득보다는 손실과 비손실에 심을 두게 

되고, 손실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임으

로써 비손실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경향

을 보인다(Forster and Higgins, 2005). 

기존 연구들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과 련된 여러 요소들이 그 

행동의 결과와 련된 와 같은 심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

여 그 행동에 해 더욱 정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aker and 

Lee, 2006). 조 이론에서는 이러한 

상을 ‘조  일치 효과’라고 부른다

(Crowe and Higgins, 1997). 이에 하여 

Aaker and Lee(2006)는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  목표지향과 행동이 부합되었을 

때 발생되는 증가된 동기 강도(motiva-

tional intensity)라고 개념을 설명하 다. 

조  일치 효과의 발생 원인을 살

펴보면 Aaker and Lee(2006)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느끼는 기분의 출처를 

혼동하기 때문에 조  일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 다. 그러나 Pham and 

Avnet(2004)은 조  일치 효과의 발

생 원인에 하여 다른 이론을 제기하

다. 어떤 상을 평가할 때, 향상 의 

사람은 감성 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향

이 강하지만, 방 의 사람은 이성

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2004년의 후

속 연구에서는 방 의 사람보다는 향

상 의 사람이 감성  요소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  느낌의 무

의식  이에 의해 발생하는 조  

일치 효과 역시 방 의 사람보다는 향

상 의 사람에게 더 쉽게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그 다면 조  일치 효과의 발생 생

황은 어떠한가? 조  일치 효과는 다

양한 상황에서 입증이 되었다. 이러한 상

황들은 크게 과제수행 상황과 의사결정 

상황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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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상황과 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실

험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할 때 그 과제의 수행동기(향상 

는 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과제를 수

행가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rowe 

and Higgins, 1997). 그리고 조  일

치 효과는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확인이 되

었다. 사람은 자신의 조 에 부합하

는 방식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Aaker and Lee, 2001). 

3. 조 과 메시지 이 

의 합성

조 이론은 개인의 조 과 정

보를 제시하는 메시지 임의 조

 간의 일치성(consistency) 는 합성

(fit)이 설득  효과에 향을 미치고 있

다는 연구로 발 하 다(Aaker and Lee, 

1001; Lee and Aaker, 2004; Zhao and 

Pechmann, 2007; 이미 , 2007; 나 희, 

최지호, 2005). 조 의 일치성에 

한 연구들은 주로 고 메시지에 한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메

시지의 조  이  효과에 

을 맞춰 진행되었다. 고 메시지의 조

이 소비자의 자기조 과 일

치할 때 고, 제품(서비스), 랜드, 기

업 등에 한 평가와 태도가 더 정

으로 나타난다는 을 밝 냈다(Aaker 

and Lee, 2001; Lee and Aaker, 2004; 

Zhao and Pechmann, 2007; 김귀곤 외, 

2009; 승우 외, 2008). 이는 소비자의 

자기조 과 메시지 조 과의 일

치성(consistency), 합성(fit) 는 조

련성(regulatory relevance)이 높을 경

우 설득력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Aaker and Lee, 2006).

이러한 조  합성은 고메시지

에 응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나 희, 

최지호, 2005; 이미 , 2007; 여 상, 송

환웅, 2007; 승우 외, 2008). 좀 더 세

부 인 를 들면, 여 상, 송환웅(2007)

은 방어 의 소비자가 일반 고보다 

비교 고에 더 부정 으로 반응함을 확

인하 는데, 이는 방어 의 소비자가 

양면 고에 한 의구심을 더 많이 갖게 

되어 설득 지식 활성화 수 이 높기 때

문이다. 

 4. 조 과 험

향상 이 험감수 선택이나 이득을 

크게 지각할 가능성은 낙 주의 연구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낙 주의는 방

이 아닌 향상 과 한 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nt and Hig-

gins, 2003). 낙 주의가 상황의 정  

가능성에 을 맞추고 정 인 결과

를 기 하는 것이라는 을 고려할 때, 

향상 의 사람들이 상황의 이득을 더 

크게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은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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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echrist, 2010)). 이와 련하여 

Hamstra et al.(2011)는 운 자들의 운

행동을 2개월간 추  조사한 연구와 시

뮬 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향상

의 사람들이 실제로 좀 더 속도 반을 많

이 하고 차간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것

으로 밝 져 조 이 험행동과 직

인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 과 험과의 계를 

다룬 연구들은 조 의 이론  특성

을 바탕으로 융투자시의 험 의사결

정으로 확 되기도 하 다. 이는 주로 조

 간 채택하는 략에 따른 험 추

구의 차이를 연구하는데 집 되는 상

을 보 다. 향상 의 개인들은 열망

(eagerness) 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방 의 개인들은 경계(vigilant)

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열망 략

이 험에 더 개방 인 행동을 하는 것으

로 해석되는 반면 경계 략은 더 보수

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Werth and Foerster, 2007). 향상 의 

개인들은 방  사람들에 비하여 더 

험한 근방식을 취하는 반면 방

의 개인들은 무 큰 험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며, 더 신 한 근방식을 

취함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Crowe and 

Higgins, 1997; Főrster et al., 2001). 지

각된 험이 융투자상품이 가지고 있

는 객  험과 더불어 융투자상품

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

장한 이후 험 정보 이 을 비롯하

여 지각된 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Weber and Milliman, 1997; 

Byrne, 2005; Rahubir and Das, 2010; 

Rahubir and Das, 2010). 

5. 조 과 가격할인

조 의 이론은 가격할인 효과 연

구에도 용되었다. 가격할인은 가격변

화의 한 유형으로 마 의 요한 진 

수단으로 여겨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기의 가격할인 연구는 제품과 

련하여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정

인 향을 증명한 것이 주를 이루었지만 

차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Monroe, 2003). Berkowitz 

and Walton(1980)은 가격할인에 한 단

서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호의 인 방

응을 유발하게 되어 구매행동으로 이어

지는 것을 확인하 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 과 팽창

가격할인을 연결한 연구가 있었다. 향상

의 소비자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심을 갖는 반면, 방어 의 소비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심을 갖게 된다

(Pham and Avnet, 2009; Zhu and Me-

yers-Levy, 2007). 한, Pham and Chang 

(2010)에 따르면 향상  소비자들은 방

어  소비자들에 비해 정보 탐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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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추상화된 수 이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의 범 도 넓은 편이나 방어 의 

소비자들은 구체 인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의 범 도 좁은 편이다. 여기서 팽

창가격할인이란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

군에 한 애매한 할인 수 을 제시하여 

특정 제품에 한 할인정도와 정확한 

매가격에 한 모호성을 유발하는 가격

진수단을 말한다(Biswas and Burton, 

1994). 이러한 팽창가격할인과 소비자의 

조 과의 합성 효과에 한 김경

미, 류강석(2008)의 연구는 향상  소

비자들은 최 할인에 해 더 정 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방어 의 소비자

들은 최소할인에 해 더 정 으로 반

응함을 밝 냈다. 한 소비자들에게 과

거가격이 제시되었을 경우 보다 경쟁가격

이 제시되었을 경우가 효과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유창조, 소은(2011)

은 할인크기와 조 에 따른 팽창가

격할인 효과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는 

할인율의 크기가 클수록 할인정보에 더 

호의 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은 

조 에 따라 할인방식에 해 다르

게 반응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 다. 

Ⅳ. 결론

조 의 개념  특성에 하여 살

펴본 후 기존 연구들의 방향에 하여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조  이론 연

구에 한 모형도 [그림 1]에서 밝혔듯

이, 조 에 한 연구는 기 인간

의 행동에 한 동기연구에서부터 시작

하여 조  일치성 연구를 거쳐 재

는 다양한 마   심리학 분야의 연

구에 응용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 은 

인간의 행동을 크게 두 가지 향상 과 

조 으로 구분하고 이와 련하여 

소비자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  구매 로세스 반에 향

을 미치는 요한 개념으로 그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요성을 입증해 주

는 사례로 앞서 밝힌 다양한 연구들에서 

조 이 다양한 마  주요 결과

변수에 향을 미치는 조 변수로서 활용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  이론은 

재 랜드 애착과 몰입에 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임을 증명한 연구와 융의

사결정시의 조 과 험이 소비자 

선택에 한 연구의 연구, 할인크기와 

조 에 따른 팽창가격할인 효과 등 

다양한 연구로 응용됨을 알 수 있다(안

호 외, 2008; 김 두, 하 원, 2011; 유

창조 외, 2011).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연구 방향으로는 

더욱 다양한 마  련 변수와 조

과의 결합을 상할 수 있다. 특히, 자

아일치성과 조 , 원산지 효과와 조

 등을 를 들 수 있다. Hig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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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의 연구 이후 진행되어온 조

 이론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마

과 고 분야에 있어 조 이론의 

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의

미가 있다. 한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

스와 련한 STP 략, 랜딩 략, 

고 커뮤니 이션 략과도 매우 한 

련이 있는 조  연구를 실제 응용

한다면 소비자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

고 정 인 소비자 반응과 태도를 구축

해 나갈 수 있다는 학문 ․실무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동안 진행된 연구의 한계 으로는 

주로 부분의 조  연구들이 성인 

상으로 한 연구라는 을 들 수 있다

(Aaker and Lee, 2001; Chernev, 2004; 

Louro et al., 2005; Pham and Avnet, 

2004). 그러므로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

안해 보자면, 청소년은 마  분야에서 

상당한 구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경기의 

부침을 성인층보다 덜 받는 구매집단으

로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청소년과 성인층을 비교 분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조  

연구를 통해서 향상 은 극 이고 

방 은 보수 이라는 과거 연구를 발

시켜 은이들과 노인층을 비교하는 연

구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흔히 노년층은 기존의 제

품을 고수하는 등 보수 인 측면이 많고 

자신과 오래 계한 제품을 구매하는가

에 한 최근 연구를 용하는 것도 흥

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Lambert-Pan-

draud and Laure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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