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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보조사가 구매 긴박감에 미치는 영향:
언어 조절 효과
장원석*․박지혜**

Effect of Limit Adjectives on Reactive Purchase Intentio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언어를 통한 제한의 효과가 구매이유를 상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제한방식을 탈피하여 언어라는 조작물을 통해서 사람들
의 심리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만’이라는 한정보조사의 역할에 따라
구매이유의 수는 증가하였고, 이런 증가의 결과를 귀인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었
다. 연구 2에서는 긍정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상품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
았는데, 연구 1의 결과와 같이 한정보조사의 사용에 따라 구매이유의 수가 증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시간이나 수량의 변화가 아닌 한정보조사의 조절만으로 매력도와 구매의도 등이 조
절되는 것을 증명한다면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온 지난 연구들에게 의미 있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사람이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속성을 통해 반발심이 작용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수량과 시간제한이
적용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서도 심리적 반발심을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1)
우리는 표현 기술이 중요한 시대에 살
고 있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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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각을 표정, 목소리 톤, 몸짓 그리
고 언어를 통해 표현한다. 이 ‘표현한다’
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내면의
생각을 언어라는 “수레”를 통해 상대방
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어의 수레를, 즉 어떤 단어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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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판

를 수식하는 한정보조사에 대해 초점을

이하게 달라진다. 이런 언어를 적절히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둘째,

조절한다면 상품의 매력도와 구매의도

귀인이론에 근거하여 구매이유의 개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명

를 측정하고 의존명사에 따른 지각된 자

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를 살

유의 조절이 구매이유의 개수에 어떤 영

펴보면 작은 언어의 자극보다는 다른 조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작물을 통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는

수량이나 시간제한이 아닌 다른 제한적

듯 한다. 구매의도와 매력도를 상승시키

요소를 도입에 그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는 희소성메시지의 경우에도 수량이나

자 한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시간의 조절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선호되는 인격상을 통한 반발심의 효과

있을 뿐 시간과 수량을 수식하는 언어의

를 관찰하고자 한다.

조절을 통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밝혀져
왔던 매력도와 구매의도의 강도를 조절

Ⅱ. 이론적 배경

하는 요인은 수량과 시간의 제한은 조작
하지 않고 제한메시지를 수식하는 기간

1. 심리적 반발심

명사[동안]과 한정기간을 나타내는 구

[동안만]의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여

심리적 반발심은 지각된 자유에 대한

기에 덧붙여 선호하는 인격상의 한정조

위협이 있을 때 나타난다(Brehm, 1996).

절을 통해서 매력도와 구매의도에 미치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제, 무엇을 할 수

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있는지 배우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반발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배운다. 이

심에 대한 근본적인 기저에 대한 연구보

때 학습된 자유의 정도에 비추어 자신의

다는 심리적 반발심을 이용하여 상품의

자유의 정도를 가늠하게 되고, 이런 일

촉진의 효과를 살펴보거나 부가적인 입

상적인 자유를 침해 당하게 되었을 때

장에서 심리적 반발심을 다른 요인을 효

심리적 반발심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과와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인 작용으로 일상적인 자유에 대

언어적인 조작을 통한 청개구리 심리의

한 위협이나 제한이 주어질 때 감정적으

발현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희소성

로 발현된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추가

메시지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수량

적인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제한을 인지

과 시간의 제한을 배제하고 제한메시지

하게 된다면 이러한 심리적 반발심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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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하게 발현된다(Silvia, 2005). 이러한

시간의 정도에 따라 제한의 강도를 다르

작용은 평소에 지각된 일상적인 자유의

게 느끼게 된다(Brehm, 1981). 만약 교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는 것으로 이

통을 단지 하루만 통제하는 것과 한 달

를 심리적 반발심(psychological reactance)

을 통제하는 경우에 개인이 느끼는 제한

이라 명명한다.

의 강도는 기간이 긴 한 달의 교통통제

심리적 반발심의 중요한 4가지 요소

의 경우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또, 교통

는 지각된 자유, 자유에 대한 위협, 반발

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심 그리고 자유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교통수단이

(Wicklund, 1980). 지각된 자유란 일상적

없는 사람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로 다르

인 생활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요도

개인이 느끼고 있는 자유의 정도를 의미

에서 결정되는데 제한되는 자유가 자신

한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교

에게 중요한 사안일수록 제한의 정도는

통수단으로 평소에 주로 이용하던 출입

더 크게 느끼게 된다(Wicklund, 1980).

문을 통해 교실로 향하는 것을 “일상적

지각된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제한이

인 자유”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있을 때 이런 위협이나 제한이 대해 대

한 자유는 평소에 느끼기 보다는 어떤

항하는 행동이나 심리를 반발이라고 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각하

고, 이런 심리적인 반발을 반발심이라고

게 된다. 이런 지각된 자유는 평소의 “일

한다(Brehm, 1981). 이런 반발심은 위와

상적인 자유” 근거로 지각되는 것으로 즉.

같이 제한의 강도를 강하게 느끼는 경우

일상 생활을 행동하는데 있어서 개인에

에 더욱 강하게 발현되고, 또 제한이나

게 주어진 개인이 행사하고 있는 자유를

위협이 수용할 수 있는 설명이 없이 가

“지각된 자유”라 명명할 수 있다.

해지는 경우에도 더욱 강하게 반발하게

위와 같은 “자유행동”이나 개인의 태

된다(Wicklund, 1980). 평소에 이용하던

도의 변화에 대한 위협이나 강요가 행해

교통수단을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 제한

질 때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과 아무런 설명 없이 제한하는

(Brehm, 1981). 금연정책으로 인한 식당

경우에 후자의 경우 더욱 큰 반발심을

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거나 여러 가지 집

불러일으키게 된다.

회나 행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는 상황

위협이나 침해 당한 자유에 대해 침

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행동”에 대

해이전의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

한 위협이나 제한을 느끼게 된다. 이러

지를 자유에 대한 회복의지라고 한다.

한 자유에 대한 위협은 강도와 제한하는

이러한 회복의지의 크기는 반발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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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반발심의

응으로 한쪽의 태도를 확고하게 형성하

크게 느꼈을 경우 이러한 자유회복의지

고 있는데 반대 태도로의 태도 전환을

가 더 강하게 발현된다. 즉 정리하자면

요구하는 경우 몰입의 정도가 큰 개인이

심리적인 반발심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더 큰 자유의 침해를 느끼게 되고 이는

지각된 자유, 자유에 대한 위협, 반발심

더 큰 반발심의 발현으로 이어지게 된

그리고 자유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한다. 반발심의 강도는 자유에 대한 개

있다는 자각을 불어 키는 경우, 커뮤니

인의 중요도, 자유제한의 시간, 자유제

케이션 전달자에 자신을 특정한 방향으

한의 강도 그리고 제한에 대한 설명에

로 전환하려는 태도가 자각되는 상황을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개인에게 중요하고

암시적인 압력(implied Pressure)이라고

제한하는 시간이 길며 제한의 강도가 상

한다. 개인은 상대방의 확연한 대화의

대적으로 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한에

의도가 보일 때, 그리고 그 의도가 격렬

대한 설명이 없다면 제한에 대한 반발심

할 때 더 큰 반발심을 느끼게 된다. 정보

의 강도는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에 대한 전문적인 근거의 정도나 정보원

Brehm(1966)은 심리적 반발심에 영향

의 전문성의 정도를 정보와 정보원의 전

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특성과 연관시

문성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전문적인 분

켜 자능감, 몰입의 정도, 암시적인 압력,

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보 또한 전

정보와 정보원의 중요성에 따라 크게 네

문성을 요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개인은

가지로 구분하였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능감을 갖게 되고 상

자신의 판단능력을 믿는 정도를 자능감

대적으로 약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된다.

(competence)라 하는데, 높은 자능감을

하지만 정보원의 전문성과 정보의 내용

가진 사람은 낮은 자능감을 가진 사람보

이 관련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판단을

다 반발심이 더 크게 발현된다. 따라서

신뢰하는 높은 자능감 상태에서는 높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반발심을 보이게 된다.

대해 위협이나 제한이 있을 때 반발심은

심리적 반발심이 일어날 때, 직접적인

결과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자신이 평

행동이나 태도 등의 형태 또는 간접적인

소에도 중요하고 민감하게 고려하는 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자유의 제한

는 태도를 몰입(commitment)이라고 하

이 무기력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고, 강

는데 이러한 높은 몰입이 있는 사안에

한 반발심을 일으켜 자유에 대한 높은

대한 자유의 침해는 더 큰 반발심을 불

갈망을 환기시킬 수도 있다.

러일으킨다. 이러한 몰입은 감정적인 반

이러한 심리적은 위협은 제품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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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더욱더

방법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반발심을 자

높은 매력이나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극하는 메시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명하였다.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

제공하기도 한다. 개인이 인지하는 자유

라 불리기도 하는 이런 작용은 개인의 숨

의 정도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

겨진 심리적 반발심을 자극하였다. 이

다 다르게 작용하여 긍정과 부정의 효과

연구는 또한 사회적인 영향이 개인이 중

를 나을 수 있다. 제품의 품절은 제품의

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 위협으로 받

심리적 반발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아들여져 품절된 제품에 대한 매력도와

증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두 가지의 개

구매의도를 더욱 높게 형성한다(Fitzsi-

념이 더 밝혀졌는데 커뮤니케이터가 영

mons, 2000). 제품의 장정만을 부각해

향에 따라 그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신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광고는 때론 지

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영

나친 간섭으로 여겨서 제품의 매력도를

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신뢰가 상

낮게 만든다(Brehm, 1981).

실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되는 것도

Brehm(1981)은 남녀 아이들을 상대로

관찰되었다.

획득한 것과 획득하지 못한 물건에 대한

Clee and Wicklund(1980)는 전반적인

태도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어떻게 아이

심리적 반발심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들이 이런 상황에서 반응하는 살펴보았

발현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는데. 연구에서 여자아이나 남자아이가

개인적인 차이와 문화, 사회적인 요소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못했을

어떻게 심리적 반발심을 자극하고 현실

때의 감정 반응을 살펴보았다. 남자 아이의

에서 어떤 요소들이 심리적 반발심을 더

경우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

욱 자극하는지 예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불안함을 통해 심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해 공

리적 반발심을 나타냈는데 여자아이의

부한 1970년대의 여성들은 소극적이고

경우 심리적 반발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적인 여성을 요구하는 과거의 사회

이 연구의 결과는 전에(Hammock and

적 요구에 대해 반발심을 나타냈고, 이

Brehm, 1966)에 의해 관찰되었던 것을

런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전형적인 여성

동일하게 증명하였다. 물건이 아닌 인지

상을 거부하면서 더욱 더 적극적이 진취

적인 자유를 제거했을 때 아이들에게서

적인 모습의 여성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는 심리적 반발심을 관찰 할 수 없었다.

보여주었다. 또, 광고의 메시지가 지나

Silvia(2005)는 반발심을 증가시키는 한

치게 장점만 부각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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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환기시켜 제품의 매력에 악영향이

정보가 일종의 독점적 정보로 인식되어

미칠 수 있음을 충고하고 있다. Simonson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부여 받게

(1992)은 제품의 대한 구매실패와 책임

된다는 원리를 근거로 희소성 메시지의

을 환기하는 것이 제품의 선택함에 있어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어떠한 상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매

일지라도 구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인식

실패나 책임을 생각하는 경우에 제품의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가치

선택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미래의 품

를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상품획득에 대

절에 의한 제품구입이 어려움이 예상되

한 동기부여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

었을 때는 제품을 바로 구매한다는 것을

이다(Brock 1986; Fromkin and Brock,

증명하였다. 미래의 다른 제품을 구입하

1971). 하지만 상품이론은 희소성메시지

는 것 보다 현재의 눈앞에 있는 제품이

의 심층적인 심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설

품절된다고 생각하였을 때 일단 구매를

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등장한

하는 심리적 반발심이 관찰되었다.

이론이 독특성 욕구이론인데, 이 이론에

희소성메시지는 제품의 구매할 수 있

의하면 자기자신이나 타인과 관여된 여

는 수량이나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소비

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서 자기 자신

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희소성을 상기시

을 한정함으로써 특별한 존재의 느낌을

켜 구매를 촉진시키려는 메시지 방법이

소유하려는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

다. 희소성 메시지는 수량이나 기간에 따

즉, 독특성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때 희

라 희소성을 소비자들에 인지시키는데

소한 제품의 소유는 자신의 특별함을 나

이러한 기간이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타낼 수 있는 수단역할이라고 믿어 소유

제품의 매력도를 증가시킨다는 희소성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메시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

즉,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매할 수

구를 통하여 밝혀졌다(Worchel et al., Ade-

없는 독특함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wole, 1975; Yun, 1992; Folger, 1992).

인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

이론이다(Fromkin, 1986). 또 다른 하나

론들로는 상품이론(commodity theory),

는 앞에서 설명한 심리적 반발심 이론이

독특성 욕구 이론(theory of need for uni-

다. 상품의 부재나 부재위협이 개인이

queness), 심리적 저항 이론(psychologi-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

cal reactance theory), 그리고 순수경제

단하여 그 자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론(naïve economic)이 있다. 우선 상품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심

이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리적인 견해와는 달리 Lynn(1992)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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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순수경제이

위의 친한 사람들, 적대적인 관계의 사

론에서 기인함을 주장하였다. 희소성 메

람들, 자신이 어려워하는 일, 자신이 갖

시지가 높은 구매욕구를 환기시키는 이

고 있는 능력의 정도 등과 같은 것들이

유는 희소 제품이 가격이 좀 더 비쌀 것

모두 그러한 예이다. Weiner(1986)는 이

이라는 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희

러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자신

소한 제품은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더

의 실패나 성공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소한

귀인 하는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

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높아진다고 사

도라는 네 가지 요소를 설정했다. 이와

실을 설명하였다.

같은 귀인들은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
제 가능성이라는 3가지 차원의 모형을 기

2. 귀인 효과

준으로 분류된다. 귀인들은 원인의 소재

(locus of control), 안정성(stability), 통제
소비자들이 구매평가 시 성공 혹은 실

가능성(control-ability)이라는 세 가지 차

패를 경험하게 된다. 성공이나 실패의

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세 차원은

원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등의 내적

모두가 동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우연한 결

첫째, 원인의 소재(locus of control)는

과나 운 등의 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우는 후속 행동에 차이를 가져온다.

내적인 요인에 두어야 하는지 외적인 요

이처럼 성공이나 실패에 대하여 자신의

인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어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귀속시키는 경향성

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의

에 대한 이론이 귀인이론이다. 귀인이론

노력이나 능력으로 돌리면 이는 내적 요

의 대표적 학자인 Weiner(1979, 1980)에

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공하

따르면 귀인 이론이란 개인들의 성공과

면 자부심과 동기 증진을 가져올 수 있

실패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 체계

지만 실패하면 수치감이 증폭된다. 이에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해, 어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과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의 난이도 혹은 운으로 돌리면 이는 외

원인을 알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고 가정

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성

한다(Weiner, 1986). 사람들은 그들의 성

공하면 외부의 힘에 감사하고, 실패할

공이나 실패를 자신의 과업수행 중에 있

경우에는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두 번

었던 특정한 어떤 일의 탓으로 돌린다.

째, 안정성(stability)은 어떠한 일의 원인

행운, 불운, 어려운 과업, 쉬운 과업, 주

이 시간의 경과나 특정한 과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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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안정과 불안

그들의 사고와 느낌 및 행동 사이에서

정으로 분류된다. 노력으로 귀인하는 경

조화를 이루고, 이들 요소간의 균형을

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력을 기울일

유지하기 위해 동기화 된다. 만일 필요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적이며, 반면에

하다면 이 욕망은 소비자가 그들의 다른

능력은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경험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

안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안정성의 차원

이나 느낌, 또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어 있다.

한다. 이 일관성의 원리는 태도가 공백

자신의 성공 또는 실패를 자신의 능력이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점

나 시험의 난이도와 같은 안정적 요인에

을 일깨워 준다. Einer(1978)는 피험자들

귀인 하면, 미래에 비슷한 과제에서도

에게 간단한 얘기 속에 나타나는 성공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것이다. 셋째, 통제

실패의 원인을 제시해주고 거기서 발견

가능성(controllability)은 원인이 학생의

된 정서적 반응을 무선적으로 목록화 하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느꼈

따라 통제가능과 통제불가능으로 분류

던 정서적 강도를 보고토록 하였다. 위

된다. 통제가능성 차원은 자신감과 미래

절차들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데 1) 개인

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다. 높은 점수

이 자기 자신의 정서적 경험이나 다른

를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귀인 하면 자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었던 것들을 이야

심을 느끼면서 다음에도 비슷한 결과를

기 속의 인물에 투사할 것이라고 가정되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통제 불가능한

었다. 2) 명명된 정서는 피험자들의 실제

요인으로 귀인 하면 ‘정말 운이 너무 좋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3)

았어’라는 식으로 안도하며 앞으로도 그

억압(repression)과 억제(suppression), 기

런 행운이 계속되기만 바랄 수밖에 없다.

억 왜곡(memory distortion), 반응(respon-

se) sets, 실험자 요구(experiments de-

3. 자기-지각 이론(Self-Perception
Theory)

mands)와 개인차(정서의 명명과 그것들
의 주관적 의미에서의)가 결과를 의미
없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자신의 선택 행동에 대해 살피고 판단

세 가지의 일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한다 귀인이론의 한 경향인 자기-지각

1) 결과의 원인에 관계없이 성공과 실패

이론은 자유로운 선택상황에서 소비자

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

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일관성을 유지하

타나는 결과에는 의존적인 귀인에는 독

려 한다는 이론이다. 소비자들의 가치는

립적으로 인한 정서가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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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 주어지면 기쁜, 행복한, 만족스

으로 실시됐다. 내-외 소재 모두에서 기

러운, 좋은 등의 정서가, 실패가 주어지

대증가는 안정성과의 관련이 나타났으

면 즐겁지 못한, 불쾌한, 죄책감 등의 정

며 또한 이러한 10개의 독립적인 비교

서를 느끼게 된다.

모두에서 그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Weiner(1976)는 피험자들에게 통제된
실험상황에서 0, 1, 2, 3, 4, 5번의 성공
기회를 주었다. Meyer(1970)의 연구와

Ⅲ. 연구 1: 한정조사가 매

는 대조적으로, 피험자들은 다양한 실험

력도와 구매의도에 미

조건에 놓여졌으며 성공 후 성공기대와
원인 귀속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은 ‘당

치는 영향

신은 다음에 제시될 열 개의 유사한 모
형 중 몇 개나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성공기대를 평가하게 된다.
원인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안정성 또는 통제소재 차원을 고정시키
고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당신이 과제에서 성공한 이유는
그런 종류의 과제에서 항상 잘하기 때문
인지(안정적 요인) 또는 이 과제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인지(불안정적 요인)’
을 묻게 된다. 이 때 능력과 노력은 같은
내적 소재이지만 안정성 차원에서 다르
게 지각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는

1. 이론적 배경
심리적 반발심의 선행연구에서 제시
하는 메시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또 물
량이 작을수록 구매의도와 매력도가 높
아졌다(Fitsimons, 2000). 짧은 시간과 작
은 수량은 구매할 수 있는 자유(인지된
자유)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제한을
하였고, 이런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심리적인 반발심이 작용하여 제품에 대
한 매력도와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언

행운(lucky)과 노력(tried hard)/쉬운 과

어학적인 측면에서 한정보조사는 한정

업(task easy)과 행운(lucky)/언제나 좋은

적인 의미로 다른 단어를 서술하는 기능

(always good)와 언제나 쉬운(always

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한정조사는 체

easy)사이에서 이뤄진다. 즉 평가는 한

언(명사, 수사, 대명사)의 한정적인 의미

개의 귀속 차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어 준다. 한정보

다. 이것은 기대 변동에 대한 귀인소재

조사[만]은 주로 기간명사들과 결합을

와 안정성의 직접적인 테스트이다. 기대

통해 기간명사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역

측정은 각각의 귀속 평가에 대해 개별적

할과 한정을 지어주는 기능을 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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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간명사를 한정조사가 수식했을 경

구매 및 비구매를 선택하여 그 이유

우 기간 명사의 한정성이 언어적으로 더

를 기술을 고려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구

욱 강하게 표현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

매평가를 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구

간명사[동안]의 단독 쓰임보다는 기간명

매를 선택했던, 비구매를 선택했던지 간

사[동안]를 한정보조사[만]이 수식하는

에 자신의 구매평가과정에서 자신의 선

경우에 기간에 대한 제한의 의미가 더

택이 성공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

강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동안

못된 선택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고, 선

만’이 ‘동안’보다 더 강한 자유에 대한

택에 대한 성공적 결정인지 혹은 잘못된

제한의 위협으로 인지되어 더 큰 압박감

결정인지간에 구매의도에 대한 태도를

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일관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자기-지

선행연구(Fitsimons, 2000)에 의해 증

각 이론). 이를 위해 자신의 구매평가 잘

명된 더 큰 자유의 위협은 더 강한 심리

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처음에 선

적 반발심을 야기하는 사실을 통해 한정

택한 제품의 구매의도를 조절하던지, 아

을 나타내는 구[동안만]이 기간명사[동안]

니면 구매평가를 변화시켜 둘 사이를 동

보다 구매의도와 매력도가 더 높을 것이
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
다. 그리고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표현
과 비교하여도 한정을 나타내는 구[동안
만]이 더 높은 구매의도와 매력도가 관
찰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사
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
음, 의존명사로 수식)보다 제품
의 매력도에 더 긍정적으로 영

기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자유의 침
해 당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
기 위하여 자신의 구매선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인지적 및 정서적 요소
를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정의 정
도가 강한 한정보조사가 수식하는 ‘동안
만’이 더 큰 자유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구매이유의 수를 증
가시켜 구매 선택을 합리화할 것이다.

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사

가설 3: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사

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

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

음, 의존명사로 수식)보다 제품

음, 의존명사로 수식)보다 구매

의 구매의도에 더 긍정적으로

이유를 상기하는데 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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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조작된 광고의 글씨는 Photoshop

6.0을 이용하여 광고의 있는 문구와 같
본 실험은 조사자의 주관 하에 약 한

은 색깔과 같은 문체로 제작되어 최대한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이때 피

조작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설

험자를 위한 지시문에는 본 연구와 관련

계하였다. 실제 지면광고와 최대한 비슷

있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 느낌이 나도록 광고는 칼라로 인쇄하

응답자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답하려는

여 배포하였다. 초기에 1분간 지면광고

현상(demand artifact)을 극소화하고자

를 응시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하였다. 자극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

설문에 대한 보상물로 초콜릿을 지급하

고 있는 제품의 광고에 ‘Sale’, ‘10일 동

였다. 그룹 분류에 대한 정리는 <표 1>

안 Sale’, ‘10일 동안만 Sale’로 조작한

에 제시되었다.

문구를 삽입하여 심리적 반발심을 환기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신

시키고자 하였다. 집단별로 45명에게 설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연구에

문을 각각 다른 수업에 참석하여 진행하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표 1> 실험 그룹의 특성
그룹 특성

한정 정도

메시지의 형태

Control
기간명사
기간명사+한정조사

무
저
고

Sale
10일 동안 Sale
10일 동안만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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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
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구매이유의

3.1 연구대상 및 특성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유기술항목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을 통해 그 개수로 측정하였다. 매력도

재학중인 학부생 총 135명에게 수업에

의 측정은 Muehling(1987)에 의해 개발

일부분으로 참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된 유목으로 ‘좋다’, ‘긍정적이다’, ‘선호

1차적으로 총 회수된 135부의 질문지중

한다’의 세 가지 항목을 7점 척도로 구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실험의 지시를 따

성되어 있다. 이 유목의 신뢰도는 Muehl-

르지 않은 17개의 설문이 제외되었다. 2

ing에 의해 alpha 값이 .97로 제시되었고

차적으로 의도한 조작물을 관찰하지 않

Andrews, Durvasula에 의해 alpha 값이

은 43개의 설문이 제외되었다. 3개의 집

.94로 제시되었다.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단으로 총 75명의 설문지가 결과분석에

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 유목은 Basu

사용되었으면 각 실험집단의 크기는 con-

(1990)에 의해 개발된 유목이다. 이 유

trol(28명), Low(22명), High(26명)이 최

목의 신뢰도는 Basu(1990)의 연구에서

종 사용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alpha 값이 .91로, Stafford(1997)의 연구

위해 수집된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

에서 alpha 값이 .94의 신뢰도를 보여주었

과 같다. 피험자 중 남성이 36명으로 48%

다. 제품의 구매에 대해 구매를 ‘제품을

를 차지하였고 여성이 39명으로 52%를

구매하고 싶다’, ‘구매하는 것에 흥미가

차지하였다.

있다’, ‘아마도 구매할 것이다’, ‘가능하
면 구매할 것이다’, ‘반드시 구매할 것이

3.2 타당성/신뢰도 분석

다’, ‘확실히 사용할 것이다’라는 7가지

본 연구에서는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항목을 7저 척도로 질문하였다. 구매 이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주성

유의 수는 척도가 아닌 자유기술로 제품

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에 대한 구매이유를 단답형으로 자유롭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

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당 구매이

다. 개별 문항 내에서의 요인 결정은 고

유의 개수를 체크하여 해당 개수에 맞게

유값(eigenvalue) 1.0을 기준으로 1.0 이

숫자로 표시하였다. 한 개는 1로 표시하

상인 요인만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 두 개는 2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

매력도는 단일 차원으로 밝혀졌다. 구매

하여 개수를 표시하였다.

의도는 2개의 항목이 다른 차원으로 밝

글로벌경영연구

31

한정 보조사가 구매 긴박감에 미치는 영향

혀졌으며 두 항목 모두 중복적재(Cross

정 결과 구매이유의 수를 제외한 다른 부

loding)하여 연구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

본 연구의 타당성분석 결과는 <표 2>와

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정리해

같다.

두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들의 Cronbach’s al-

<가설 1>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pha 계수는 다음과 같다. 매력도는 .788,

사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음, 의

구매의도는 .944로써 Cronbach’s alpha

존명사로 수식)보다 제품의 매력도에 더

계수가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

매력도에 대한 F의 통계 값이 .923, 유

뢰성 검증에 관한 결과는 <표 2>에 정

의확률은 .402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희

리해 두었다.

소성 메시지의 제한 정도에 따른 매력도
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설이

3.3 가설 검증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집
단간의 각 종속변수별 차이를 보기 위해

<가설 2>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서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일원분

사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음, 의

산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

존명사로 수식)보다 제품의 구매의도에

는 분석방법이다. 일원분산분석을 실행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분석

하려면 연속변수인 종속변수, 세 개 이

결과 구매의도에 대한 F값이 .003로 유

상의 점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변

의확률은 .99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희

수가 있어야 한다. 집단간의 매력도, 구

소성 메시지의 제한 정도에 따른 구입의

매의도, 구매이유의 수 대한 ANOVA 검

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설

<표 2> 요인분석 결과
Variable

매력도

구매의도

Factor
lodg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α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호감이 간다
좋을 것 이란 느낌을 받았다.

.843
.802
.780

2.741

39.155

.791

확실히 구매할 것이다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954
.932

2.556

36.518

.946

Factor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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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원 배치 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N

M

F

P

매력도

Sale
10일 동안 Sale
10일 동안만 Sale

28
21
26

4.30
4.61
4.66

.923

.402

구매의도

Sale
10일 동안 Sale
10일 동안만 Sale

28
21
26

2.60
2.59
2.57

.003

.997

구매의 이유

Sale
10일 동안 Sale
10일 동안만 Sale

28
21
26

2.18
3.10
3.42

6.288

.003

이 기각되었다.

찾을 수가 있었다. 대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남녀의 차이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

<가설 3>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는 기준에서 mp3를 택하였고, 파일럿테

사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음, 의

스트 결과 mp3 제조사 중에서 아이리버

존명사로 수식)보다 제품의 구매이유의

가 비교적 호불호가 비슷하여 채택하였다.

수를 상기시키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격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

줄 것이다. 구매이유의 수에 대한 F의

의 제품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조건들

통계 값이 6.288 유의확률은 .003로서

이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중저가의 제품

유의수준 .05에서 희소성 메시지의 제한

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 설

정도에 따른 구매이유의 수에 의미 있는

문의 구매이유를 자유 기술하는 항목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살펴보았을 때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성
능에 대한 부족함과 디자인에 대한 특별

4. 논의

한 매력이 없다는 기술이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였다. 제품에 대한 매력도는

연구 1에서는 한정보조사를 통해 한

보통 수준에서 나타났지만 전 집단에 걸

정강도를 다르게 조작한 세 집단을 비교

친 낮은 구매의도는 실제 제품의 구매의

하였을 때 제품에 대한 매력도와 구매의

사가 없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

심리적 반발심은 지각된 자유에 대한

다. 다만 제품에 구매이유의 수의 경우

침해에 대해 발현되는 것으로 그 강도는

메시지의 강도가 가장 약한 집단과 가장

크기를 결정하는 요 인중 하나는 지각된

강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한(.004) 차이를

자유와 침해된 자유의 크기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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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지각된 자유

구로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와 침해된 자유의 크기의 차가 클수록

안전 욕구(safety needs), 소속의 욕구(be-

사람들은 자유를 강하게 침해 당했다고

longingness and love needs), 존경의 욕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큰 자유회복의

구(esteem needs), 자아실현 욕구(self-ac-

지는 큰 심리적 반발심을 환기시키게 된

tualization needs)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

다. 하지만 위의 경우 구매의도가 낮은

고,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제품으로 지각된 자유의 크기가 매우 작

(relatively well gratified), 차상 위 계층

기 때문에 한정강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의 욕구가 부상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발휘하지 못했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소속에 대한

구매이유의 수의 경우 Anova 분석 결

욕구는 인간이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가

과 집단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

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003)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한정언어

하지만 이런 소속에 대한 욕구는 비단

의 조작이 선택의 자유를 위협하여, 위

가족뿐만 아닌 타인이 생각하기에 긍정

협에 대한 결과 구매합리화를 위한 과정

적으로 평가 받는 집단에 대해서도 나타

에서 더 많은 이유가 상기되었음을 관찰

난다(Vallacher and Nowak, 1994). 그리

할 수 있었다.

고 이러한 소속에 대한 욕구는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들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도

Ⅳ. 연구 2: 한정보조사의
구매 귀인 효과

발현된다고 연구되었다(west, Newsom,

and Fenaughty, 1992). 이러한 결과 선호
하는 인간상에 대한 한정보조사의 제한
은 그 범주에 속하고 싶은 마음을 더욱

1. 이론적 배경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
다. 한정보조사의 제한 정도가 강해질수

Baumeister(1995)는 인간이 집단에 귀

록 선호하는 인간상의 범주에 속하고 싶

속하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인 욕구에 해

은 마음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정보

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Maslow(1968)

조사의 제한강도는 매력도와 구매의도

에 발표한 욕구단계이론을 보면 인간의

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기본욕구는 우선순위의 계층(hierarchies

수 있다.

of prepotency)을 이루고 있으며, 욕구의
발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동기부

가설 4: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사

여 이론을 말한다. 그는 인간의 기본욕

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

34

장 원 석․박 지 혜

글로벌경영연구

음, 의존명사로 수식)보다 강연

자신의 선택에 대한 구매이유의 수를 증

에 대한 매력도에 더 긍정적으

가시켜 구매 선택을 합리화할 것이다.

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사

가설 6: 한정보조사를 사용했을 때, 사

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

용하지 않은 경우(수식하지 않

음, 의존명사로 수식)보다 강연

음, 의존명사로 수식)보다 강연

티켓의 구매의도에 더 긍정적

티켓의 구매이유의 수를 상기

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구매 및 비구매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을 고려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구매

2. 실험 방법

평가를 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구매
를 선택했던, 비구매를 선택했던지 간에

연구 2에서는 한정언어의 조절을 통한

자신의 구매 평가과정에서 자신의 선택

선호되는 인간상의 제한이 매력도, 구매

이 성공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

의도 그리고 구매이유의 수에 어떤 영향

된 선택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고, 선택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에 대한 성공적 결정인지 혹은 잘못된

에서 기간을 수식하는 한정언어의 효과

결정인지간에 구매의도에 대한 태도를

를 살펴보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기간

일관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자기-지

이 아닌 선호되는 인간상에 제한의 강도

각 이론). 이를 위해 자신의 구매평가 잘

를 다르게 수식하며 그 효과를 관찰하고

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처음에 선

자 한다.

택한 제품의 구매의도를 조절하던지, 아

본 실험은 조사자의 주관 하에 약 한

니면 구매 평가를 변화시켜 둘 사이를 동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이때 피

기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자유의 침

험자를 위한 지시문에는 본 연구와 관련

해 당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요소를

있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

응답자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답하려는

기 위하여 자신의 구매선택을 뒷받침 할

현상(demand artifact)을 극소화하고자

수 있는 타당한 인지적 및 정서적 요소

하였다. 자극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

를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정의 정

고 있는 제품의 광고에 ‘참석하세요, ‘성

도가 강한 한정보조사가 수식하는 ‘동안

공을 꿈꾸는 사람은 참석하세요’, ‘성공

만’이 더 큰 자유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을 꿈꾸는 사람만 참석하세요’로 조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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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를 삽입하여 심리적 반발심을 환기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연구에

시키고자 하였다. 집단별로 40명에게 설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

문을 각각 다른 수업에 참석하여 진행하

하여 매력도, 구매의도를 Likert 7점 척

였다. 조작된 광고의 글씨는 Photoshop

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6.0을 이용하여 광고의 있는 문구와 같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구매이유의 개

은 색깔과 같은 문체로 제작되어 최대한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유기술항목을 통

조작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설

해 그 개수로 측정하였다. 조작점검의 경

계하였다. 실제 지면광고와 최대한 비슷

우, 주어진 광고에서 한정 언어를 인지

한 느낌이 나도록 광고는 칼라로 인쇄하

하였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에 등장

여 배포하였다. 초기에 1분간 지면광고

하였던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하여 광고

를 응시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에서 본 단어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조

설문에 대한 보상물로 초콜릿을 지급하

작한 한정언어를 확인하였을 경우 ‘1’

였다. 그룹 분류에 대한 정리는 <표 4>

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2’로 처리하

에 정리되어있다.

였다. 매력도의 측정은 Muehling(1987)
에 의해 개발된 유목으로 ‘좋다’, ‘긍정

본 연구는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신

<표 4> 실험그룹의 특성
그룹 특성

한정 정도

메시지의 형태

Control
기간명사
기간명사+한정조사

무
저
고

참석하세요
성실한 사람은 참석하세요
성실한 사람은 참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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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선호한다’의 세 가지 항목을 7

다. 1차적으로 총 회수된 120부의 질문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목의 신

지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실험의 지

뢰도는 Muehling에 의해 alpha 값이 .97

시를 따르지 않은 11개의 설문이 제외

로 제시되었고 Andrews, Durvasula에 의

되었다. 2차적으로 의도한 조작물을 관

해 alpha 값이 .94로 제시되었다. 제품에

찰하지 않은 32개의 설문이 제외되었다.

대한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

3개의 집단으로 총 77명의 설문지가 결

유목은 Basu(1990)에 의해 개발된 유목

과분석에 사용되었으면 각 실험집단의

이다. 이 유목의 신뢰도는 Basu(1990)의

크기는 control(22명), Low(25명), High

연구에서 alpha 값이 .91로, Stafford(1997)

(30명)이 최종 사용되었다. 연구의 목적

의 연구에서 alpha 값이 .94의 신뢰도를 보

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표본의 통계적

여주었다. 제품의 구매에 대해 구매를 ‘제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험자 중 남성이

품을 구매하고 싶다’, ‘구매하는 것에 흥

32명으로 41.6%를 차지하였고 여성이

미가 있다’, ‘아마도 구매할 것이다’, ‘가

45명으로 58.4%를 차지하였다.

능하면 구매할 것이다’, ‘반드시 구매할
것이다’, ‘확실히 사용할 것이다’라는 7

3.2 타당성/신뢰도 분석

가지 항목을 7저 척도로 질문하였다. 구

본 연구에서는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

매 이유의 수는 척도가 아닌 자유기술로

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주

제품에 대한 구매이유를 단답형으로 자

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당 구

과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

매이유의 개수를 체크하여 해당 개수에

였다. 개별 문항 내에서의 요인 결정은

맞게 숫자로 표시하였다. 한 개는 1로
표시하고, 두 개는 2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수를 표시하였다.

고유값(eigenvalue) 1.0을 기준으로 1.0
이상인 요인만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
과 매력도와 구매의도 모두 단일 차원으
로 적재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들

3. 결과
3.1 연구대상 및 특성

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다음과 같다.
매력도는 .882, 구매의도는 .941 로써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Cronbach’s alpha 계수가 모두 .6이상으

에 재학중인 학부생 총 120명에게 수업

로 나타남에 따라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

에 일부분으로 참가하여 설문 조사하였

로 분석되었다. 신뢰성 검증에 관한 결

글로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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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인분석 결과
Variable

Factor items

Factor
lodg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α

매력도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호감이 간다.
좋을 것 이란 느낌을 받았다.

.921
.890
.822

3.364

48.063

.882

확실히
반드시
티켓을
구매에

.956
.922
.873
.838

2.566

36.653

.941

구매의도

구매할 것이다.
참석할 것이다.
구매하고 싶다.
흥미를 느낀다.

과는 <표 5>에 정리해 두었다.

검정 결과 구매이유의 수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

3.3 가설 검증

여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정리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집

해 두었다.

단간의 각 종속변수 별 차이를 보기 위
해서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원

<가설 4> 한정보조사의 사용은 강연

분산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

에 대한 매력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분

하는 분석방법이다. 일원분산분석을 실

석결과 매력도에 대한 F의 통계 값이

행하려면 연속변수인 종속변수, 세 개

1.659. 유의확률은 .197로서 유의수준 .05

이상의 점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

에서 희소성 메시지의 제한 정도에 따른

변수가 있어야 한다. 집단간의 매력도,

매력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구매의도, 구매이유의 수 대한 ANOVA

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6>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N

M

F

P

참석하세요
성실한 사람은 참석하세요
성실한 사람만 참석하세요

22
25
30

5.34
5.45
4.94

1.659

.197

구매의도

Sale
10일 동안 Sale
10일 동안만 Sale

22
25
30

3.38
3.39
2.93

1.009

.369

구매의 이유

Sale
10일 동안 Sale
10일 동안만 Sale

22
25
30

2.41
3.08
4.77

10.989

.000

변수
매력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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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한정보조사의 사용은 강연

침해된 자유의 크기의 차가 클수록 사람

티켓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

들은 자유를 강하게 침해 당했다고 느끼

다. 분석결과 구매의도에 대한 F값이

게 된다. 이로 인해 큰 자유회복의지는

1.009로 유의확률은 .369로서 유의수준

큰 심리적 반발심을 환기시키게 된다.

.05에서 희소성 메시지의 제한 정도에

하지만 위의 경우 구매의도가 낮은 강연

따른 구입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으로 지각된 자유의 크기가 매우 작기

것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때문에 제한 메시지가 큰 영향을 발휘하
지 못했다. 강연의 경우에는 특정한 날

<가설 6> 한정보조사의 사용은 강연

짜에 참석을 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티켓을 구매하는 이유의 개수에 영향을

있었는데, 구매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상

줄 것이다. 분석결과 구매이유의 수에

당수가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를 제시하

대한 F의 통계 값이 10.989 유의확률은

면서 다소 매력적이지만 구매를 기피하

.000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희소성 메시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의 제한 정도에 따른 구매이유의 수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4. 논의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 2에서는 같은 기간 메시지에 기

본 논문은 연구 1에서 한정보조사가

간을 한정 짓는 느낌의 강도를 다르게

수식하는 의존명사의 조절만으로 매력

한 의존명사 [동안]과 한정보조사[만]을

도, 구매의도 그리고 구매이유의 개수에

비교하였을 때 강의에 대한 매력도와 구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

매의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구 2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시간과 물량

못했다. 대상의 구매이유의 수의 경우

이 제한이 아닌 선호되는 인간상으로 제

집단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했을 때의 결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반발심은 지각된 자유에 대한

결과적으로 한정보조사의 조작만으로는

침해에 대해 발현되는 것으로 그 강도는

매력도와 구매의도에서의 차이를 전혀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지각된

찾을 수 없었고, 구매이유의 개수는 찾

자유와 침해된 자유의 크기차이이다. 즉,

을 수 있었다. 연구 1의 경우 제품의 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지각된 자유와

용성에 많은 초점을 둔 나머지 제품의 매

글로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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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였다. Mp3 제

오히려 심리적 반발심을 일으켜 구매와

품의 경우 20대 사이에서 단순한 기능

매력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적인 제품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

을 간과하였다. 그룹간의 구매이유의 수

해주는 심미적인 제품이라는 태도가 많

에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1에

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또, 현실과 최

서와 같이 조작메시지를 수식하는 한정

대한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하고 싶은 욕

보조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구매

심에 조 작물에 대한 눈에 띄는 조작이

매력도가 낮은 제품이라고 의존명사의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설문

조작은 구매이유의 수에 긍정적인 영향

을 하고도 실제 분석된 설문의 수가 적

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된 설문에 수가 적다 보니 각 항목들이

2. 연구의 시사점

민감하게 측정되어 분산이 넓게 분포하
는 결과를 낳아 전체적인 가설이 기각되

시간이나 수량의 변화가 아닌 한정보

는 큰 원인이 되었다. 수량과 시간제한

조사의 조절만으로 매력도와 구매의도

이 아닌 제한 메시지의 수식을 하는 의

등이 조절되는 것을 증명한다면 전자에

존명사의 조작만으로 구매의 수가 변화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온 지난 연구들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게 의미있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

시도하지 않았던 구매이유의 개수에 변

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화 가능성을 확인 수 있었고, 여기에 영

사람이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속성을 통

향을 미친 의존명사의 조작의 최소한의

해 반발심이 작용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수량과 시간제한이 적용될 수 없는 다양

연구 2에서는 수량이나 시간의 제한이

한 영역에서도 심리적 반발심을 적용할

배제된 사람의 태도를 정의하고 그 태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심을 살펴보고자

이전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구매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선호되는

이유의 수라는 항목을 넣어 적용해 본

인간상을 ‘성공을 꿈꾸는 사람’으로 설

결과 대상의 제한의 정도에 따르게 나타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성공을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차이

꿈꾸는 사람’이 강연이라는 광고에 삽입

를 좀 더 확대시켜 연구한다면 다른 모든

되었을 때도 매력적인 광고문구인지를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조사하지 못하였다. 혹은 단지 광고에서

이 항목을 발전시켜 심리적 반발심을 측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운운하는 것이

정하는 검증된 유목과 비교하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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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면 두 유목의 상관관계를 통해

설계한다면 제한메시지를 수식하는 의

서 구매이유의 개수만으로 심리적 반발

존명사의 조절효과와 수량이나 시간제

심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이 아닌 사람의 태도에 대한 반발심의

반복적인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한정

영향의 관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보조사의 사용을 통해 구매이유의 개수

연구에서는 수량제한과 시간제한의 강

를 증가시켜 차별화를 홍보할 수 있다.

도와 한정보조사의 강도의 크기를 비교

예를 들어 껌 같은 경우 습관적인 구매

하는 실험을 진행한다면 이 연구에서 측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한 한정보조사의

정할 수 없었던 의존명사의 강도를 측정

사용은 습관적 구매 상품의 선택에 대해

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심리적 반발심을

다른 많은 이유들을 환기시킬 것이다.

환기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제작할 수

이런 환기는 제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있다고 사료된다.

후발주자가 한정보조사의 메시지 방법
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기능을
소비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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