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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속성유형(쾌락적 vs. 기능적)과

선택의 능동성이 복수 제품의

다양한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구명주*․박지혜**

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쾌락적인 속성이 강하게 인식되었는지 기능적인 속성이

강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복수제품의 선택을 능동적 선택과 수동적 선택 상황으

로 나타내어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품의 다양성 차이를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수동적인

선택유형에서는 쾌락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의 선택된

제품 종류의 다양성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능동적인 선택유형의 상황에서는 쾌락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기능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다양성

추구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제품 선택의 다양성이 나타난 능동적 선택상황의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의 수량

이 늘어나고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수량이 낮아졌다.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Ⅰ. 서론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는 많은 복수 제

품의 묶음판매(bundling)를 접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골라 담기’와 수동적 선택의 형태인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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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판매’는 소매 판매점에서 흔히 관찰되

는 판매촉진의형태라고 할 수있다. 판매

촉진전략은 성공한 제품에 다른 제품을

함께 묶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연

쇄작용을 유발시켜 신제품에 대한 거부

감 감소(Eppen et al., 1991), 마케팅 비용

의 절감(Yadav and Monroe, 1993)과 소

비자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재고를 소진하려는 목적을 갖

고 가격할인을 하기도 한다. 즉, 평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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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구매하지 않던 제품을 기존에 구

매하던 제품과 함께 구매하도록 하기 위

해 소비자가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던

제품에 대한 인식을 신제품과 함께 공유

하거나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던 제품

보다더저렴한제품을제시하여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Adams 

and Yellen, 1976; Drumwright, 1992). 이

러한 복수제품의 촉진전략이 소비자의

선택에 다양성을 더해 주는 것은 이미 많

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소

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적

이득에 두던 비중이 소비자 개인의 취향

에 맞는 선호도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

에, 복수제품의 촉진전략 또한 보다 세부

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쾌락적인 속성유

형과 기능적인 속성유형을 가지고 있는

데, 소비자가 어떠한 측면을 더 크게 인

식하느냐에 따라 구분을 한다(Dhar and 

Wetenbroch, 2000). 쾌락적인 속성유형은 

제품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선택의 동기

가 되며,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Batra and Ahtola, 1991; Hirschman 

and Holbrook, 1982). 반면 기능적 속성

유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며 그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평가

된다(Strahilevitz and Myers, 1998). 그렇

기 때문에 소비자는 쾌락적인 속성의 유

형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자극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는 즐거움으로 인해

제품을 선택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다양

한 제품을 선택하고(Kivetz and Keinan, 

2006; Simonson, 1990) 기능적 속성에서

는 자신의 선호에 기반한 제품을 상대적

으로더선택하는경향이나타난다(Kivetz 

and Simonson, 2002). 

앞서 쾌락적인 속성유형이 기능적인

속성유형보다 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였지만, 이러

한 선택의 결과는 복수제품을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제

품의 구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Chandon et al., 2000), 선

택의 대안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인지적

과부하가 발생하고 결국 미래에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Sonsino and Mandelbaum, 

2001). 반면 수동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1회’의 선택행동으로 의사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안 중에서 임의로 준

거 제품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전체

복수제품을 평가하여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며(Kahneman and Tversky, 1979), 이

로 인해 능동적인 상황에서 보다는 덜

다양한 제품이 선택된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복수제품

의 선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복

수제품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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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존재

한다. 과거 대다수의 연구는 수동적인

선택에서의 연구만 진행되었다. 최근에

는 능동적인 선택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능동적인 선택에서의 연구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선택 유형을

함께 비교하여 어떠한 선택의 유형을 어

떠한 상황에서 사용하여야 더 효과가 극

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

다. 이에 따라 능동적인 선택상황과 수

동적 선택상황, 이 두 가지 선택유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속성 유

형(쾌락적 속성 vs. 기능적 속성)에 따른

복수 제품 선택의 다양성이 제품 선택

유형(능동적 선택 vs. 수동적 선택)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순차선택 vs. 동시선택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제

품을 소비하는 시점과 구매하는 시점의

시간적 근접 정도에 따라 순차선택과 동

시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차선택(se-

quential choice)은 제품이 필요할 때마

다 구매하고 소비한 후 다시 필요할 때

구매를 하는 즉시 소비의 형태이며, 동

시선택(simultaneous choice)은 미래에 필

요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다량으로 한 번

에 구매하여 제품을 순차적으로 소비하

는 형태이다(Simonson, 1990). 

순차선택은 소비자가 가까운 미래에

소비할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소비

시점마다의 선호에 기초하여 제품 선택

을 한다. 소비자의 선호는 제품에 대한

친근감이나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

로 평가되기도 하며, 자신의 과거 소비경

험에의해형성되기도한다(Brucks, 1985). 

이러한 제품의 선호도가 순차선택의 상

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즉시소

비를 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제품

사용의 주요 목적보다 맥락적인 측면을

위주로 제품을 평가하는 사고를 하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적으

로 가까운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자

신의 목적의 본질보다는 수단적인 방법

이나 맥락적인 부분과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

위수준(low-level construal)적 사고로 해

석하게 된다(Biligin and Brenner, 2008; 

Kim et al., 2009). 예를 들면, 가까운 미

래에 사용할 라디오를 구매할 때, 라디

오의 기본적인 속성인 음질보다는 주변

속성인 디자인을 중점으로 대안들을 평

가하거나(Trope and Liberman, 2000), 수

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의 편

리성과 같은 실행가능성(fesibility)을 기

준으로 평가하고(Trope et al., 2007), 매

주 결과를 알 수 있는 로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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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의 액수보다 우승할 확률이 높은

게임을 선호함으로써 기본 목표 외에 구

체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

과 같이 부수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을 중

요시하는 것이다(Liberman et al., 2002). 

이처럼 소비자가 순차선택을 하는 경우

에는 제품 자체의 본질보다는 자신이 기

존에 선택하던 제품에 대한 선호도나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어떠

한 속성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후회

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긍정

적인 경험을 주었던 제품을 유지하고 선

호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Tellis 

and Geath, 1990). 

소비자가 순차선택을 함에 있어서 일

관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목

표와 자원(시간 또는 돈)이 상충(trade-

off)되었기 때문이다(Dhar and Simonson, 

1999).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목적과 그 제품을 선

택하기까지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

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앞으로 발생할 후회를 이

익보다 더 크게 느끼거나(Johnson, 1986; 

Kahneman and Varey, 1990; Meyers et  

al., 1992)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크게 인식하는데(Liberman and 

Trope, 1998), 즉시소비를 위한 순차선

택의 상황에서는 후회와 부정적인 정보

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선택하던 제품보다 더 매력적인

제품이 없다면 자신이 새로운 제품을 탐

색하여 얻는 이득보다 자신이 소모하는

시간과 노력을 더 크게 생각하여, 기존

에 선택했던 제품을 다시 선택하게 된다

(Luce, 1998; Tversky and Shafir, 1992). 

또한 제시된 모든 대안들을 비교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소비경험에

서 얻은 만족을 선택의 준거점으로 하

여(Tversky and Kahneman, 1991) 같은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노력과 같은 인지

적 자원의 손실을 방지(Drolet et al., 

2009)함과 동시에 자신의 제품 구매목

적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동일제품을 선

택하게 된다(Barslou, 1985). 두 번째 이

유는 제품에 대한 친숙도로 인해 제품선

택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Sheng 

et al.(2005)는 소비자가 친숙하게 느끼

는 제품일 수록 다른 제품으로 선택을

옮겨가는 경우가 적다고 하였는데, 제품

간의 주요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각

제품에 대한 이성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제품을 빠르게 선

택하게 되고, 이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Dijksterhuis and Nordgren, 2006).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잘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택하여 후회를 줄

이고 인지적 노력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자 순차적인 선택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

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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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순차선택에서 항상 동일한 제품

만이 선택되는 것만은 아니다. 소비자가

순차선택에서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경

우는 순차적 다양성추구(sequential vari-

ety seeking)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부정적인 경험과 목표

의 상충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부정적 경

험은 과거 소비를 하면서 불만족을 얻음

으로써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며, 

목표의 상충은 과거 구매 시 포기했던

제품이 충족 시켜주는 부분을 위해 구매

하는 것이다. 즉, 제품에 대한 불만족이

나 싫증이 다른 제품으로의 전환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Loewenstein and Prelec, 

1993; McAlister, 1982). 또한 소비자가

상표전환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나이(이정원, 박호정 2011; Givon, 

1984), 가족구성원의수(Thiele and Weiss, 

2003), 거주지역(Thiele and Weiss, 2003)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였다. 

동시선택은 먼 미래에 필요할 제품을

한번에 미리 구매하는 것으로, 미래선호

에 대한 불확실을 전제로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

들이 먼 미래에 대해 사고를 할 때는 본

질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데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연관된

사항만을 고려하고 맥락적인 부분이나

부수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03; Zhao and 

Xie, 2011)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 보다

는 소비 목적을 충족 시켜주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쉽게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가 불확실한

동시선택의 상황에서는 극단회피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Gourvile and Soman, 

2007), 어느 한 가지의 대안을 선택함으

로써 갖지 못하게 되는 다른 제품의 특

징을 여러 제품을 선택하여 각 제품들의

장단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Dhar and 

Simonson, 1999). 즉 동시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는 동일한 제품을 선택하는 일관

성을 나타내기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동시적 다양성

추구(simultaneous variety seeking)에 대

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Simonson(1990)

이 있는데, 피험자들에게 3일 동안 매일

하루에 먹을 과자를 구매하는 순차선택

의 상황과 한번에 3일 동안 먹을 과제를

미리 구매하는 동시선택의 상황을 제시

하여소비자가동시적구매상황에서다양

성추구행동을더 과도하게나타내는경향

이 있다는 발견하였다. Simonson(1990)

은 소비자가 동시선택의 상황에서 다양

한 품목을 선택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

리하였는데, 첫째는 소비자는 미래에 대

한 선호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었으며 둘

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

가 변하기 때문에(Rozin et al., 1982) 다

양한 품목을 선택하여 위험을 줄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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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였으며, 세 번째는 어느 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노력을

다양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동시구매적 상황에서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행동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방법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소비자

가 다양성 추구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선호에 맞춘 최고의 선택이 아닌, 대안

중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실

제 소비를 할 때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Read and Loewenstein, 

1995; Simonson, 1990; Simonson and Winer, 

1992). Simonson(1990)은 피험자들에게

3가지 맛의 과자를 동시선택과 순차선

택으로 제시하여, 동시선택 조건의 피험

자는 스니커즈와 땅콩스낵이나 오레오

쿠키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순차선택에

서는 스니커즈만을 동일하게 선택하는

피험자가 다수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

나 피험자들이 제품선택을 마친 후 응답

한 제품의 선호도는, 동시선택에서 선택

된 제품들의 선호도가 순차선택에서 선

택된 제품의 선호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다양성추구행동이 나타나는 동시선택상

황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

다.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Simonson 

and Winer(1992)의 연구에서는 동시선

택에서다양성행동이더추구된다는결과

에 보태어, 실제 소비상황에 대입하는 연

구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또, Read and 

Loewenstein(1995)는 동시선택에서 다양

성을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는 자신이 매

일 다른 것을 소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

며, 이러한 선택은 ‘실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선택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

이다’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Simonson

과 Read의 연구에서 찾은 현상을 시작

으로 동시선택과 순차선택의 차이가 발

생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

고, Read et al.(1999)는 동시선택과 순차

선택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졌다는

것은 미래의 소비 때문에 선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선택의

상황이 되려 소비자의 소비 바꾼 것이기

에 순차선택이 되려 선택에 강제적 성격

을 띈 조건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

다. 또한 동시선택은 경험이나 구매상황

의 모든 것을 상호의존적으로 최대한 활

용할 수 있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기에 소비자들의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

만 최적의 선택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했다. 검정색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유한 벨트의 색이 갈색뿐이라

는 것을 알고 있다면, 좋아하는 검정색

신발이 아닌 덜 좋아하는 갈색 신발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선택을 할 때 상

호의존성의 가지는데 큰 그림을 그려주

는 동시선택에서 상호의존성이 더 명확

히 나타나기 때문에 동시선택이 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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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Ratner et al. 

(1999)는 “less preferred items for the 

sake of variety”라고 하면서 순차선택은

제품의 구성과 관계없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동시선택은 구성

들을 다양성과 선호제품들의 상충효과

로 두 가지 만족도를 다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발견하였다. 

2. 다양성 추구

소비자는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여 소

비하기 보다는 덜 좋아하는 것을 선택

집단에 포함하더라도 다양한 선택을 추

구한다(Ratner et al., 1999). 다양성 추구

행동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제품을 추구하는 행동

이다. 이 개념은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써, 구매의 목적을 지니고

제품을 선택하는 정보처리과정 이론만

으로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행동을 설명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

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와 선택

가능한 수의 확률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Luce, 1959). 이후 소비자가 ‘제품을 선

택할 가능성(probability of choice)’은 과

거행동에 대한 피드백, 시장의 영향, 가

정의 출신지역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

구가 있었으며(Massy et al., 1970), 개인

의 이상향과 맞는 제품을 제시하면 소비

자 행동을 예측가능 할 것이라는 가설도

있었다(Huber and Reibstein, 1978). 또

한 소비자의 제품선택은 단순한 반복적

인 현상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을 선호하고 이로 인해 구매를 하는 것

이라는 주장도 있었고(Blin and Dodson, 

1980),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이 소비자

선택을 좌우한다는 연구가 있기도 했다

(Givon, 1984). 또한 다양성 추구행동은

상표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

정요인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상표뿐만 아니라 제품군에 대한 연구로

도 확장되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소비자들이 다

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원인은 외부적 상

황에 의해 유도된(derived) 행동과 자신

의 내면적 상황으로 인해 행하는 직접적

인(direct) 행동으로 구분된다. 유도된 행

동은 다시 제품의 사용자, 구매의 상황, 

사용목적과 같은 상황적인 욕구의 다양

성(multiple needs)과 선택대안의 변화, 

취향의 변화, 제약조건의 변화와 같은 선

택조건들의 변화(changes in the choice 

problem)로 구분된다. 또한 직접적인 행

동은 새로움에 대한 욕구나 친숙한 다른

제품으로의전환과새로운정보의욕구와 

같은개인적인 동기(intrapersonal motives)

와 사람들간의 동질감(affiliation)이나 타

인과 자신의 구별(distinction)처럼 개인

간의 동기(interpersonal motives)로 구분

하였다. 이후에는 다양성 행동의 각 요

인에 대한 세부 변수를 통해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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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고, 각 변수들을 구분하는 기준

또한 연구자에 따라 상이해졌다. 구매량

(박소진, 2012), 타인을 위한 구매상황

(박소진, 2012; Choi et al., 2006), 구매

상황의 무드(Kahn and Isen, 1993)나 제

품에 대한 지식수준(Chernev, 2003)과 대

안의 제시방법(Fox et al., 2005), 선호에

대한 불확신(Read and Lowenstein, 1995)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가 다양성을 추구

하는 구매행동을 할 때에는 한 가지 요

인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제

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에 의해 제

시된 다양한 요인들을 크게 개인적인 요

인과 상황적인 요인으로 구분하려고 한

다. 개인적인 요인은 소비자의 심리적인

요소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에 의해 판

단하고 행동하는 요인이다. 개인적 요인

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새

로움에 대한 욕구와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의 변화이다. 먼저 새로움에 대한 욕구

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극수준(ideal level 

of stimulation)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새로움이나 변화

에 대한 욕구와 같은 자극에 대한 싫증

을 보이며(Kahn, 1995), 개개인마다 이

상적인 자극에 대한 상이한 기준이 있으

므로, 자극이 그 기준점 이하로 내려오

게 되면 다시 기준점 위로 올리기 위해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Berlyne, 1960; 

Heider, 1946). 이러한 변화를 위해 소비

자는 평소 사용하지 않고 잘 모르던 낯

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평소에 인지

하고 있었던 제품이지만 구매는 하지 않

았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에서 얻던 물리적

인 효용은 유지하되 새로운 자극을 추가

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두 가지 목

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Farquhar 

and Rao, 1976)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새로움에 대한 욕구는, 기존

에 고려는 했으나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

지 않았던 제품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데, 소비자는 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

매하게 되면 구매하지 않은 제품의 진짜

가치에 대해 궁금해 하기 때문에(Keon, 

1980) 단순히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관

한 지식을 새로운 자극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개인적 요인의 두 번째는 제품

에 대한 선호도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선

택할 때 선호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

는데, 제품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의 부

족으로제품의지식이낮아지게되면제품

에 대한 선호도가 불확실해지고(Chernev, 

2003; Fox et al., 2005), 과거 경험이 만

족스러웠다면 선호가 확실해 진다. 이러

한 과거 경험은 미래의 제품에 대해 생

각할 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소비자

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개인의 목표, 욕

구가 변할 수도 있고 반복사용으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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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싫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미래에 변화하게 될 자신의 선

호를 최대한 예측하려 노력하고 실제 소

비할 시기에 후회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

해 과거 경험을 기반하여 다양한 선호를

가진 여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Kahn 

and Lehmann, 1991; Kahneman and Snell, 

1992; Read and Lowenstein, 1995; Rozin 

et al., 1982; Simonson and Winer, 1992). 

미래에 대한 예측처럼, 소비자의 선호가

불확실할 때 다양성 추구행동이 발생하

는 이유는 소비시점의 후회를 줄이기 위

함도 있지만 선택시점에서의 소비되는

고민의 시간과 같은 인지적 노력을 줄이

기 위함도 있다(Simonson, 1990). 

소비자가 미래에 발생할 싫증과 제품

선호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선택 휴리스틱스(choice 

heuristics)가 있는데, 대안들 간의 의사결

정은 갈등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Bettman et al., 1998; Payne et al., 1988). 

예를 들어 매장에서 과자를 선택할 경우

맛과비용, 선호도에 대한 모든 요소의 장

단점을 고려하여 한 제품을 다량으로 구

매하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선

택함으로써 선택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심리적, 상황적 요소

를 고려하여 선택함으로써 다양성 추구행

동이 한계효용을 높여주는 경제적으로 타

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게 되

는 것이다. 

상황적 요인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용자를 위한 선택에

따른 요인으로, 개인을 위한 선택, 타인

을 위한 선택, 타인집단을 위한 선택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본인이 속한 집단을

위한 선택이 있다. 각 사용자를 위한 선

택상황마다 선택의 다양성이 다르게 나

타난다. Ratner and Kahn(2002)는 타인

을 위한 선택을 실험하였는데, 피험자들

에게 본인이 먹고 싶은 에피타이저를 선

택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보다 평범한 다

른 사람을 위해 선택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더 다양한 품목을 선택하는 것을 발

견하였고 이는 타인을 위한 선택에 따르

는 책임감에 의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반복된 소비에

더 빨리 싫증을 느낀다고 기대하는 초점

주의(focalism)로 인한 결과이다(Choi et 

al., 2006). 또한 가족구성원과 같이 타인

집단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다양

한 선택을 하는데(석관호, 윤성아, 2013), 

소비자는 사용자가 다양할 경우, 사용

상황이나 사용목적이 다양할 경우에 다

양한선택을추구하게되며(McAlister and 

Pessemier, 1982),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

라서 선호하는 맛과 상황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타인 집단

을 위한 구매상황에서도 다양한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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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집

단을 위해 구매 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선택을 추구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Ariely 

and Levav(2000)은 동료들과 함께 레스

토랑을 방문하여 순차적으로 자신의 메

뉴를 선택하는 경우, 앞의 사람이 프렌치

토스트를 주문하였다면 다음 사람은 중

복되지 않도록 팬 케익과 같은 다른 메

뉴를 선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집단

다양성추구(group variety seeking)이 나

타나는 이유는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

용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수집하기 위

한 목적과 아무도 택하지 않은 것을 선

택하여 자신만의 독특함으로 자아를 표

출하기 위함이다. 

상황적 요인의 두 번째는 소비량이다. 

제품을 다양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는 1

회 구매하는 수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싫증

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러한

싫증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다양한 제

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박소진 2012; 

Kahneman and Snell, 1990; Simonson and 

Winer, 1992). 그러므로 한번에 다량으

로 구매하는 동시선택의 상황이 순차선

택의 상황보다 더 다양한 제품이 선택되

는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제품의 범주이다. 소

비자는 제시된 제품의 범주에 따라 선택

하는 제품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게 되

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소유욕구와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인해 차이가 생기

는 것이다. Fox et al.(2005)는 제품의 범

주화 없이 와인을 제공하는 방법과 각

원산지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따

른 피험자들의 선택의 차이를 비교하였

는데, 피험자들은 각각의 원산지로 구분

한 와인을 하나씩 구입하려는 의향을 보

였다. 즉, 소비자는 제시된 선택대안들

을 모두 소유하고 싶어 하는 성향에 의

해 1/n 휴리스틱스 의사결정을 하게 되

며 한 가지 제품이 아닌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료

매장에서 커피를 카페라떼라는 제품에

바닐라, 헤이즐넛, 카라멜과 같은 여러

가지 시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판매

하는 경우와 바닐라라떼, 헤이즐럿라떼, 

카라멜라떼 등 제품을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을 때, 소비자의 선택이

더 다양해지게 되는 것처럼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

는지도 다양성 추구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상황적 요인의 네 번째는 제품이 가

진 속성의 유형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제품의 쾌락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있는지 혹은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있는지에 따라 선택의 차이를

보인다. 쾌락적인 측면이 부각된 제품의

경우에는 사치품이나 유희를 위한 제품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의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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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 반면, 기능성 속성유형이 부각된 제

품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제품이라는 인

식으로인해(Bazerman et al., 1998; Hoyer 

and Ridgway, 1984; Kahn and Lehmann, 

1991)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

하는 행동을 보인다. 즉 소비자는 제시

된 제품의 속성유형이 쾌락적인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지 혹은 기능적인 속

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선택

하는 제품의 종류의 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추구하는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과 상황

적인 요인으로 구분되지만 각 요인들은

모두 하나의 원과 같이 연결되어 상호적

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구매시점에서의

다양한선택이행동으로나타나는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제품

속성의 유형을 중심으로 다양성 추구행

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3. 복수제품에 대한 능동적 vs 수
동적 선택

복수제품의 묶음(bundling)이란 소비

자에게 두 개 이상의 복수제품을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여 여러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촉진 전략 중

하나이다(Guiltinan, 1987; Shapiro and 

Varian, 1999). 묶음으로 제공되는 복수

제품은 소비자에게 한 번의 소비행위에

기업의 제품을 두 배 이상으로 노출시킨

후,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을

낮춰서(Eppen et al., 1991) 제품의 마케

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Kenny and Lin, 

1991; Porter, 1985). 그리고 소비자의 구

매를 촉진하여 전체 제품라인의 수요를

촉진시키고(Monroe, 1990) 소매점의 재

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기

업과 소매점, 그리고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판매촉진 전략이다. 

복수제품 전략은 초점에 따라 ‘가격

번들(price bundling)’과 ‘제품 번들(pro-

duct bundling)’로구분할수있다(Stremersch 

and Tellis, 2002). 가격 번들은 두 개 이

상의 분리된 제품을 하나의 묶음으로 할

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며 제품 번들

은 가격 번들과 유사하게 분리된 제품을

묶음으로 제공하여 판매하지만, 통합된

제품들 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차

이가 있다(Dickson and Sawyer, 1990). 맥

주 6병이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

우, 맥주 6병을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격 번들이다. 반면 제품 번들은 맥주

6병 묶음의 금액은 낱개로 구매할 때와

같거나 저렴하지만 맥주묶음에 과자나

오징어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여 상호 부

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품을 판매하는 유형에 따라, 제품을

번들로만 판매하고 따로 낱개로는 판매

하지 않는 순수 번들(pure bundle)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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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묶음으로도 판매하고 낱개로도 분

리해서 판매하는 혼합 번들(mixed bun-

dle)로 구분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복수제품은 소비

자에게 한 번에 다량의 제품을 구매하도

록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선택보

다는 동시선택에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

에게 기존에 선호하던 제품과 선호도가

약했던 제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

거나 신제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유도하

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

하게 하는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비자가 복수제품 묶음을 선택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소비

자가 복수제품 묵음을 직접 구성하도록

하는 능동적 선택유형과 제조사나 소매

점에서 임의로 묶음을 구성하여 소비자

에게 제시하는 수동적 선택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과거에는 복수제품 묶음의

금전적인 혜택을 강조한 수동적 선택을

중심으로 연구했지만, 최근에는 금전적

혜택과 함께 소비자가 선호에 맞추어 직

접 묶음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선택유

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 지고 있다

(박소진, 2012; Foubert and Gijsbrechts, 

2007). 복수제품 선택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싫증, 

그리고 동시적 선택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개인적 상황적 요소들과 이에

따른 다양성 추구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

행해왔다. 그러나 복수제품선택에 따른

소비자의 능동적 혹은 수동적 선택에 대

해서는 단편적으로 다루었다. 같은 복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비

자에게 직접 묶음을 구성할 권한을 부여

하는지 혹은 권한 없이 주어진 조건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인지적 자원의 소모 정도나 선택의 상황

에서 느낄 책임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품의 다양성도 차

이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수동적

선택의 묶음제품과 최근 등장한 능동적

선택의 묶음제품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

성 추구행동 차이성을 비교할 필요를 인

식하게 되었다. Mittelma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능동적 선택과 수동적 선택

의 유형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선

택을 하는 이유가 선택을 과정에서의 다

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임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제품에서 소비자가 선택

의 다양성을 더욱 추구하는지는 밝혀내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가 복수제품을 선택하는 두 가지 유형

이 복수제품 선택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능동적 선택(self-bundling)은 Hitt and 

Chen(2005)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소비

자가 고정된 가격에 대해 최대 N가지의

대안 중에서 M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

리라고 하였다. 즉, 소비자가 정해진 제

품 구색 내에서 소매업자가 정해준 M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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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동시에구매하기만한다면낱개로구매

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할인의 혜택을 얻

을수있다는것이다(Foubert and Gijsbrechts, 

2007). 소비자에게 복수제품의 구성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욕구 그리고 소비패턴에 맞는 제

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까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handon et 

al., 2000).

복수제품의 능동적인 선택상황에서

는, 자신의 선호가 확실한 제품을 위주

로 묶음을 맞춤화하기도 하며, 제품에

대한 선호가 불확실할 때에는 후회나 싫

증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다양

한 제품을 선택하여 구색을 채우기도 한

다. Mittelman et al.(2014)은 소비자가

능동적 선택상황과 수동적 선택상황에

서 선택한 복수제품이 동일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스프라이트와 콜라, 두 가지 종류의 탄

산음료를 여러 개 제공하고 그 안에서 2

개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험자들

은 능동적 선택에서 두 번의 선택제품을

다르게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소비자가 소비시점에서 다양

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제품의 선택

상황에서의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

한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즉, 소비자는

미래의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싫증

의 위험 요소를 줄이려고 다양성을 추구

하는 이유도 있지만(Koopmans, 1964), 제

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추구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추구하는 성

향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능동적 선택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가능한 대안

이 많아짐에 따라 의사결정의 복잡성도

높아지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성으

로 인한 선택의 불안감은 소비자가 다양

한 제품을선택하게유도한다(Sonsino and 

Mandelbaum, 2001; Stodder, 1997). 즉, 

능동적 선택에서는 복수제품 묶음을 직

접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과정에서의 즐거움을 높

이고 복잡해진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미

래의 선호도나 싫증에 대한 불안감을 줄

이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복수제품의 선택유형 중 수동적 선택

(Bundled-Offering)은 묶음 구성에 있어

서 소비자의 개별적 선택권 없이, 기업

이나 소매점에서 임의적으로 묶음을 구

성하여 복수제품으로 제공하는 형태이

다. 소비자가 복수제품을 수동적으로 선

택할 때는 능동적 선택의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된다. 이는 수동적 선택에서는

단 한 번의 선택행동으로(choice act) 결

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게 되고 선택도 신중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묶음을 선택할 때는, 대안에 구성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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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중 자신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제품을 기준으로(기점화: anchoring) 

전체를 평가하게 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가치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제품을 주제품(focal product)라고

인식하며, 주제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가치가낮게지각되는제품을부제품으

로 인식하게 된다(박소진, 2009; Janiszew 

and Cunha, 2004). 또한 예상이론에 의

하면, 소비자는 특정대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때자신이기대하는준거수준과효

용을비교하여평가하기때문에(Kahneman 

and Tversky, 1979) 자신에게 확실한 이

익을 제공하는 대안을 추구한다. 복수제

품의 수동적인 선택처럼 단 한 번의 선

택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선호도를

기점으로 선택하여 확실한 이익의 결과

를 가져오는 대안에 가중치를 두려는 경

향이 나타난다(Hsee, 2000). 

Mittelman et al.(2014)에서는 스니커즈

와 트윅스라는 두 가지 초콜릿 제품을 대

상으로 능동적 선택과 수동적 선택의 상

황에서 두 개의 제품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유를 물어보았다. 수동적 선택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은 명확한 선호에 따

른 결과였다. 동일한 제품을 선택한 피

험자는 선택한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

거나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선호도

가 매우 낮았다. 반대로 동일하지 않은

2개의 대안을 선택한 응답자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나 자신의 묶

음이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싫

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복수제품을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다양

한 제품을 추구하더라도 자신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확실한

이익을 주는 대안, 선호도가 명확한 대

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4. 제품의속성유형과복수제품에 
대한 능동적 vs. 수동적 선택

소비자는 동시적 선택 상황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Simonson, 1990). 소비자가 다양한 선

택을 하도록 유발하는 요인에는 개인적

인 요소와 상황적인 요소가 있는데, 개

인적인 요인의 경우 구매시점과 소비시

점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미래 소비상황

에서의제품선호도를예측하여제품을선

택하게 된다(Read and Lowenstein, 1995). 

이러한 경우에는 평소 선호도가 낮았던

제품을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함으로써 미래에 욕구나

목표가 변화하여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

려는 것이다(Kahn and Lehmann, 1991; 

Kahneman and Snell, 1992; Rozin et al., 

1982; Simonson and Winer, 1992). 또한

새로움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여 평소 구

매하지 않던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

다(Kahn, 1995).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적 요인에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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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석관호, 윤성아, 2013; Ariely and 

Levav, 2000; McAlister and Pessemier, 

1982; Ratner and Kahn, 2002), 소비량

(박소진, 2012), 제품의 범주(Fox et al., 

2005), 제품의속성유형(Kivetz and Keinan, 

2006; Kivetz and Simonson, 2002; Strahilevitz 

and Myers, 1998)이 있다. 상황적 요인

은 판매자가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은데, 제품을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나 한 가정에서 소비되는 소

비량이 그러하다. 그러나 제품의 범주화

기준이나 제품의 속성유형과 같이 판매

자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들도

있다. 이러한 조절 가능한 상황적 요인

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방법을 다르게

함으로써 구매시점에서 소비자가 선택

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제품의 속성유형은 크게 쾌락적인 속

성유형과 기능적인 속성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쾌락적인 속성유형은 소

비자의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유

형으로 사치스럽거나 유희적이고 소유

하고 싶은 감정을 자극하게 만드는 제품

의 속성유형이다(Bazerman et al., 1998; 

Chitturi et al., 2008; Park and Mittal, 

1985; Wertenbroch, 1998). 쾌락적 속성

은 소비하는 경험의 즐거움에 의해 만족

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려는 욕구가 나타나고, 다양한 선

택을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

에 반해 기능적인 속성유형은 필수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인지적인 측면을 드러

내는 유형으로 소유 해야만 한다는 감정

을 자극하는 실질적 기능의 속성유형이

다(박세훈, 2005; Chernev, 2004; Park 

and Mittal, 1985; kivetz and Simonson, 

2002; Strahilevitz and Myers, 1998). 그

렇기 때문에 기능적 속성을 소비하고 선

택하려는 목적과 만족은 자신이 현재 처

한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실질

적인 측면으로 판단하게 되며, 선택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문제 해결에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나타

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

향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제품속성의 유형에 따른 복수

제품 선택의 다양성은 제품을 능동적으

로 선택하느냐 수동적으로 선택하느냐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골

라 담는 능동적 선택은 N가지의 대안

중에 M개를 선택하는 것으로(Hitt and 

Chen, 2005) M개를 모두 고르기 전까지

는 N가지의 대안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을 반복하게 된다. 여러 번의 의사결정

으로 인해 복잡해진 선택과정은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어(하환호, 

현정석, 2004) 다양한 선택으로 위험을

낮추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 혹은 선호에 맞춘 묶음을

직접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Chand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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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0),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상의 즐

거움도 높이고(Mittleman et al., 2014)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

품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능동적 선택의 상황은 쾌락

적 속성이 강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에

서 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예측할 수 있다. 쾌락적 속성은 주관적

인 즐거움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불확실하고

(Hirschman, 1980; Holbrook and Hirschman, 

1982),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하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쾌락적 속성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구하는

능동적 선택이(Mittleman et al., 2014),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기

능적 속성유형이 강화된 제품은 제품을

소비하려는 목적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뚜렷하다(Strahilevitz and Myers, 

1998).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선

택하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

한 목적지향적 선택을 하게 되어 제품의

선호도를 기점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예

측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복수제품을 구성하는

능동적 선택상황과 반대로 수동적 선택

상황에서는 임의적으로 묶여진 복수제

품 대안들 중에서 한 가지 묶음을 선택

한다. 그러나 제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의 행위가 단 한 번의 선택행동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게 되고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

게 되며(Mittelman et al., 2014), 확실한

이익의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

려는 경향이 나타난다(Hsee, 2000). 그

렇기 때문에 복수제품을 수동적으로 선

택하는 상황에서는 쾌락적이거나 기능

적인 속성유형을 인식하기보다 확실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최

적의 복수제품으로 묶음을 구성하려고

할 것이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직접 복수제품

묶음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보다 수동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

서 제품 속성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을 것

이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이익을 확

실히 하기 위해 선호도가 명확한 제품으

로 다양한 선택을 할 것이다. 반면, 능동

적인 선택의 상황에서는 선택행동 횟수

에 따른 의사결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

품의 속성유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됨으

로,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과 기

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간의 선택된

제품종류의 다양성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가설 1). 

가설 1: 제품 속성유형에 따른 복수 제

품 선택의 다양성 차이는 수동

적 선택 보다 능동적 선택 상황

에서 더욱 클 것이다. 즉, 능동

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쾌락

적 속성이 강한 대안 중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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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제품의 다양성은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 중 선택된 복

수 제품의 다양성보다 클 것이

다. 반면에 수동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쾌락적 속성이 강한

대안 중 선택된 복수 제품의 다

양성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

안 중 선택된 복수 제품의 다양

성 차이는 작을 것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

은, 복수제품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때와

수동적으로 선택할 때 모두 나타나겠지

만, 선택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다를

수 있다.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는, 대안을 중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Hitt and Chen, 2005), 의사를 결

정할 때 고려할 대안의 수가 선택할 개

수의 곱으로 늘어나게 된다. 선택대안이

많아지게 되면 제품을 개별적으로 평가

하게 되고, 제품 각각 보유하고 있는 속

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쾌

락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의 선택상황에

서는,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는 즐거움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호도와 선택된 제품

들의 수량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능동적 선택상황에서 쾌락적 속성이

강한 복수제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평

소 자신이 선호하지 않았던 제품을 선택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구성하는 즐거

움을 추구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이와 반대로 기능적 속성이 강

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목적지향적

선택을하기때문에(Strahilevitz and Myers, 

1998)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

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가진 제품은 적

게 선택하고(가설 2), 높은 선호도를 가진 

제품을 위주로 선택할 것이다(가설 3). 

반면 수동적 선택의 상황에서는 한

번의 선택행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

문에 묶음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

하게 된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기준으로(Janiszew and Cunha, 2004),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것을 부수적인 것

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수동적 선택의

상황에서 기점이 되는 제품만을 선택하

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여러 가지 대

안을 선택할 때 자신의 선택이 편향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

문에(Kivetz and Simonson, 2002), 자신

이 가장 선호하는 한 가지 종류의 제품

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을 배제한 대안들

중에서 높은 선호도를 가진 제품들로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수

동적인 선택의 상황에서는 주어진 대안

중에 상대적으로 약한 선호도를 가졌던

제품을 선택한 수량은 낮을 것이며(가

설 2),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진

제품을 선택한 수량은 높을 것이다(가

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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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한 제품

이 선택된 수량의 차이는 수동적

선택 보다 능동적 선택 상황에서

더욱 클 것이다. 즉, 능동적 선택

을 하는 경우에는 쾌락적 속성이

강한 대안에서 선택된 제품 중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한 제품

의 수량이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에서 선택된 제품 중 상대적

으로 선호도가 약한 제품의 수량

보다 클 것이다. 반면에, 수동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쾌락적 속

성이 강한 대안에서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

품의 수량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에서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

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의 수량

차이는 작을 것이다. 

가설 3: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강한 제품

이 선택된 수량의 차이는 수동적

선택 보다 능동적 선택상황에서

더욱 클 것이다. 즉, 능동적 선택

을 하는 경우에는 쾌락적 속성이

강한 대안에서 선택된 제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진

제품의 선택된 수량이 기능적 속

성이 강한 대안에서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제

품의 수량보다 작을 것이다. 반

면에, 수동적 선택을 하는 경우

에는 쾌락적 속성이 강한 대안에

서 선택된 제품 중 상대적으로

강한 선호도를 가진 제품의 수량

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에서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가 상대적

으로 강한 제품의 수량 차이는

작을 것이다. 

Ⅲ.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속성 유형(쾌락

적 속성 vs. 기능적 속성)에 따른 복수

제품 선택의 다양성이 제품 선택 유형

(능동적 선택 vs. 수동적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복수제품 묶음의 선택유형은

소비자를 직접 제품의 묶음 구성에 참

여시키는지 임의로 구성된 묶음을 통해

최적의 묶음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행동은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정을 따른다. 또한 제품

의 속성유형(쾌락적 속성유형 vs. 기능

적 속성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와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복수제품의 선

택유형의 차이와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

품의 속성유형에 차이에 따라 다양성

추구행동이 각각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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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제품 선정

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선택의 다

양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제품을 맛, 색

깔이나용도로 구분하여피험자들에게 제

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Simonson(1990)

의 경우에는 요거트를 딸기나 포도 등

맛으로 구분하였고, Sela et al.(2009)는

프린터, MP3 등과 같이 용도로 구분했

으며 Mittelman et al.(2014)는 꽃의 색깔

로 구분하여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반면

박세훈, 김문용(2010)은 우유를 맛과 기

능으로 딸기, 바나나 혹은 칼슘과 저지방

우유로 구분하고, 음료수를 탄산음료와

곡물차, 과자를 초코칩과 쌀 과자로 구분

함으로써 하나의 제품이 가진 쾌락적인

속성과 기능적인 속성유형의 강화된 정

도로 제품을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소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식품 중, 소비자가 쾌락적인 속성유형과

기능적인 속성유형의 지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우유제품군을 실험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쾌락적인 속성유형은 즐거

움이나 기쁨 등 소비과정에서 감각적 경

험을 주는 속성을 나타내며, 기능적 속성

유형은 꼭 구매해야 할 것 같고 필수적

제품으로 인식되는 속성으로 구분한다

(박세훈, 2005; Barzerman et al., 1998; 

Park and Mittal, 1985; Wertenbroch, 1998). 

이후 최종 실험 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우유를 기능적인 속성 10가지(고단

백, 고칼슘, 락토프리, 무지방, 오리지널, 

오메가, 유기농, 저지방, 초유, DHA)와

쾌락적인 속성 7가지(딸기 맛, 메론 맛, 

바나나 맛, 아몬드 맛, 초코 맛, 커피 맛, 

헤이즐넛 맛)로 구분하여, 총 17가지 제

품을 섞어 2개 유형의 설문지로 작성하

고, 2집단의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측

정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 구매의도, 친

근도와 실제로 쾌락적으로 인식하는지

기능적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측정하

였다. 제품의 선호도, 구매의도와 친근

도는 Chang and Wildt(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7점 척도(1점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7점 매우 좋아한다, 1점 매우 구

매할 의향이 없다~7점 매우 구매할 의

향이 있다, 1점 매우 친근하지 않다~7점

매우 친근하다)로 나타내고, 쾌락적 속

성과 기능적 속성은 Voss et al.(2003)과

Kahn and Dhar(2006)에 기재된 측정항

목 중 2개를 선정하여 7점 척도(1점 매

우 즐겁지 않다~7점 매우 즐겁다, 1점

매우 실용적이지 않다~7점 매우 실용적

이다)로 제시하였다. 사전조사의 피험자

들은 서울 소재 H대학의 대학생 18명이

었다. 

사전조사결과, 중간값 4.0를기준으로 

선호도, 친근도, 구매의향이 각각 4.0 이

상인 8가지 제품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군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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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10가지 제품의 선호도는 일반(M = 

5.22), 저지방(M = 4.67), 고칼슘(M = 4.44), 

유기농(M = 4.33), 무지방(M = 4.11), 초

유(M = 4.00), 고단백(M = 4.00), DHA(M 

= 3.78), 오메가(M = 3.78), 락토프리(M 

= 3.78)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속성 강

화의 예상 제품군의 친근도는 일반(M = 

6.33), 무지방(M = 5.11), 저지방(M = 5.00), 

고칼슘(M = 4.89), 유기농(M = 4.11), DHA

(M = 3.78), 초유(M = 2.89), 락토프리(M 

= 2.78), 오메가(M = 2.78), 고단백(M = 

2.56)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제품들

의 구매의향은 일반(M = 6.22), 저지방

(M = 4.67), 무지방(M = 4.44), 고칼슘(M 

= 4.44), 유기농(M = 4.22), 초유(M = 3.67), 

락토프리(M = 3.67), 고단백(M = 3.67), 

오메가(M = 3.44), DHA(M = 3.11)로 결

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상하

였던 기능적 강화 제품군에서 선호도

의 값이 4.0 이상인 일반, 저지방, 고칼

슘 유기농, 무지방, 초유 그리고 고단백

중 친근도와 구매의향에서 모두 중간

값 4.0 이상의 값을 가진 상위 4제품인

일반, 저지방, 고칼슘, 무지방 우유를 기

능적 속성이 강한 실험 제품군으로 선

정하였다.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의 선정 또

한 선호도, 친근도와 구매의향의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선호도의 경우, 바나

나 맛(M = 5.33), 초코 맛(M = 4.67), 딸

기 맛(M = 4.56), 헤이즐넛 맛(M = 4.56), 

커피 맛(M = 4.33), 아몬드 맛(M = 3.89), 

메론 맛(M = 3.78)순으로 나타났으며, 친

근도는 바나나 맛(M = 6.11), 딸기 맛(M 

= 5.33), 초코 맛(M = 5.22), 커피 맛(M = 

4.89), 헤이즐넛 맛(M = 4.67), 메론 맛(M 

= 3.67), 아몬드 맛(M = 3.44)순서로 나타

났다. 사전에 쾌락적인 속성이 강한 제

품으로 예상한 제품의 구매의향은 바나

나 맛(M = 6.11), 딸기 맛(M =  5.33), 초

코 맛(M = 5.22), 커피 맛(M = 4.89), 헤이

즐넛 맛(M = 4.67), 메론 맛(M = 3.67), 아

몬드 맛(M = 3.44)순으로 나타났다. 쾌

락적 속성이 강하다고 예상한 7가지 제

품을 선호도의 중간 값 4.0 이상의 값을

가지는 바나나 맛, 초코 맛, 딸기 맛, 헤

이즐넛 맛, 커피 맛 중에서 친근도와 구

매의향이 모두 상위에 있는 4가지(바나

나 맛, 초코 맛, 딸기 맛, 커피 맛)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제품에 대한 쾌락적인 속성과

기능적인 속성의 인식 점검을 위한 분석

을 한 결과, 기능성이 강화된 제품이라고 

예상한 10가지 제품에 대한 기능성의 인

식은 일반(M = 5.33), 저지방(M = 5.22), 

고칼슘(M = 5.11), 무지방(M = 5.11), 락

토프리(M = 5.11), 고단백(M = 5.00), 초

유(M = 4.33), DHA(M = 4.11), 오메가(M 

= 4.00), 유기농(M = 3.88)순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중간 값인 4.0 이상의 값

을 가지며, 기능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 값(M = 4.72)보다 큰 가진 제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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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가지 제품(일반, 저지방, 고칼슘, 

무지방)을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능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 4가지 제품의 쾌락적인 속성은

일반(M = 4.89), 저지방(M = 4.22), 무지

방(M = 4.11), 고칼슘(M = 3.56)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기능적인 속성에 대한 인식

보다 낮음으로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

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쾌락적 속성이

강화된 제품이라고 예상하였던 7가지 제

품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측정한 결

과, 쾌락적인 속성에 대한 인식은 바나

나 맛(M = 5.33), 초코 맛(M = 4.78), 헤이

즐넛 맛(M = 4.33), 아몬드 맛(M = 4.22), 

딸기 맛(M = 4.11), 커피 맛(M = 4.00), 메

론 맛(M = 3.77)로 나타났다. 제품의 속

성이 강화된 정도에 따라 상위 4가지 맛

을 선정해야 하지만, 쾌락적 속성이 강

한 제품의 경우, 속성의 강화 정도에 대

한 인식은 높으나 구매의향과 선호도가

낮은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제품에 대

한 선호도, 구매의향, 친근도 그리고 쾌

락적 속성 모두 중간 값인 4.0 이상의

값을 가진 제품으로 4가지(바나나 맛, 초

코 맛, 딸기 맛, 커피 맛)를 선정하였다. 

피험자가 선정된 제품의 기능적 속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 바나나

맛(M = 4.44), 초코 맛(M = 3.78), 커피

맛(M = 3.56), 딸기 맛(M = 3.22)로 쾌락

적인 속성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 값을

가졌으므로, 쾌락적 속성이 강화된 제품

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기능적 속성이 강화된 제품으로

예상한 10가지 제품과 쾌락적 속성이

강화된 제품으로 예상한 7가지 제품 중

선호도, 친근도, 구매의향이 모두 중간

값 4.0 이상을 가지는 제품 중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으로는 일반(M = 5.33), 

저지방(M = 5.22), 고칼슘(M = 5.11), 무

지방(M = 5.11)을 선정하였고, 쾌락적 속

성이 강한 제품으로는 바나나 맛(M =

5.33), 초코 맛(M = 4.78), 딸기 맛(M =

4.11), 커피 맛(M = 4.00)으로 최종 선정

하였다. 

2. 실험 조작

본 연구는 각 피험자들에게 학교 앞

마트에서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

으며, 4개의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면 가

격할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 각 제시

된 대안에서 4가지 제품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실제 마트에서 우유 제품은

낱개 당 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복수

제품 묶음형식으로 특별할인 행사를 진

행하는 경우에는 4개에 2,300~3,000원

사이의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참

고하여, 본 실험에서도 실제 판매되는 금

액과 유사하게 4개의 제품을 2,300원으

로 제시하였다. 제품의 속성유형이 쾌락

적인 속성의 조건에서는 맛의 유형으로

구분한 우유 4종(바나나 맛, 초코 맛,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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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자극물-쾌락적인 속성유형의 우유제품

         

[그림 2] 실험자극물-기능적인 속성유형의 우유제품

기 맛, 커피 맛)과 기능적 속성의 조건에

서는 성능의 유형으로 구분한 우유 4종

(일반, 저지방, 고칼슘, 무지방)을 제시하

였다. 복수제품의 묶음의 능동적인 선택

상황에서는 4가지 제품을 피험자가 직접

선택하여 담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수동

적인 선택상황에서는 임의로 4가지씩 묶

은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가 제

품의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가상의 브랜드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제품의 속성유형 2(쾌락적

vs. 기능적)×묶음제품 선택유형 2(능동적 

vs. 수동적)의 집단 간 요인으로 설계하

였다. 각 집단에는 쾌락적인 속성유형

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수동적으

로 선택하거나, 기능적 속성유형의 제

품을 능동적과 수동적 선택방법으로 제

품을 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각

피험자들은 나눠진 설문지의 안내에 따

라 특별가격할인에 대한 지문을 읽고

지시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제품 4가지

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능동적인 선택

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제품을 선택하여

도 되며, 수동적인 선택에서는 임의로

묶여진 대안에서 구매하고 싶은 묶음 1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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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과정

4집단의 실험참가자들은 개인에서 제

시된 우유제품들 중에서 4개를 선택하

도록 요구 받았다. 그 중 2집단은 실험

자가 임의로 4제품씩 구성한 다양한 종

류의 복수제품의 묶음 중 한 가지 묶음

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2집단은

4가지 다른 종류의 제품을 4세트씩 총

16개의 제품대안들 중에서 4가지 제품

을 직접 선택하고 제품의 스티커를 설문

지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각 종속변수의

측정은 Simonson and Winer(1992)의 방

식을 참고하여 선택된 제품의 종류와 제

품의 수량으로 측정하였다. 가설 1의 종

속변수인 다양성 추구행동은 최종 선택

된 복수제품 묶음에 구성된 종류의 가지

수를 세어 나타내었으며, 선택된 제품

종류의 수는 실험자가 설문지를 수거하

여 직접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쾌락적

속성유형의 능동적 선택의 상황에서 피

험자가 선택한 복수제품이 ‘바나나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초코 맛’이 선택되

었다면 제품 선택의 다양성은 바나나

맛, 딸기 맛, 초코 맛 3가지로 ‘3’으로 나

타내었다. 반면, 가설 2나 가설 3과 같이

제품 선호도에 따른 피험자의 제품 선택

의 차이는 선택된 제품종류의 수가 아닌, 

선택된 제품의 수량으로 측정한다. 사전

조사에서 각 속성유형마다 선호도를 측

정했던 것을 토대로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 4가지(바나나 맛, 초코 맛, 딸기 맛, 

커피 맛) 중 바나나 맛과 초코 맛을 선

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했던 딸기 맛과 커피 맛을

선호도가 약한 제품으로 두고 선택된 제

품의 수량으로 측정하였다. 기능적인 속

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에는 선정된 실

험제품 4가지(일반, 저지방, 고칼슘, 무

지방) 중 선호도가 높았던 일반과 저지

방을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두고, 고

칼슘과 무지방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한 제품으로 두었다. 가설 2의 경우를

기능적 속성유형제품을 수동적 선택의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피험자가 선택한

복수제품 묶음의 구성이 ‘고칼슘, 일반, 

저지방, 일반’이었다면, 종속변수인 선

호도가 약한 제품의 수량은 고칼슘 우유

1개만 해당됨으로, 1이 되고, 같은 사례

로 가설 3을 측정한다면,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선택 수량이 종속변수이기 때문

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었던 일반 우

유 2개와 저지방 우유 1개로 선택된 제

품의 수량은 3으로 표기하였다.

조작점검을 위한 제품의 선호도와 쾌

락적․기능적 속성유형에 대한 측정은

사전조사에서 실제 존재하는 제품의 사

진이나 브랜드를 명시하지 않고 제품의

종류만 명시하였으며, 실험에서 가상의

브랜드로 실험 제품을 제작하였기 때문

에 대안에 대한 브랜드 선호는 차이가

없을 것임으로 사전조사에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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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였다. 사전조사에서 활용한 선

호도 측정은 Chang and Wildt(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7점 척도(1점 매우 좋

아하지 않는다~7점 매우 좋아한다)로 측

정하고, 쾌락적 속성과 기능적 속성에

대한 피험자의 인식은 Voss et al.(2003)

과 Kahn and Dhar(2006)에서 사용된 척

도를 활용하였다. 기능적 속성의 측정은

7점 척도(1점 매우 실용적이지 않다~7

점 매우 실용적이다)와 쾌락적 속성유형

은 7점 척도(1점 매우 즐겁지 않다~7점

매우 즐겁다)로 측정하였다. 

Ⅳ. 결 과

본 실험은 서울 소재의 H대학에서 경

영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140

명과 대학원생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심험 참가자 143명의 전공은 언어와

상경계열이다. 실험 참가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남자 71명(49.7%), 여자

72명(50.3%)이며, 나이는평균 22.6세이다. 

본 연구는 제품의 속성유형(쾌락적 vs. 

기능적)을 독립변수로 두고, 복수제품 선

택유형(능동적 vs. 수동적)을 조절변수로

두었다. 선택된 제품의 종류 수를 종속변

수 1로 하고, 선택된 것 중 선호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제품의 수와 선호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제품의 수를 또 다른 종

속변수 2와 종속변수 3으로 하여 총 3개

의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분석(Multiva-

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품 속성유형에 따라 능동

적 선택에 의한 다양한 제품 선택과 수

동적 선택유형에 의한 다양성 제품 선택

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

났다(F(2, 141) = 3.61, p < .001, Wilks’λ  

= .95).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uni-

ve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 제품속성유형(쾌락적 속성 vs. 기

능적 속성)이 제품제공형태(능동적 선택

vs. 수동적 선택)에 따라 복수제품의 다

양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다

(가설 1 지지됨). 분석결과를 보면, 능동

적인 선택의 조건에서 쾌락적 속성이 강

한 대안(M = 2.80)에서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M = 1.86)보다 더 다양한 종

류의 제품이 선택되었다. 수동적인 선택

조건에서는 쾌락적 속성이 강한 대안(M  

= 2.41)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M  

= 2.15)에서 선택된 제품종류 수의 차이

는 작았다. 이 두 조건에서의 제품 속성

의 유형별로 선택된 제품 종류 수의 차

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가 유

의한지를 확인하였다. 능동적 선택의 조

건에서 선택된 쾌락적 속성이 강한 대안

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의 다양성

차이는 유의하였다(F(1, 70) = 27.59, p = 

.00). 그러나 수동적 선택의 조건에서 선

택된 쾌락적 속성이 강한 대안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대안의 다양성 차이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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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선택
(n = 71)

수동적 선택
(n = 72)

쾌락적 속성
(n = 36)

기능적 속성
(n = 35)

쾌락적 속성
(n = 34)

기능적 속성
(n = 38)

선택된 제품의
종류 수

2.81
(0.67)

1.86
(0.85)

2.41
(1.13)

2.16
(0.75)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의 수량

2.03
(0.74)

1.40
(1.40)

1.12
(1.01)

1.21
(0.93)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제품의 수량

1.97
(0.74)

2.60
(1.40)

2.89
(1.01)

2.83
(0.96)

<표 1> 제품속성유형에 따른 능동적/수동적 복수제품 선택의 다양성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1, 71) = 1.28, p 

> .001).

즉, 제품속성유형(쾌락적 vs. 기능적)에

따른 차이는능동적선택조건에서만차이

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림 3] 제품 속성유형에 따른 능동적/수동적 

복수제품 선택의 다양성

또한 제품 선택의 다양성이 나타남에

따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의

선택된수량은더높아지고선호도가강한

제품이선택되는수는낮아지게될것이라

는 가설 2와 가설 3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를보면, 능동적선택상

황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했던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에서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가 약한 제품과 강한 제품의 수

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제품 속성유형의 능동적/수동적 선

택에 따라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

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의 수량

[그림 5] 제품 속성유형의 능동적/수동적 선

택에 따라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의 수량

선호도가약했던 제품들이 선택되는 수

량은 능동적인 선택에서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M = 2.02)이 기능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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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한 제품집단(M = 1.40)보다 더 많이

선택되었고, 수동적인 선택에서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M = 1.11)과 기능적 속

성이 강한 제품(M = 1.21)의 집단 사이에

서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가설 1에서

능동적 선택에서의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의종류가다양하게선택된것에보태

어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의 수량이 많은 것을 다시 확인

함으로써, 가설 1과 가설 2 모두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선호도가 상대적

으로 높았던 제품이 선택된 수량을 보면, 

능동적선택에서쾌락적속성이강한제품

집단(M = 1.98)이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

품집단(M = 2.60)보다 더 적게 선택되었

고, 수동적선택의조건에서는쾌락적속성

이 강한 제품집단(M = 2.88)이 기능적 속

성이 강한 제품집단(M = 2.79)과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으며, 가설 3이 지지

됨으로써 가설 1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본연구에서가설 1, 가설 2, 가설

3이모두지지되었으며, 능동적인선택상황

에서소비자는쾌락적인속성이강한제품

집단이 다양하게 선택됨을 증명하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복수제품 묶음을 접하는 경우

는 늘고 있으며, 소매판매점에서는 소

비자에게 능동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하거나 수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방식

으로 판매촉진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하

지만,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선택을 하

는 복수제품 판매방식은 제품별로 차

별적으로 이행되기 보다는, 판매점에서

직접 판매촉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능

동적인 선택방식을 제공하고, 제조사에

서 판매촉진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수동

적인 선택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묶음제품을 제공하

는 방식을 제품의 속성유형에 따라 다

르게 제시될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쾌락적

인 속성이 강하게 인식되었는지 기능적

인 속성이 강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복수제품의 선택을 능동적 선택과

수동적 선택 상황으로 나타내어 소비자

가 선택하는 제품의 다양성 차이를 연구

하였다. 제품 선택의 다양성은 선택되는

종류의 수로 측정하고, 선택되는 제품들

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의 수

량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의

수량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제

품 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소비자는 수동적인 선택의 상황

보다 능동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더 제품

속성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글로벌경영연구 제품 속성유형(쾌락적vs.기능적)과 선택의 능동성이 복수 제품의 다양한 선택에 미치는 영향 27

가정하였고(가설 1), 이에 따라 능동적

인 선택에서 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한

경우, 선택된 제품 중 선호도가 상대적

으로 약한 제품의 수량이 많이 나타나고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서

는 상대적으로 약한 선호도를 가진 제품

의 선택된 수량이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

였다(가설 2). 반면 가설 3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한 집단에서는 선호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제품의 선택된 수량이 적

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H대학의 학생 143명에게 구매상황을 가

정하여 제시하였다. 집단을 4개로 나누

어 제품의 속성유형(쾌락적 vs. 기능적)

과 복수제품 선택유형(능동적 vs. 수동

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집단에게 4

가지 우유 가제품의 묶음을 선택하거나

직접 구성하라고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된 제품의 종류 수, 선택된 제품 중

상대적으로선호도가약한 제품의수량과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수량을 종속변수

로두었기때문에, 다변량분석(MANOVA)

을사용하여집단간의차이를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동적인 선택유형에

서는 쾌락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집단의 선택된

제품 종류의 다양성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 능동적인 선택유형의 상황에서

는 쾌락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을 다양하

게 선택하고 기능적인 속성이 강한 제품

을 선택할 때는 다양성 추구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제품 선택의 다

양성이 나타난 능동적 선택상황의 쾌락

적 속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 선택된 제

품 중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품의

수량이 늘어나고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수량이 낮아짐에

따라 가설 1, 가설 2, 가설 3이 모두 지

지되었다. 

즉, 소비자에게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을 능동적인 선택상황으로 제시한

다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다양한 종류로 선택한다. 쾌락적 속성이

강한 제품을 수동적인 선택상황으로 제

시하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으로 다양한 종류를 선택한다. 반면, 기

능적 속성유형이 강한 제품을 능동적 선

택상황으로 제시하면, 선호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제품을 위주로 다양한 종류를

선택하게 된다.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

품을 수동적 상황으로 제시할 때는 자신

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진 제품

을 위주로 선택하되, 다양한 종류를 선

택하지는 않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

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선

행연구들을 보면 능동적인 선택상황인

‘골라담기’에 대한 연구와 수동적인 선

택상황인 ‘번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개별적으

로 탐구되었으며 이 두 가지 제품선택유

형을 비교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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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 장소에서 보면 두 가지 선택유형

이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으

며, 어떠한 제품이나 속성유형의 제품을

판매할 때 어느 선택유형으로 소비자에

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 수량

과 종류를 늘려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

을 가진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복수제품

의 묶음을 제공하고 있지만, 단순히 묶

음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고처리를 하거

나 새로운 상품을 알리려는 측면으로만

소비자에게 각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능동적인 선택상황과 수

동적인 선택상황을 비교하여 어떠한 제

품의 속성유형이 어떠한 선택유형과 적

합한지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둘째,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행동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을 분석하여 마케터가 상황을 통제

하지 못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의 수

나 소비량 혹은 구매자와 사용자의 차이

에 대한 요인을 다양성 추구행동과 연관

하여 탐구를 한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학문적으로 의의를 가

지지만 실제 판매를 하는 소매점에서는

어떠한 고객이 어떠한 가족의 구성원을

가졌는지, 한 달에 소비하는 수량이 얼

마만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소비자에 맞는 판매촉진전략으로 구분

하여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마케팅 비용

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

품의 속성유형에 맞는 판매촉진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성

을 이끌어 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현재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유․아동을 타깃으로 하

는 제품들의 판매 부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유 제품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출산으로 인한 우유 매출 부진현상이 나

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유․가공

식품 회사에서 능동적 선택유형인 골라

담기나 수동적 선택유형인 묶음 판매형

식의 판매촉진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실험제품을 우유제품으로 선정

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조금이나

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

여진다. 실제 소매점에 가보면 1리터의

우유에 200미리 우유를 함께 묶어 증정

하거나 혹은 1리터 우유 2개를 함께 묶

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묶음의 제공형태는 임의적

으로 소매점에서 제공한 것으로 1리터

의 우유에 200미리의 같은 제품을 묶어

판매하거나 무지방과 오리지널 1리터를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도입

하여 묶음으로 제공할 때는 선호도가 높

은 제품과 함께 제공하고 증정으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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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의 우유를 제공할 때 다른 제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판매의 촉진을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행동이 제품의 속성유형과 묶음제품의

제공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

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소매점

에서 구매력을 가진 대상과는 차이를 보

인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20대라는 표본

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제품

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가 배제되었고, 또

한 실제 제품이 아닌 그림으로 제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구매시점에서와는 다

른 환경에서 제품을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뿐 아니

라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그림이 아닌 실제

제품을두고실험을진행하여야할것이다. 

또한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제작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에 제품 브랜

드에 대한 선호도가 배제되었다. 소비자

가 실제 구매를 할 때에는 각 브랜드마

다 가진 특화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데, 각 브랜드마다 더선호하는 맛이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 맛의 우유는

A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초코

맛의 우유는 B라는 브랜드의 제품만 구

매하는 소비자도 많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영향을 배제

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브랜

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연구와 실제 구매상황의 조건을 유사하

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를 보면 능동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쾌락

적인 속성유형의 제품과 기능적인 속성

유형의 제품간에 선택되는 제품의 다양

성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

하지 못한 것 또한 또 다른 한계점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능동적 선택상황

에서 쾌락적 속성이 강한 유형과 기능적

속성이 강한 유형의 제품선택 상황에서

다양성 추구행동 격차를 줄이고,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에서도 다양성 추구행

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낼

것이다. 제품을 비치하는 위치에 따른 영

향이나, 이종제품을 함께 선택을 하는 상

황을 제시하는 것 등 다양한 변수들을 응

용시킨다면, 기능적 속성이 강한 제품에

서 다양성 추구행동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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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roduct Attribute and Active Choice on

Diversity in Multiple Selections

Myung Joo Ku*․Jihye Park**

Abstract

Previous researches have demonstrated each of those two ways of choice in multiple 
items could make consumer’s selection more diverse with product attribute as like he-
donic or factual. They has found that people focused diversity in choice acting when 
they make active choice, but when make passive choice consumers focused on diversity 
in consequences. In addition, hedonic attribute deliver satisfied of experiential enjoy-
ment from diverse products and factual attribute deliver satisfied from practical 
benefits. So consumer have tendency to take more diversity choice in more hedonic at-
tribute products than more factual attribute produc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active choice affects diversity in multiple items selection between hedonic and fac-
tual attribute. We predict that active choice (vs. passive choice) in multiple items se-
lection will be more affected by product attribute. In other words, selecting multiple 
items which have more hedonic attributes (vs. factual attributes) with active choice (vs. 
passive choice), diversity of selections will be increased. When making multiple items 
selection with active choice (vs. passive choice), there will be massive difference be-
tween hedonic and factual attribute in quantity of less preferred products which has 
been chosen. Also the difference between hedonic and factual attribute in quantity of 
more preferred products which has been chosen will be bigger than in passive choice. 
These predictions were confirmed through the experiments. More diverse items were 
chosen in hedonic attribute (vs. factual attribute) with active choice and many of less 
preferred items were chosen but not many of more preferred items were chosen. With 
passive choice situation, both attribute had diversity on multiple items selections, not 
many of less preferred items but many of more preferred items were chose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academicals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multip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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