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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서적 편익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의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Emotional Benefits on Consumer Behavior: 

Marketing Communication Focusing on Producer’s Craftsmanship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정  한  나  라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태도� 및�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적인� 광

고� 연구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메시지에�따라� 소비자� 행동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연구의� 큰� 줄기� 중� 하나로�

인식되는� 소비자� 반응과� 제품� 관여도� 연구를� 살펴보면,�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메시지를� 접한� 소비자는� 고관여� 제품일� 때� 정서적� 반응을� 하고,�

저관여� 제품에서는� 인지적� 반응을� 한다”는� 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과� 다른� 접근�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 가설은� “농식품� 분야에서는� 제품� 관

여도와� 무관하게,� 생산자의� 장인정신� 등�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제품의� 맛･효능� 등�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메시
지보다� 소비자의� 태도� 및�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으

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가치

제안,�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 모델,� 제품� 관여도,� 프로모션�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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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퍼블리서티)� 등� 총� 네� 개의�이론을� 적용해� 온라인�실험[4(고관여�

제품� VS� 저관여� 제품,� 광고� VS� 퍼블리서티)� x� 2(기능적� 편익� VS� 정서

적� 편익)]을� 설계하였다.� 총� 8개의� 신문광고� 및� 신문기사를� 제작하여�

진행한� 온라인� 실험에는� 총� 854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 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의한� 태도� 및� 제품의�

지불� 의사는� 고관여� 제품에서� 더� 많은� 가설� 지지가� 이루어졌다.� 저관여�

제품에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따른� 태도� 및� 지불� 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고관여� 제품에서는� 지불� 의사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 째,� 제품� 관여도와� 소비자� 반응의�

관계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관여도가� 높은� 제품에� 대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메시지에� 노출된� 소비자는� 인지적� 반응을� 보인

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제품� 관여도와� 무관하게�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는�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

째,� 광고와� 퍼블리서티에� 따른� 메시지� 태도� 및� 지불� 의사에서는� 고관여�

제품에서� 더� 많은� 가설� 지지가� 이루어졌다.� 저관여� 제품에서는� 광고와�

퍼블리서티에�따른� 태도� 및� 지불의사에� 유의미한�차이가� 발견되지�않았

다.� 그러나� 고관여� 제품에서는� 광고보다� 퍼블리서티가� 더� 높은� 메시지�

태도를�유발했다.

---------------------------------------------------------------------------------------------
주요어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가치제안, 제품 관여도, 프로모션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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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시행된 ‘농업법인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농업경영체(영농조

합법인)는 양적으로는 성장한 반면, 질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

루지 못했다(황영모, 2011). 최근 3년, 국내 농업경영체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 현재 6,824개(2012년 기준)의 농업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박

운선 외, 2013). 반면, 일부 농업경영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영체는 

여전히 단순 생산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국내 농업경영체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전략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이만용, 2003). ‘미국마케팅학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 

따르면 마케팅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고객 및 파

트너에게 커뮤니케이션, 전달, 교환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Varadaraja, 2010). 결국, 마케팅의 핵심은 자사 제품의 가치를 소비

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그들의 구매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한상만 외, 2011). 이 과정에서 광고･퍼블리서티(Publicity)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Narayahan et al., 2005). 그러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높은 중요도

에도 국내 농업경영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즉,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본원적 활동(Porter, 198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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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수급-생산-유통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부재로 제품 판매와 직결되는 마케팅 활

동에서 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 농업경영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부재는 학계의 미진

한 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 그간 국내 농업 관련 마케팅 연구는 사례 

분석 등의 정성적인 연구와 더불어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e.g., 이병오･고종태, 1999; 이만용, 2003; 

안옥선 외, 2007; 차동욱, 2011; 김경량 외, 2009; 신해식･노성훈,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산업 관점에서 수행된 것으로 실험 등

의 방법을 활용한 소비자 행동 기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진

한 상황이다. 학계에서의 활발한 연구는 관련 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선

행 요소로서, 수행된 연구 결과는 관련 분야의 실무자들이 전략적 방향

을 구상하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결국, 국내 농업 및 농

식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부재는 학계의 미진한 연구에서 기

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학문적 가치 및 실제 현장에 몸담고 있는 농업

경영체와 실무자들을 위한 비즈니스적 가치가 동시에 고려되는, 즉 학

계와 업계에 공생(共生)을 가져다 줄 연구주제가 필요하다. 그간 국내 

농식품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은 실험(Experiment) 및 

설문(Survey)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학계와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시사점(Implication)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관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비자 행동 관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국

내 농식품 분야의 소비자 행동 연구 범위를 확대시키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둘 째,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농업경영체가 제품을 소비자에

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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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소비자의 

태도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있어 정서적 편익

을 강조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그간 대부분의 농식품 관련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은 제품의 맛, 효능 등 기능적 측면의 강조가 주를 이뤘다. 

반면, 생산자의 열정, 장인정신 등 소비자의 감성적 요인을 자극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의 강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식

품 소비자에게 생산자의 열정,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등의 정서적 측면

을 자극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전략

보다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둘 째, 상기 언급한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 및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간 비교를 

제품 관여도(Product Involvement)에 따라 분석한다. 그 간 많은 연구

에서 제품 관여도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접한 소비자

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남이 증명되었다(McGrath and Mahood,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관여도를 조절변수로 활용해 관여

도가 높은 고관여(High-involvement) 제품과 관여도가 낮은 저관여

(Low-involvement) 제품을 구분한 후 기능적 및 정서적 편익을 강조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셋 째, 제품 관여도와 함께 광고와 퍼블리서티에 따른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및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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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광고와 퍼블리서티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여러 연구에서 두 소구 간

비교 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웹 기반

(Web-Based) 실험을 설계해 샘플을 수집할 것이며, 수집된 샘플의 분

석에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은 PLS Graph 3.0, SPSS 20, SAS 9.3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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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을 정리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 제안(제

품 편익과 연관)과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 모델의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광고 및 퍼블리서티, 제품 관여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소고함으로써 본 장을 마무리 한다.

제 1 절 제품 편익과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

1. 제품 편익(Product Benefits)

제품 편익은 특정 제품의 속성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를 뜻

한다(Keller, 1993).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시 그것의 고유한 속성이 

주는 가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것의 속성으로부터 특정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를 제품 편익이

라 할 수 있다(Lai, 1995).

제품과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한 만큼 편익도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

된다. Park et al.(1986)은 편익을 기능적 편익(Functional Benefits), 경

험적 편익(Experiential Benefits), 상징적 편익(Symbolic Benefits)으로 

분류했다. 기능적 편익은 제품이 지닌 기능적 속성으로부터 획득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편의시설, 속도, 연비 등이 기능적 속성에 

해당되며, 이것이 주는 가치를 기능적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험

적 편익은 기능적 편익과는 달리 제품의 속성이 주는 느낌 또는 인지

적 자극과 관련이 있다. 자동차의 디자인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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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를 경험적 편익이라 할 수 있다. 상징적 편익은 사회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편익이다. 고급 자동차는 뛰어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를 상징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가치

를 상징적 편익으로 볼 수 있다.

Peter and Olson(1987)은 편익을 기존의 기능적 편익과 더불어 심리

적 편익(Psychological Benefits),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으로 구분

했다. 심리적 편익은 제품에 대한 만족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

과 관련된 가치이며, 사회적 편익은 상징적 편익과 유사한 형태로 사회

적 지위 등을 드러내는 가치를 뜻한다. 한편, Aaker(1992)는 편익을 제

품의 실용적인 속성이 주는 가치와 관련된 합리적 편익(Rational 

Benefits)과 심리적 편익으로 분류했다. 이후 Aaker(1996)는 자신의 기

존 연구(1992)에서 주장한 편익의 이차원적 분류에서 삼차원적 분류를 

시도한다. 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개념을 적용하여 기

능적 편익, 정서적 편익(Emotional Benefits), 자아 표현적 편익

(Self-Expression Benefits)으로 대변되는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개념을 주장한다. Aaker의 가치제안은 특정 브랜드가 상기 세 가지 편

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Aaker, 1996).

저자 분류

Park,� Jaworski� and� MacInnis(1986) 기능적�편익,� 경험적�편익,� 상징적�편익

Peter� and� Olson(1987) 심리적�편익,� 사회적�편익

Aaker(1992) 합리적�편익,� 심리적�편익

Aaker(1996)
기능적�편익,� 정서적�편익,

자아표현적�편익

<표� 1>� 기존� 연구들의�편익에�대한� 분류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편익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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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Aaker(1996)의 가치제안을 적용할 것

이다. 특히 가치제안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적 편익, 정서적 편익, 자아 

표현적 편익 중, 농식품 제품의 기능적 측면과 생산자의 장인정신을 강

조한 정서적 측면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려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자

아 표현적 편익을 제외한 기능적 편익과 정서적 편익이 연구에 적용된

다.

2. 인지적 및 정서적 반응(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

소비자가 특정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한 광고, 퍼블리서티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message)에 노출되었을 때 형성하게 되는 반응 

및 태도(Attitude) 연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한 축을 이루

고 있는 연구 분야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과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이 제품 및 브랜드의 태

도 형성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e.g., Aaker et al., 

1986; Batra and Ray, 1986; Edell and Burke, 1987; Brown et. al, 

1998; Holbrook and Batra, 1987).

초기에는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각각 독립적으

로 수행되었다(Homer and Yoon, 1992). 그러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한 상기 두 반응이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호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Burke and Edell, 1989), 두 

반응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한 연구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

정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 왔다(e.g., Homer and Yoon, 1992).

1) 인지적 반응

인지적 반응은 소비자가 특정 메시지의 정보처리를 하는 동안 자연

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다(이학식･전용석, 2005). 소비자가 설득 메시

지를 접하는 동안 떠오르는 긍정 및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여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 인지적 반응 모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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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zmann et al., 200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인지적 반응 연구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인지적 반응을 거친 후(매개 효과) 형성된다는 

Wright(1973)의 연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Meirick, 

2002). 점차 이러한 패러다임(Paradigm)은 설득 메시지를 통한 제품 

및 브랜드의 태도 형성과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부터 공

약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형성 등 정치적 분

야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e.g., Buchholz and 

Smith, 1991; Smith and Swinyard, 1988; Meirick, 2002; Bolzmann 

et. al, 2000; Wansink et. al, 1994).

2) 정서적 반응

정서적 반응은 소비자가 설득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주관

적인 느낌을 뜻한다(Burke and Edell, 1989). 인지적 반응이 설득 메시

지의 주체가 되는 제품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생각(Thought)

의 집합인 반면, 정서적 반응은 설득 메시지를 접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즐거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Emotion)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Yi, 1990).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다(Peck and Wiggins, 2006). 설득 메시지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서 정서적 반응이 소비자의 메시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e.g., Aaker et al., 1986; Batra and Ray 1986; Burke and 

Edell, 1989; Kim et al., 2012).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많은 연구

에서 정서적 반응이 설득 메시지에 대한 태도를 비롯해 제품 및 브랜

드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g., Brown et al., 1998; 

Holbrook and Batra, 1989; Burke and Edell, 1989, Hartmann and 

Apaolaza, 2013).

한편, 정서적 반응이 비단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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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Peck and Wiggin(2006)는 소비자가 설득 메

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특정 제품을 직접 만져보는 터치(Touch)가 정서

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설득 메시지 그 자체 또는 그것의 주

체가 되는 브랜드 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설득 메시

지를 향한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기

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식품 소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되

었다(e.g., Myers, 1998; Isen, 1987; Cohen and Areni. 1991; 

Hirschman and Stern, 1999; Kahn and Is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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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품 관여도 및 광고와 퍼블리서티(Publicity)

1. 제품 관여도(Product Involvement)에 따른 소비자 반응

제품 관여도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처리 및 구매의사결

정은 상이하게 나타난다(Laurent and Kapferer, 1985). 제품 관여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광고

학 분야에서의 제품 관여도 연구는 설득 메시지에 노출된 소비자의 반

응, 태도, 구매행동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e.g., Lee, 2000; 

MacKenzie et al., 1986; Torres and Briggs, 2007; Kim et al., 

2009).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품 관여도가 광고 메시지에 노출된 소비

자의 반응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2).

제품 관여도에 관한 기존 광고 메시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품 

관여도가 광고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Kim and Morris, 2007). Gill et al.(1988)

은 제품 관여도가 광고 메시지에 노출된 소비자의 메시지 수용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Laczniak et al.(1999)는 특정 제품

을 광고하는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의 기존 관념에 존재하고 있

는 관여도가 광고 메시지를 향한 반응 및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다고 밝혔다.

상기 언급된 연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 적용

된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과 제품 관여도 간 관계에 대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설득 메시지에 노출되

었을 때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은 제품 관여도에 따라 다르게 형

성된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종합적인 결론이다(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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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ra and Stephens(1994)은 정서적 반응은 낮은 제품 관여도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Greenwald and Leavitt(1984)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반응은 높은 제품 관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낮은 관여도를 가지면 정서

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제품에 대한 높은 관여도를 지니

면 인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광고, 퍼블리서티

통상적으로 조직은 제품 및 브랜드의 속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방법인 광고와 퍼블리

서티를 활용한다(Balasubramanian, 1994). 광고와 퍼블리서티를 구분

하는 결정적인 척도는 메시지에 대한 스폰서(Sponsor)의 통제 유무를 

들 수 있다(Cohen, 1988). 광고는 스폰서가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제 3자(The Third-party Endorsement)에 의해 작성되는 

기사(Article) 형태로 나타나는 퍼블리서티는 스폰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표 2 참조>.

분류 주요�특징

광고
◦�스폰서가�제품�및�브랜드에�대한� 메시지를�통제

◦�메시지가�스폰서에�의해�통제되므로�회의적인�반응을�얻을� 수� 있음

퍼블리서티

◦�스폰서가�아닌�제� 3자가�제품� 및� 브랜드에�대한�메시지를�통제

◦� 메시지가� 스폰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므로�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

달될�수� 있음

출처 : Balasubramanian(1994), Beyond Advertising and Publicity: Hybrid Messages 

and Public Policy Issues

<표 2> 광고와 퍼블리서티의 차이

광고와 퍼블리서티의 차이가 분명한 만큼, 여러 학자들에 의해 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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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광

고와 퍼블리서티의 비교 연구는 소비자 행동 관점에서의 실험연구가 

주를 이뤘는데, 많은 연구에서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e.g., Schudson, 1984; Cameron, 1994; Hallahan, 1996; 

Alcalay and Taplin, 1989). 예를 들어, Cameron(1994)의 연구에서는 

광고보다 퍼블리서티가 읽는 사람의 이해 및 컨텐츠의 기억력에 효과

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Schwarz(1986); Salmon et al.(1985)  

의 연구에서는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읽는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퍼블리서티가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광고보다 높은 신뢰

도 및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

운데(e.g., Bond and Kirshenbaum, 1998),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IMC)의 등장은 광고와 퍼블

리서티의 상호 연관성(Interaction)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

었다. Loda and Coleman(2005)은 광고와 퍼블리서티의 순서(광고-퍼

블리서티 VS 퍼블리서티-광고)에 따른 반응을 연구하였고, Kim et 

al.(2010)은 기존 Loda and Coleman의 연구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광

고와 퍼블리서티의 순서를 비롯한 메시지의 차이(긍정적 메시지 VS 부

정적 메시지)와 속성(동일한 속성 VS 다른 속성)을 변수로 추가해 광

고와 퍼블리서티 간 상호 연관성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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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제 1 절 연구모형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

형을 제안한다. 연구 모형은 가치 제안, 인지적 반응, 정서적 반응,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 지불 의사 등 총 5개의 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9개의 변수 및 변수 간 경로, 상호 연관성은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연구에 적용되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 모형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치제안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편익(기능적 편익, 정서적 편익, 자아표현적 편익) 가운데 기능

적 편익과 정서적 편익이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에 의해 매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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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퍼블리서티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 

개인의 태도가 제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적인 경로와 더불어 제품 관여도와 프로모션 믹스(광고, 퍼블리서티)를 

조절변수로 추가해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종적인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제 2 절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조절변수인 제품 관여도를 고려해 분석 절차를 Study 1

(고관여 제품)과 Study 2(저관여 제품)로 구분해 분석 결과의 명료함을 

더하려 노력하였다. Study 1과 Study 2에 해당되는 연구 가설은 제품

(유기농 포도, 포도 주스)만 다르게 구분되며, 가설의 내용은 동일함을 

알린다. 구체적인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편익, 정서적 편익

광고 및 퍼블리서티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Context : 표현 

방법, 문맥 등)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다(e.g., Toncar and munch, 2001). 광고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

시지에 노출된 소비자의 태도 및 구매 의사는 메시지의 내용이 제공하

는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인지적 프로세스)을 통해 결정된다(Yi, 199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내용이 소비자의 태도 및 구매 의사에 

미치는 연구는 인지적 및 정서적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s) 관련 

연구에서부터(e.g., Yi, 1990) 성적 소구를 이용한 광고 및 일반 광고 

간 비교 연구, 비유법을 이용한 광고 소구와 일반 표현 방식의 광고 소

구 간 비교 등(e.g., Putrevu, 2008; Reichert et al., 2001; Toncar 

and munch, 2001; Kim et al., 2012)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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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aker(1996)의 가치제안(기능적 편익, 정서적 편익)을 

활용해 메시지 소구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즉, 가치제안을 구

성하고 있는 기능적 편익과 정서적 편익에 의해 총 2개의 메시지 소구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 VS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완

성되며, 두 가지 메시지 형태가 응답자의 태도 및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 구성을 통한 비교 연구는 제품의 

인지적 속성과 감정적 속성을 강조한 메시지 간 비교 연구를 행한 

Yi(1990)의 연구에서 착안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검증된 방법임을 강조

하는 바이며, Study 1과 Study 2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Study� 1>

가설� 1a�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메시지�태도를�유발할�것이다.

가설� 1b�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

를�유발할�것이다.

<Study� 2>

가설� 6a�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메시지�태도를�유발할�것이다.

가설� 6b�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

를�유발할�것이다.

2. 제품 관여도에 따른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



- 16 -

제품 관여도에 따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반

응은 그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e.g., Torres and Briggs, 2007; 

Putrevu. 2008; Kim et al., 2012). 이와 관련, 대부분의 연구자는 제품 

관여도가 설득 메시지의 정보를 해석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소(Key Determinant)임에 동의하고 있다(Putrevu, 2008).

제품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반응 연구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

로 제품 관여도와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전통적인 연구와 더불어 근간에 행해진 연구를 살펴보면 “관여도가 높

은 고관여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인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고, 관

여도가 낮은 저관여 제품일 시 소비자는 정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다”는 흐름이 발견된다(e.g., Batra and Stephens, 1994; Torres and 

Briggs, 2007; Putrevu. 2008).

본 연구에서는 상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

관여 제품에서 정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관념은 고수

할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 분야의 고관여 제품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는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보

다 정서적 반응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고

자 한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Study 1, Study 2에서 제안할 가설은 다음과 같

다.

<Study� 1>

가설� 2�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정서적� 반

응을�유발할�것이다.

가설� 3�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는� 인지적�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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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칠�것이다.

<Study� 2>

가설� 7�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정서적� 반

응을�유발할�것이다.

가설� 8�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는� 인지적�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미칠�것이다.

3. 광고 및 퍼블리서티

광고 및 퍼블리서티 비교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대중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다(Bond and Kirshenbaum, 1998). 본 

연구에서는 광고 및 퍼블리서티를 연구 모형의 조절 변수로 추가해 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려 한다. 따라서 광고 및 퍼

블리서티 관련 전통적인 관념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Study� 1>

가설� 4�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프

로모션� 믹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태도와� 구매� 행동�

조절하는�역할을�할� 것이다.

가설� 5a�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태

도를�유발할�것이다.

가설� 5b�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광고보다�더� 높은�지불의사를�유발할�것이다.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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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프

로모션� 믹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태도와� 구매� 행동�

조절하는�역할을�할� 것이다.

가설� 10a�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태

도를�유발할�것이다.

가설� 10b�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광고보다�더� 높은�지불의사를�유발할�것이다.

분류 가설 내용 종속변수

Study� 1

(고관여�

제품)

H1a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메시지�태도

H1b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지불�의사

H2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H3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경로�분석)

H4 프로모션�믹스� 조절�효과 지불�의사

H5a 퍼블리서티� >� 광고 메시지�태도

H5b 퍼블리서티� >� 광고 지불�의사

Study� 2

(저관여�

제품)

H7a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메시지�태도

H7b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지불�의사

H8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H9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경로�분석)

H10 프로모션�믹스� 조절�효과 지불�의사

H11a 퍼블리서티� >� 광고 메시지�태도

H11b 퍼블리서티� >� 광고 지불�의사

<표 3> Study 1, Study 2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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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 연구 설계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주요 방법 및 목적은 실험을 기

반으로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소비자 행동 분석이다. 대부분

의 실험 기반 소비자 행동 연구가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조절변수인 프로모션 믹스(광고, 퍼블리서티)를 

신문광고 및 신문기사로 설정해 온라인(Online) 상에서, 즉 웹 기반 실

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웹 기반 설문 및 실험을 

수행할 시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Andrews et al, 2003). 실

험 참가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및 바이어스(Bias)가 그것인데, 이러한 온

라인 실험의 문제점을 상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연구는 전문 온라인 

설문 및 실험 업체에 실험 진행 및 데이터 수집을 의뢰해 분석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험 진행 및 데이터 수집을 의뢰한 전

문 업체는 국내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으로 온라인 설

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본 연구의 조절 변수로 설정된 제품 관여도를 

프리테스트(Pre Test)를 통해 고관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을 구분하였

다. 제품 관여도 테스트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실험물을 제작해 온

라인 실험에 적용될 총 8개의 실험물을 제작하였고(부록 1 참고), 변수

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Items)을 개발했다. 또한 제작된 실험물과 측정 

문항의 타당성 검증의 일환으로 파일럿(Pilot Test) 거쳐 실제 실험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제 1 절 제품 관여도 측정



- 20 -

1. 제품 관여도 측정 문항(Measures)

본 실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본 연구의 조절 변수인 제품 

관여도에 따른 고관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의 구분이다. 본 연구가 농

식품 제품 관련 연구인 점을 감안해 일차적으로 유기농 포도를 고관여 

제품, 포도 주스를 저관여 제품으로 가정했다.

유기농 포도와 포도 주스가 고관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의 실험물로 

선정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Zaichkowsky(1985)의 

PII(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를 활용하였다. Zaichkowsky의 

PII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문항을 활용하는데 어

려움이 있어, 불필요한 문항으로 판단된 6개를 삭제한 14개의 문항으

로 유기농 포도 및 포도 주스의 관여도를 측정하였다. 수정된 PII는 

<표 3>과 같다.

나에게�있어�유기농�포도(포도�주스)는� (� � � � � � � � � � � � � ).

중요하지�않다 1 2 3 4 5 6 7 중요하다

필요하지�않다 1 2 3 4 5 6 7 필요하다

원하지�않는�

제품이다
1 2 3 4 5 6 7 원하는�제품이다

의미가�없다 1 2 3 4 5 6 7 의미가�크다

유용하지�않다 1 2 3 4 5 6 7 유용하다

가치가�작다 1 2 3 4 5 6 7 가치가�작다

매력적이지�않다 1 2 3 4 5 6 7 매력적이다

유익하지�않다 1 2 3 4 5 6 7 유익하다

중대하지�않다 1 2 3 4 5 6 7 중대한�것이다

관심이�없는�

제품이다
1 2 3 4 5 6 7

관심이�가는�

제품이다

필수적이지�않은�

제품이다
1 2 3 4 5 6 7 필수적인�제품이다

<표 4> 수정된 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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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주지�

않는다
1 2 3 4 5 6 7 큰�영향을�준다

쉽게�얻을�수�있는�

제품이다
1 2 3 4 5 6 7

쉽게�얻을�수�없는�

제품이다

흥미롭지�않다 1 2 3 4 5 6 7 흥미롭다

2. 제품 관여도 측정 결과

14개의 문항 및 7점 척도로 구성된 <표 3>의 PII는 98점이 최고점이

며, 최소점은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관여 제품에 해당된다. 고관

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의 구분은 98점을 기준으로 각각 30%를 범위

로 설정하였다. 즉, 98점의 30%인 30.6점을 차감한 67.4점 이상이면 

고관여 제품으로 간주했으며, 98점의 30%인 30.6점을 더한 44.6점 이

하면 저관여 제품으로 간주하였다.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총 44명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농 

포도, 포도 주스의 관여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유기농 포도(69.8점)와 

포도 주스(42.1점)가 각각 고관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으로 인식됨을 

검증했다.

제 2 절 실험 설계

1. 실험물(Stimulus Materials) 및 온라인 실험 절차

본 연구에 조절 변수로 설정된 제품 관여도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 퍼블리서티)을 고려했을 때 총 8개의 실험물 제작이 요구된다. 

각 실험물 당 1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총 800명의 인원을 목표로 온

라인 실험을 설계하였다. 8개의 집단은 각기 다른 응답자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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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나이･학력의 분포를 동일하게 가져가 발생 가능한 오차(Error)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먼저, 실험에 활용된 8개 실험물의 내용은 <표 

5>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Appendix 1 참조).

분류 주요�내용

고관여

기능

광고

◦�유기농�포도�제품의�기능적�편익을�강조한�신문�광고

◦�헤드라인(Headline)

� -� 높은� 당도�풍부한�영양분을�자랑하는� ‘한울�포도’

고관여

기능

퍼블리서티

◦�유기농�포도�제품의�기능적�편익을�강조한�신문�기사

◦�헤드라인(Headline)

� -� 높은� 당도�풍부한�영양분을�자랑하는� ‘한울�포도’

고관여

정서

광고

◦�유기농�포도�제품의�정서적�편익을�강조한�신문�광고

◦�헤드라인(Headline)

� -� 한길만�고집한,� 유기농�포도�장인,� 한울�포도�대표� 김영수

고관여

정서

퍼블리서티

◦�유기농�포도�제품의�정서적�편익을�강조한�신문�기사

◦�헤드라인(Headline)

� -� 한길만�고집한,� 유기농�포도�장인,� 한울�포도�대표� 김영수

저관여

기능

광고

◦�포도� 주스�제품의�기능적�편익을�강조한�신문�광고

◦�헤드라인(Headline)

� -� 상큼한�맛,� 풍부한�영양분을�자랑하는� ‘한울�포도주스’

저관여

기능

퍼블리서티

◦�포도� 주스�제품의�기능적�편익을�강조한�신문�기사

◦�헤드라인(Headline)

� -� 상큼한�맛,� 풍부한�영양분을�자랑하는� ‘한울�포도주스’

저관여

정서

광고

◦�포도� 주스�제품의�정서적�편익을�강조한�신문�광고

◦�헤드라인(Headline)

� -� 한� 길만� 고집한,� 포도주스�장인,� 한울� 포도주스�대표�김영수

저관여

정서

퍼블리서티

◦�포도� 주스�제품의�정서적�편익을�강조한�신문�광고

◦�헤드라인(Headline)

� -� 한� 길만� 고집한,� 포도주스�장인,� 한울� 포도주스�대표�김영수

<표 5> 8개 실험물 내용

대부분의 실험 연구는 실제(Realism)와 근접한 환경을 조성해 실험으

로부터 발생하는 한계점을 최소화해야 한다(Puterevu, 2008). 즉, 몇 가

지 주요 요소들을 통제해 실험 환경이 실제와 유사하도록 내･외적 타

당성을 확보해야 한다(Sani and Todman, 2006). 본 연구에서는 

Kim(2012)의 광고 관련 실험 연구에서 착안해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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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8개 실험물의 글자수, 레이아웃, 헤드라인 위치, 색, 그림 등을 동

일하게 제작했다. 또한 최대한 평범한 브랜드 및 CEO 이름을 선정하

여 브랜드와 이름에 의한 바이어스(Bias)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으

며, 전체 실험물에는 동일한 브랜드, CEO 이름이 적용되었다.

제작된 8개의 실험물을 토대로 진행된 온라인 실험의 절차<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온라인 실험 절차(Step)

<그림 2>의 실험 절차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나이, 학력에 관

한 질문을 가장 먼저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8개의 실험물과 그에 

따라 8개의 각기 다른 집단이 생성되며, 8개 집단의 성별･나이･학력의 

동일한 분포를 목표로 함을 본 절의 서두에 밝혔다. 따라서 응답자의 

성별･나이･학력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적절하게 8

개 셀(Cell)에 배치되는 알고리즘으로 실험을 설계해 집단 간 바이어스

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응답자가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마치면 본격적인 실험이 진행된다. 먼

저 응답자가 1분 간 실험물을 살펴보면, 주요 변수인 정서적 반응, 인

지적 반응, 메시지 태도, 지불의사 순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응답자가 

다음(Next) 버튼은 누를 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설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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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서적 반응 ~ 지불의사를 측정하는 구간에서는 실험물을 화면 상

단 가운데 위치시킨 채(피험자가 계속해서 실험물을 볼 수 있도록) 화

면 당 한 개의 변수만 측정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설계의 장점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해소해 연구 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

움이 된다.

2. 측정 문항(Measures)

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정서적�

반응

신문광고(기사)를� 보면서� 나는,� (� � � � � � � )� 느낌을�

받았다.

Holbrook� and�

Batra(1987),

Peck� and�

Wiggins(2006)

Aff1 즐거운

Aff2 편안한

Aff3 자랑스러운

Aff4 흥미로운

Aff5 따뜻한

Aff6 희망적인

인지적�

반응

Cog1
신문� 광고(기사)를� 보면서� 제품이� 유

용하다고�생각했다.

Wright(1974),

Jeong(2012)
Cog2

신문� 광고(기사)를� 보면서� 제품이� 도

움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

Cog3
신문� 광고(기사)를�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제품이라고�생각했다.

메시지�

태도

Adatt1
신문광고(기사)는� 나의� 주목을�끌기에�

충분하다.
Holbrook� and�

Batra(1987),

Peck� and�

Wiggins(2006),

Jeong(2012)

Adatt2
신문광고(기사)는� 나에게� 있어� 흥미롭

게�다가�왔다.

Adatt3 신문광고(기사)가�마음에�든다.

지불� 의사 Prem

현재� 일반� 유기농� 포도(포도주스)는�

마트에서� 1kg에� 100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신문

광고(기사)에� 나타나� 있는� 제품의� 가

격이� 1kg에� 얼마라고�생각하십니까?

<표 6> 주요 변수들의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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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는 아이템은 Holbrook and Batra(1987), Peck 

and Wiggins(2006)의 연구에 적용된 측정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정서적 반응의 측정은 “신문광고

(기사)를 보면서 나는 (즐거운/편안한/자랑스러운/흥미로운/따뜻한/희망

적인) 느낌을 받았다”로, 총 6개의 측정항목(Items)을 5점 척도로 질문

했다.

2)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는 아이템은 Wright(1974)와 Jeong(2012)의 연

구를 참고해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인지적 반응의 측정항목은 총 3개

로 구성되며, “신문광고(기사)를 보면서 나는, 제품이 유용하다고/제품

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메시지 태도(Attitude toward The Advertisement and Publicity)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는 Holbrook and Batra(1987), 

Peck and Wiggins(2006), Jeong et al.(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을 수정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적용된 측정항목은 총 3개이

며, “신문광고(기사)는, 나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나에게 있어 흥미

롭게 다가 왔다/마음에 든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지불 의사(Wiling to Premium Pay Premium Price)

신문광고(기사)에 나타난 제품의 가격을 예상하는 지불의사는 ‘가상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측정하였다. 정서적 반응/인지적 반응/메시지 

태도에 관한 응답을 마친 피험자는 다음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접하

게 된다. “현재 일반 유기농 포도(포도주스)는 마트에서 1kg에 10000

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신문광고(기사)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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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품의 가격이 1kg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를 접한 

응답자는 제품에 대한 개인의 예상 가격을 제시하게 되며, 이렇게 수집

된 예상 가격은 분산(Variance)을 가진 하나의 변수로 완성된다.

제 3 절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상기 방법으로 설계된 온라인 실험의 절차 및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구성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다. 온

라인에서 진행된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총 45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45명의 참가자 응답을 토대로 신뢰성 및 구성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변수�및� 아이템 요인적재량 AVE C.R Cronbach

정서적�

반응

Aff1 .868

.717 .938 .921

Aff2 .792

Aff3 .863

Aff4 .826

Aff5 .855

Aff6 .875

인지적�

반응

Cog1 .869

.793 .938 .912Cog2 .822

Cog3 .931

메세지�

태도

Adatt1 .932

.805 .953 .938Adatt2 .885

Adatt3 .952

<표 7> 파일럿 테스트 결과

분석 결과, 측정 문항의 신뢰성 및 변수들의 구성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절차에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본격

적인 온라인 실험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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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구성과 기술통계

온라인 서베이 전문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본 연구의 온라인 실

험을 의뢰한 결과, 목표치인 800명보다 63명 많은 863명의 인원이 실

험에 참가하였다. 863명의 응답자 중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를 보인 

응답자 10명을 삭제해 최종적으로 총 853명의 참가자가 답한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조절 변수인 제품 관여도를 고려해 고관여 제품(유기농 포

도) 집단과 저관여 제품(포도 주스) 집단을 구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8 참조>.

고관여 제품 집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48.8%, 여성 51.2%로 비

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관여 제품 집단도 남성 및 여성의 비율

이 각각 49.2%, 50.8%로 두 집단(고관여, 저관여)이 유사한 분포를 띄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 또한 성별과 유사한 형태의 분포로써 두 

집단의 연령대 분포가 2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20%대의 비슷한 비율

을 보이고 있다. 학력의 경우 두 집단이 유사한 분포를 띄고 있으나, 

모든 집단의 비율이 유사했던 성별과 나이와는 달리 대학교 졸업이 각

각 51.6%, 55.1%로 절반이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

학교 졸업 이하는 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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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집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고(고관여�제품) 209 48.8

저(저관여�제품) 209 49.2

여자
고 219 51.2

저 216 50.8

연령

20대
고 106 24.8

저 99 23.3

30대
고 110 25.7

저 106 24.9

40대
고 105 24.5

저 107 25.2

50대�이상
고 107 25.0

저 113 26.6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
고 3 0.7

저 4 0.7

고등학교�졸업
고 91 21.3

저 89 20.9

전문대학�졸업
고 78 18.2

저 59 13.9

대학교�졸업
고 221 51.6

저 234 55.1

대학원�이상
고 35 8.2

저 39 9.2

직업

일반회사원
고 214 50.0

저 198 46.6

공기업/공무원
고 24 5.6

저 27 6.4

개인사업/자영업
고 47 11

저 53 12.5

연구원
고 5 1.2

저 4 0.9

주부
고 62 14.5

저 64 15.1

학생
고 47 11.0

저 40 9.4

기타
고 29 6.8

저 39 9.2

<표 8> 실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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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집단 빈도 비율

가계�소득

(동거중인�

가족의

세전�소득,

본인�포함)

200만원�미만
고(고관여�제품) 29 6.8

저(저관여�제품) 28 6.6

200� ~� 299만원
고 51 11.9

저 73 17.2

300� ~� 399만원
고 86 20.1

저 76 17.9

400� ~� 499만원
고 69 16.1

저 73 17.2

500만원�이상
고 193 45.1

저 175 41.2

혼인

미혼
고 169 39.5

저 149 35.1

기혼
고 259 60.5

저 276 64.9

동거중인

가족

구성원�수

1
고 32 7.5

저 33 7.8

2
고 58 13.6

저 63 14.8

3
고 118 27.6

저 110 25.9

4
고 176 41.1

저 162 38.1

5
고 35 8.2

저 48 11.3

6
고 8 1.9

저 7 1.6

7
고 1 0.2

저 2 0.5

<표 9> 실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소득, 혼인, 가족 구성원 수)

한편 직업 분포는 일반 회사원의 비율이 절반에 근접한 분포를 보이

고 있고(각각 50%, 46.6%), <표 9>에 나타나 있는 동거중인 가족의 

가계소득(본인을 포함한 세전 소득)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

되어 있으나 300 ~ 399만원과 400 ~ 499만원 구간에 가장 많은 표본

이 집중되어 있다. 혼인 여부는 두 집단 모두 기혼이 각각 60.5%, 

64.9%로 혼인 상태인 표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거중인 가족

의 구성원 수는 주로 3 ~ 4명에 집중되어 있다.

2. 측정 변수의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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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표 11>은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반응

Aff1 1 5 3.20 0.78

Aff2 1 5 3.34 0.77

Aff3 1 5 3.48 0.95

Aff4 1 5 3.51 0.84

Aff5 1 5 3.44 0.87

Aff6 1 5 3.68 0.92

인지적�

반응

Cog1 1 5 3.76 0.71

Cog2 1 5 3.54 0.79

Cog3 1 5 3.70 0.74

광고�

태도

Adatt1 1 5 3.15 0.92

Adatt2 1 5 3.21 0.93

Adatt3 1 5 3.32 0.9

<표 10> 측정변수의 기술통계(고관여)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반응

Aff1 1 5 3.08 0.77

Aff2 1 5 3.28 0.73

Aff3 1 5 3.36 0.93

Aff4 1 5 3.45 0.85

Aff5 1 5 3.33 0.82

Aff6 1 5 3.58 0.87

인지적�

반응

Cog1 1 5 3.74 0.69

Cog2 1 5 3.50 0.82

Cog3 1 5 3.63 0.78

광고�

태도

Adatt1 1 5 3.16 0.92

Adatt2 1 5 3.19 0.92

Adatt3 1 5 3.26 0.90

<표 1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저관여)

제 2 절 연구모형의 적합성

1. 신뢰도(Reliability) 및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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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신뢰도 및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

인적재값(Factor Loading), C.R(Composite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크롬바흐 알파(Cronbach )값을 분석하였다. 신

뢰성 및 구성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변수�및� 아이템 요인적재량 AVE C.R Cronbach�

정서적�

반응

Aff1 0.759

0.620 0.907 0.876

Aff2 0.743

Aff3 0.816

Aff4 0.726

Aff5 0.832

Aff6 0.840

인지적�

반응

Cog1 0.870

0.725 0.887 0.807Cog2 0.873

Cog3 0.809

광고�

태도

Adatt1 0.926

0.847 0.943 0.910Adatt2 0.933

Adatt3 0.903

<표 12> 측정 변수의 신뢰도 및 구성 타당성

<표 12>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모형의 신뢰도와 구성 타당성이 충

족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각 아이템의 요인적

재값이 모두 0.7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모형의 수렴 타당성이 확

보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Gefen and Straub, 2005).

2.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다음으로 변수를 측정하는 아이템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교차적재

값(Cross Loading)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AVE 제곱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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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연구 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변수�및� 아이템
Aff

(정서적�반응)

Cog

(인지적�반응)

Adatt

(메시지�태도)

정서적�

반응

Aff1 0.759 0.482 0.582

Aff2 0.743 0.499 0.525

Aff3 0.816 0.557 0.603

Aff4 0.726 0.532 0.631

Aff5 0.832 0.555 0.568

Aff6 0.840 0.581 0.577

인지적�

반응

Cog1 0.553 0.870 0.619

Cog2 0.584 0.873 0.650

Cog3 0.601 0.809 0.605

광고�

태도

Adatt1 0.683 0.691 0.926

Adatt2 0.656 0.667 0.933

Adatt3 0.696 0.669 0.903

<표 13> 측정 변수의 교차적재값

<표 13>의 교차적재값 분석 결과를 보면, 일차적으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에서 굵은 글씨 및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아이템 간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0.7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아이템이 아닌 다른 변수를 측정하는 아이템 간 상관관계가 

박스 안 값을 초과하지 않는 0.7 이하의 값들로 구성되어 일차적인 판

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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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인지적�반응 정서적�반응 메시지�태도

정서적�반응 0.787 　 　

인지적�반응 0.680 0.851 　

메시지�태도 0.737 0.734 0.920

<표 14> 측정 변수의 AVE 제곱근

교차적재값 외 또 다른 판별 타당성 분석 방법으로 AVE 제곱근 분

석이 활용되었다. AVE 제곱근 분석은 각 잠재변수의 AVE 값에 루트

를 씌운, 즉 제곱근 값과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이다. 

AVE 제곱근 분석 결과<표 14 참조> 앞서 분석된 교차적재값의 결과

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VE 제곱근은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관

계수보다 높은 값이 나왔을 때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그 핵심

으로(Liang et al., 2007), 박스 안 음영 처리된 값(각 잠재 변수의 

AVE 제곱근)보다 그 외 값(다른 잠재 변수와의 상관관계)이 낮으므로 

판별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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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가설 검증

본 절에서는 Study 1과 Study 2로 구분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실

시할 것이다. Study 1에서는 고관여 제품(유기농 포도) 관련 가설 검

증, Stydy 2에서는 저관여 제품(포도 주스) 관련 가설 검증을 수행한

다. Study 1과 Study 2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표 15>와 

같다.

분류 가설 내용 종속변수 결과

Study� 1

(고관여�

제품)

H1a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메시지�태도 p>0.05

H1b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지불�의사 p<0.05

H2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p<0.05

H3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경로� 분석)
p<0.05

H4 프로모션�믹스�조절�효과 지불�의사 p>0.05

H5a 퍼블리서티� >� 광고 메시지�태도 p<0.05

H5b 퍼블리서티� >� 광고 지불�의사 p>0.05

Study� 2

(저관여�

제품)

H7a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메시지�태도 p>0.05

H7b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지불�의사 p>0.05

H8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p<0.05

H9 정서적�편익� >� 기능적�편익
정서적�반응

(경로� 분석)
p<0.05

H10 프로모션�믹스�조절�효과 지불�의사 p>0.05

H11a 퍼블리서티� >� 광고 메시지�태도 p>0.05

H11b 퍼블리서티� >� 광고 지불�의사 p>0.05

<표 15>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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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udy 1(고관여 제품 : 유기농 포도)

가설� 1a�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메시지�태도를�유발할�것이다.�è 기각

가설� 1b�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

를�유발할�것이다.�è 지지

가설 분류 N 메시지�태도(표준편차) 유의확률

H1a
기능 209 3.19(.87)

.331
정서 219 3.27(.83)

<표 16> 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메시지 태도)

가설 분류 N 지불�의사(표준편차) 유의확률

H1b
기능 209 11,270.81(3,268.05)

.003
정서 219 12,273.97(3,663.02)

<표 17> 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지불 의사)

먼저 가설 1a는 기각되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차이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 VS 정서적 편익의 강조) 메시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3.19 VS 3.27, p=.33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으나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기능적 편

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광고 및 퍼블리서티에 나타난 제품의 예상 가

격을 질문한 지불 의사의 경우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메시지가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더 높은 소비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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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격을 유발했다(11,270 VS 12,273, p=.003).

가설� 2�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정서적� 반

응을�유발할�것이다.�è 지지

가설� 3�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는� 인지적�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미칠�것이다.�è지지

가설 분류 N 정서적�반응(표준편차) 유의확률

H2
기능 209 3.25(.69)

.000
정서 219 3.63(.62)

<표 18> 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정서적 반응)

<그림 3> 경로 모형(가설 3)

가설 경로 경로계수(유의확률)

H3
가치제안�è 정서적�반응 -.281(p� <� .05)

가치제안�è 인지적�반응 .012(p� <� .05)

<표 19> 가설 3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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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는 지지되었다. 정서적 반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 기

능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

시지 간 T-test 분석 결과,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더 높은 정서적 반응을 이

끌어 냈다(3.25 VS 3.63, p=.000).

농식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정서적 반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가정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정서

적 편익을 –1. 기능적 편익을 1로 코딩한 후 PLS(Partial Least 

Square)를 활용해 경로모델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

적 편익의 강조보다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281, t = 5.84, p < .05).

가설� 4�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프

로모션� 믹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태도와� 구매� 행동�

조절하는�역할을�할� 것이다.�è 기각

가설� 5a�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태

도를�유발할�것이다.�è 지지

가설� 5b� :� 고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를� 유발할� 것이다.� 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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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로모형을 활용한 프로모션 믹스 조절효과 검증(가설 4)

가설 변수 경로계수 유의확률

H4 프로모션�믹스*메시지�태도 .062 p� >� .05

<표 20> 가설 4 검증 결과

가설 분류 N 메시지�태도(표준편차) 유의확률

H5a
광고 214 3.12(.86)

.011
퍼블리서티 214 3.33(.83)

<표 21> 광고 VS 퍼블리서티(메시지 태도)

가설 분류 N 메시지�태도(표준편차) 유의확률

H5b
광고 214 11,691.12(3,533.67)

.584
퍼블리서티 214 11,877.10(3,487.58)

<표 22> 광고 VS 퍼블리서티(지불 의사)

“광고와 퍼블리서티가 메시지 태도 및 지불 의사 간 조절 작용을 할 

것이다”고 가정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광고를 –1. 퍼블리서티를 1로 

코딩해 PLS를 활용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 조절변수(프로모션 믹스*메

시지 태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광고와 퍼블리서티의 조절 효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62, t = 0.84, p > .05).

경로모형을 활용한 분석과 더불어 광고와 퍼블리서티가 소비자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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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가정

된 가설 5a, 5b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5a는 지지되었다. 메시지 태도의 경우, 광고보다 퍼블리서티가 

더 호의적인 메시지 태도를 유발했다(3.12 VS 3.33, p=.011). 반면, 가

설 5b는 기각되었다. 예상 가격을 묻는 지불 의사에서 광고와 퍼블리

서티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11,691 VS 11,877, p=.584).

2. Study 2(저관여 제품 : 포도 주스)

가설� 6a�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메시지�태도를�유발할�것이다.�è 기각

가설� 6b�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

를�유발할�것이다.�è 기각

가설 분류 N 메시지�태도(표준편차) 유의확률

H6a
기능 214 3.15(.84)

.148
정서 211 3.26(.83)

<표 23> 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메시지 태도)

가설 분류 N 지불�의사(표준편차) 유의확률

H6b
기능 214 10,044.86(4,572.01)

.205
정서 211 9,508.06(4,128.09)

<표 24> 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지불 의사)

가설 6a는 기각되었다.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메시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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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3.15 VS 3.26, p=.148).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가설 6b 또한 기각되었다. 광고 및 퍼블리서티에 나타난 제품의 예상 

가격을 질문한 지불 의사에서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메시지와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10,044 VS 9,508, p=.205).

가설� 7�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의� 강조보다� 더� 높은� 정서적� 반

응을�유발할�것이다.�è 지지

가설� 8�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정

서적� 편익의� 강조는� 인지적�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미칠�것이다.�è 지지

가설 분류 N 정서적�반응(표준편차) 유의확률

H7
기능 214 3.16(.64)

.000
정서 211 3.54(.60)

<표 25> 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정서적 반응)

<그림 5> 경로 모형(가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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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유의확률)

H8
가치제안�è 정서적�반응 -.291(p� <� .05)

가치제안�è 인지적�반응 -.017(p� >� .05)

<표 26> 가설 8 검증 결과

Study 1의 결과와 동일하게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정서적 반응에 대

해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및 정서적 편익

을 강조한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T-test를 활용해 검증한 결과, 정서

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더 높은 

정서적 반응을 유발했다(3.16 VS 3.54, p=.000).

가설 8 역시 지지되었다. Study 1과 동일하게 정서적 편익을 –1. 기

능적 편익을 1로 코딩한 후 PLS를 활용해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

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기능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정서

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291, t = 6.39, p < .05).

가설� 9�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프

로모션� 믹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태도와� 구매� 행동�

조절하는�역할을�할� 것이다.�è 기각

가설� 10a�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더� 높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태

도를�유발할�것이다.�è 기각

가설� 10b� :� 저관여� 농식품�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퍼블리서티가� 광고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를� 유발할� 것이다.� 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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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로모형을 활용한 프로모션 믹스 조절효과 검증(가설 9)

가설 변수 경로계수 유의확률

H9 프로모션�믹스*메시지�태도 -.025 p� >� .05

<표 27> 가설 9 검증 결과

가설 분류 N 메시지�태도(표준편차) 유의확률

H10a
광고 212 3.16(.88)

.330
퍼블리서티 213 3.24(.80)

<표 28> 광고 VS 퍼블리서티(메시지 태도)

가설 분류 N 메시지�태도(표준편차) 유의확률

H10b
광고 212 9,515.57(4,215.42)

.216
퍼블리서티 213 10,039.91(4,494.76)

<표 29> 광고 VS 퍼블리서티(지불 의사)

광고와 퍼블리서티가 메시지 태도 및 지불 의사 간 조절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9는 기각되었다. 광고를 –1. 퍼블리서티를 1로 

코딩해 PLS를 활용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 조절변수(프로모션 믹스*메

시지 태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β= -.025, t =

0.89, p > .05).

Study 1과 동일한 목적으로 실시된 가설 10a, 10b의 검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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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9>과 같다. 가설 10a와 10b 모두 기각되었다. 메시지 태도에 

대한 광고와 퍼블리서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3.16 VS 3.24, 

p=.330), 지불 의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9,515 VS 10,039,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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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I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기능적 편익 VS 정서

적 편익)가 소비자의 태도 및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다각적인 차원의 분석 및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전통적인 

광고 연구에서 검증된 제품 관여도와 프로모션 믹스(광고, 퍼블리서티)

를 조절 변수로 추가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전문 업체를 고용한 온라인 실험이 실시되었다. 주

요 변수인 가치제안, 제품 관여도, 프로모션 믹스에 따라 8개의 신문광

고･퍼블리서티가 작성되어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샘플(851개)을 이용한 실증 분석은 조절변수인 제품 관여도에 

따라 Study 1(고관여 제품: 유기농 포도), Study 2(저관여 제품: 포도

주스)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실증 분석의 주요 방법은 T-test 및 PLS를 

활용한 경로모델분석이 활용되었다. <표 30>은 Study 1, Study 2의 실

증 분석 결과를 비교한 내용이다.

분류 메시지�태도 지불�의사

고관여�제품 차이�없음
정서적�편익의�강조에

더�높은�지불의사를�보였음

저관여�제품 차이�없음
정서적�편익의�강조에

더�높은�지불의사를�보였음

<표 30> 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



- 45 -

분류 가치제안�è 정서적�반응 가치제안�è 인지적�반응

고관여�제품

정서적�편익을�강조가�

정서적�반응에�긍정적인�

영향을�미쳤음

유의미한�결과가

나타나지�않음

저관여�제품

정서적�편익을�강조가�

정서적�반응에�긍정적인�

영향을�미쳤음

유의미한�결과가

나타나지�않음

<표 31> 가치제안에 따른 소비자 반응

분류 조절�효과�검증� 결과

고관여�제품 조절�효과� 없음

저관여�제품 조절�효과� 없음

<표 32> 프로모션 믹스(광고, 퍼블리서티) 조절 효과

분류 메시지�태도 지불�의사

고관여�제품
퍼블리서티에�더�높은�

메시지�태도를�보였음
차이�없음

저관여�제품 차이�없음 차이�없음

<표 33> 광고 VS 퍼블리서티

먼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이(기능적 편익 VS 정서적 편익)가 메

시지 태도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제품(고

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 모두에서 정서적 편익의 강조가 기능적 편익

의 강조보다 더 높은 지불 의사를 유발했다. 그러나 메시지 태도의 경

우, 기능적 편익의 강조 및 정서적 편익의 강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존

재하지 않았다.

기능적 편익과 정서적 편익이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동일

하게 나타났다. 경로모델분석 결과, 고관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 모두

에서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관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 모두에서 광고 및 퍼블리서티의 조절효

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메시지 태도와 지불 의사 간 광고 및 퍼블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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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미치는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제품 모두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광고와 퍼블리서티에 따른 메시지 태도의 차이는 고관여 제품에서만 

발견되었다. 고관여 제품의 경우, 퍼블리서티의 형태로 전달된 설득 메

시지가 호의적인 메시지 태도를 유발한 반면, 저관여 제품에서는 광고 

및 퍼블리서티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Study 1과 Study 2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의한 태도 및 제품의 지불 의

사는 고관여 제품에서 더 많은 가설 지지가 이루어졌다. 저관여 제품에

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따른 태도 및 지불 의사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고관여 제품에서는 지불 의사에서 유의

미한 차이(정서적 편익 > 기능적 편익)가 발생하였다.

둘 째, 제품 관여도 및 소비자 반응의 관계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

가 도출되었다. 관여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에 노출된 소비자는 인지적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제품 관여도와 무관하게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는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 째, 광고와 퍼블리서티에 따른 메시지 태도 및 지불 의사에서는 

고관여 제품에서 더 많은 가설 지지가 이루어졌다. 저관여 제품에서는 

광고와 퍼블리서티에 따른 태도 및 지불의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관여 제품에서는 광고보다 퍼블리서티가 더 

높은 메시지 태도를 유발했다.

본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 가정은 “농식품 분야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기능적 편익(제품의 기능적 특성)의 강조보다 정

서적 편익(생산자의 장인정신, 열정 등)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가설이 

지지된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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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이 메시지 태도 및 지불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절변

수로 적용된 제품 관여도 및 프로모션 믹스의 경우, 통계적 검증에서 

특별하게 강조할 만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고관여 

제품 및 퍼블리서티에서 더 높은 응답값(태도, 지불의사)을 보였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 째, 본 연구에 적용된 다양한 이론은 

국내 농식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이론은 인지적 반응 및 정서적 반응, 제품 관여도 등 

총 네 가지다. 다양한 이론의 적용은 그간 농식품 관련 국내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으로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제품 관여도와 소비자 반응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광고 연구에 따르면 “제품 관여도가 높은 고관여 

제품에 대한 설득 메시지는 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을 유발하고, 저관여 

제품 관련 설득 메시지는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가 통상적

인 관념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관여 제품(유기농 포도)에 대

해 정서적 편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인지적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나의 결과를 통해 현상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된 현 시점에서 학문적으로 고

려할 가치가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셋 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농식품 제품에 관한 관여도 측정은 그간 

국내 농식품 관련 연구에서 적용되지 않은 요소로, 향후 연구자들이 참

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 제품 관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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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e.g., Kim et 

al., 2012). 그러나 국내 농식품 관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제

품 관여도가 활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제품 관여도를 

적용해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국내 농식품 

관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본 연구를 

참고해 제품 관여도를 주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 농업 경영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상에 본 연

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메시지보

다 효과적일 수 있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금력이 낮은 국내 농업 경

영체가 효과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

어, 농업 경영체 운영자들은 생산과정의 일부분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거

나, 운영자가 걸어온 길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자극할 수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고안해 신

뢰 및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다.

둘 째, 제품 관여도 관련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경영체가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창출할 시 자사 제품의 관여도를 고려해야 할 유인

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분된 Study 1(유기농 포도 관련), Study 

2(포도 주스 관련)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 빗대어 

봤을 때, 농업 경영체는 자사 제품의 관여도를 면밀하게 측정한 후 그

에 적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 째, 본 연구의 결과는 농식품 제품 외 다른 제품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정 제품군은 기능적 측면의 강조가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방법일 수 있으나, 또 다른 제품군에서는 생산자의 장인정신

을 활용한 정서적 측면의 강조가 보다 더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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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Limitations)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 째, 제품 관여도 부분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검증

된 측정 방법으로 선정했으나, 고관여 제품 및 저관여 제품으로 선정된 

유기농 포도와 포도 주스의 관여도 점수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유기

농 포도는 고관여 제품으로 선정하기에 충분한 점수를 획득한 반면, 포

도 주스는 저관여 제품으로 간주하기에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사실

이다. 낮은 관여도 점수를 획득할 만한 제품을 본 연구에 저관여 제품

으로 설정했다면 Study 1과 Study 2의 가설 검증 결과가 도출된 결과

보다 흥미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 째, 온라인 실험에 의한 샘플 품질의 한계를 꼽을 수 있다. 온라

인 실험은 오프라인 실험과 비교해 샘플이 바이어스 될(Biased) 가능성

이 높아진다. 이러한 온라인 실험의 한계는 피험자에 대한 통제에서 기

인한다. 오프라인 실험은 실험자가 피험자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 유

동적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 실험은 인구통

계학적 요소 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

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방편으로 한 화면에 하나의 변수만 측정하

는 등 몇 가지 장치를 설정했으나, 모든 온라인 실험의 한계가 상쇄되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셋 째, 실험물로 이용된 신문광고의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블

리서티가 신문 기사 형태로 전달되는 점을 고려해 그에 따른 대조 수

단으로 신문 광고가 활용되었다. 최근 광고의 종류는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또한 광고의 종류에 따라 활용 범위 및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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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퍼블리서티 간 우위를 논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농식품 

분야에서의 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간 차이는 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

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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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 8개 실험물>

<그림 7 > 고관여 제품 – 퍼블리서티 - 기능

<그림 8> 고관여 제품 – 광고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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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관여 제품 – 퍼블리서티 - 정서

<그림 10> 고관여 제품 – 광고 -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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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관여 제품 – 퍼블리서티 - 기능

<그림 12> 저관여 제품 – 광고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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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저관여 제품 – 퍼블리서티 - 정서

<그림 14> 저관여 제품 – 광고 -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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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motional benefits on consumer behavior: 
Marketing Communication Focusing on Producer’s 

Craftsmanship

Han Na Ra Jeong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arketing� communication� on� consumer�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In� prior� advertising� research,� consumer� behavior� varies�

depending� on� marketing� communication� messages.� A� lot� of�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response� and�

product� involvement� indicate� that� while� for� high� involvement�

product� condition,� consumers,� exposed� to� a� marketing�

communication� message,� are� likely� to� respond� to� message�

cognitively,� for� low� involvement� product� condition,� consumers�

are� likely� to� respond� to� the� message� affectively.� This� concept�

has� been� widely� accepted� in� the� literature.� However,�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from� different� direction.� The� main�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in� the� agricultural� field,�

marketing� communication� messages� focusing� on� affective�

aspects,� such� as� producer’s� craftsmanship� and� passio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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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ly� affect� consumer� attitude� and� purchase� behavior� than�

messages� emphasizing� on� functional� aspects(flavors,� nutrition,�

etc).� To� verify� this� study� theoretically,� Value� Proposition,�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 Model,� Product� Involvement,�

and� Promotion� Mix(Advertising,� Publicity)� were� employed� and�

4(high� Involvement� :� low� involvement,� advertising� :� publicity)� x�

2(functional� benefits� :� affective� benefits)� design� of� an� online�

experiment�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online�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attitude� and�

purchase� behavior� along� with� marketing� communication�

messages,� high� involvement� product� condition� supported� the�

hypothesis� better� than� low� involvement� product� condition� did.�

The� results� show� that� marketing� communication� messages�

focusing� on� affective� benefits� lead� to� increased� premium� price�

for� a� produc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involvement� and� consumer� response� in� this� study� indicates�

different� results� from� prior� studies.� Regardless� of� product�

involvement,� marketing� communication� messages� focusing� on�

affective� benefits� elicit� positive� affective� response.� Third,� the�

influence� of� advertising� and� publicity� on� attitude� and� purchase�

behavior� shows� that� on� high� involvement� product� condition,�

publicity� generates� higher� attitude� toward� publicity� messages�

than� advertising� messages.

---------------------------------------------------------------------------------------------

Key� words:� Marketing� Communication� Messages,� Value� Proposition,�

Product� Involvement,� Promotion�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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