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감시와 브랜드 인지도, 판촉유형에 따른 모발 화장품의 호의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97

⋴ঔݴṀ↤Ύᥰጀ၀Ύ⋜┤༨ΚΎ⡭⊄ㅹℴΎ႔ᓜΎ
ᘌកΎㆸ⌉⊼Ύ㆜⊼༨↤Ύ࣐ᕈ⊼༨ℴΎࡤダΎ⅔࣐
공차숙
부산여자대학 피부미용과

A Study on the Preference and Purchasing Intention of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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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increased greatly which
lead their interest in cosmetics to shift from basic skin care products to various hair
products, including hair styling, coloring and treatment. The consumers' purchasing
pattern for hair products has changed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versity students. I looked into how much they
monitored themselves and how different purchasing benefits affect their choice in
hair produ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is influenced the
purchasing intention and preference.
The results showed that regardless of high or low brand recognition, price
discount lead to greater preference rather than the offer of gifts. Analysing the sales
method and purchasing intention, the group with high self-monitoring behavior
showed higher purchasing intention according to different sales method than the
group with low self-monitoring behavior. In addition, looking at the purchasing
intention in brand recognition and sales method, price discount led to higher
purchasing intention than free gif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urchasing intention and
preference of the consumer according to self-monitoring and purchasing benefits and
provide companies with useful data on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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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개성 추구와 미의식의 증가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발은 외모의 통일미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신체보호기능과 미의 추구를 위한 장식의 기능이 있어 토탈 패션에 있어 그 비중이
매우 크다(권태신, 2000).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피
부보호 위주의 기초 화장품 중심에서 모발의 스타일링, 색상변화, 트리트먼트를 포함하는 모발
화장품으로 확대 되었다. 이에 따라 모발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패턴도 변화되어 소비자
들은 세정과 정발을 위주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던 것과 달리 1980년부터 유행한 모발 칼라링
으로 인한 다양한 염색제, 수분과 영양공급 등의 멋과 이미지를 창조하는 문화적인 기능을 선
호하고 있다. 이는 경제 수준향상, 고학력, 개인의 가치관 존중에 따른 개성표현이 모발 화장품
구매행동이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화장품 산업은 시장 규모가 1960년대의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90년 이후 몇 년간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이룩하여(김윤, 1998) 2001년 우리나라 화장
품 생산량은 총 22억 4천만 종에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확대(김용숙, 2004)되었고
1990년 후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세계 유명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국내로 진출 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고취되고 있는 루키즘(Lookism)의 영향은 과거 성인 여성이 전유물로 여겨졌던 모발화
장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남녀노소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이미지 메이킹으로 화장품
산업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또한 모발화장품 시장이 점차 다양화 되면서 저공해와 생분해
도가 높은 샴푸, 액화 가스를 이용한 정발제 등의 친환경 제품 출시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 환경
에 적절히 대응하는 고객지향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모발 화장품관련 선행 연구는 헤어 디자이너들의 헤어컬러 및 헤어컬러 제품 선호도(김성
남․김용숙, 2000)와 같이 염모제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와 성인 여성들의 모발관리행동과 모
발화장품 만족도(김용숙․이지영, 2002; 윤복연, 김혜옥․김창국, 2002; 전선복․최근희:
2001)와 같이 시술 후 모발 성분변화 모발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모발화장품 사용
의 추구혜택에 관한 연구에는 충동구매, 추구혜택, 정보원 선택에 따른 화장품 구매 행동에 관
한 연구(이진아, 2002)와 대학생의 모발화장품 추구혜택과 정보원 활용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소비자 특성인 자기감시와 구매를 연결시키는 연구가 없어 이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감시의 정도를 파악하여 추구하는 혜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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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발 화장품을 세분화 하고 이것이 구매의도와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자기감시와 추구혜택 세분집단에 따른 구매의도와
호의도를 파악하여 소비자 특성파악과 업체의 유용한 마케팅 전략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감시
자기감시(self-monitoring)란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표현행동의 사회적 적절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황적인 단
서에 따라서 자기관찰, 자기통제, 자기관리를 하려는 성향이다(Synderer, 1974). 즉 자기감시는
개인의 진실된 정서상태의 표현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실질적인 정서적 경험과
일치할 필요가 없는 일시적인 정서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해준다(김상기, 1992).
Synder(1974)는 자기감시가 높은 사람(high self-monitoring)과 낮은 사람(low selfmonitoring) 으로 분류하여 자기감시가 높은 사람이란 자신의 행동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서 적절한가에 관심이 큰 사람으로 자신의 표출행동과 자기현시가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질 것인가에 민감하여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현시의 감시수단으로 상황단서를 이용하
는 사람이다. 이에 반하여 자기감시가 낮은 사람은 자기현시가 사회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정보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의 내적 상태, 태도, 특질, 소질 등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선택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이다. 즉 이들의 표출행동과 자기현시는
상황적 특수성의 반영보다 그들의 정서상태와 태도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자기감시의 정서표현의 통제를 다룬 연구에서 Snyder(1974)는 자기감시가 높은 사람들이 낮
은 사람들보다 다양한 정서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을 표출 시킬 수 있음을 밝혔고 자기감
시가 높은 사람들이 동료들의 자기현시에 관한 정보를 더 자주, 오랫동안 참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감시는 소비자행동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박선영(2004)은 자기일치성, 자기감
시 및 사용상황이 상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은 자기일치성이
높을수록 그 상표를 선호하고 자기감시가 낮은 집단은 자기일치성 수준에 상관없이 상표 선호
를 보인다고 하였다. 박은주(1992)는 의복구매와 착용상황, 커뮤니케이선상황, 구매상황과 자
기감시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의복구매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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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구매상황의 영향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구매 전 정보탐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김윤(1998)
은 자기감시, 위험지각과 광고소구유형이 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화
장품이 경우 자기감시라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과 화장품유형 각각이 광고소구유형과 상호
작용 하여 소비자의 호의도뿐만 아니라 구매의도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
다. Snyder와 DeBono(1985)는 자기감시에 따라 위스키와 담배, 커피를 대상으로 자기감시와
광고 소구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감시가 낮은 사람은 제품의 질을 소구하는 광고에
자기감시 정도가 높은 사람은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러한 자기감시 정도에 따른 소비자들의 광고소구유형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결과 후속 연구들
(김상기, 1992: 김윤, 1998)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로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이나 자기감시정도가 소비자행동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인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감시 변인을 사용하여 모발화장품구매에 대한 소비
자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

2.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한 이름, 용어, 상징
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Kotler, 1991). 미국 마케팅 학회(Amw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는 기업, 즉 판매자 집단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경쟁
기업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품명, 명칭, 용어, 기호, 상징, 디자인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브랜드를 정의하고 있다.
브랜드는 상품의 구별목적과 제품의 원천을 알려주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알게 해주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구매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된 브랜드와 연관된 사용경험을
되살려 구매에 따른 위험요인을 극복하게 한다. 브랜드는 정보탐색으로 인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존 브랜드와 맺어놓은 가치로 구매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자신 있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브랜드의 위험분산의 효과는 브랜드가 가지는 중요한 속성중의 하나로
기능적, 물리적, 재무적, 사회적, 심리적 위험 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Keller(1993)에 의하면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이미지를 연결해 주는 연상매체로서의 역할
을 하며 브랜드 네임이라는 것은 소비자 기억속의 파일홀더와 같아서 그 브랜드가 연상 시키는
사실, 이미지, 느낌 등이 그 속에 채워지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사실이나 이미지가 소비자 기억 속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비
자의 기억속에 특정 브랜드가 인지되어 있음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과 친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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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최덕한 2002. 재인용).
김민경․정인희․성화경(2002)은 의류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브랜드 연상의
유형 중 상품속성은 긍정적인 브랜드 평가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양영순(2004)은 체험마케팅이 브랜드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브랜드 이미
지 좋음, 브랜드 믿음이 간다는 사용 전 이미지가 나쁘더라도 사용 후에 고객이 만족한다는 고
객 반응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의 믿음에 영향을 보다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보였다.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된 연구로 국내의 화장품 브랜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에 관한 연구에
서 브랜드는 단순한 상품의 개념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 계층의식, 서비스, 라이
프스타일 등이 종합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고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위해
서 여성상의 이미지와 함게 제품의 우수성, 브랜드 네임과 유통의 효율성, 가격 등이 잘 조화되
어야 한다고 했다(한정아, 2002).
소비자의 쇼핑가치,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판촉유형이 다발가격매기 화장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용적 쇼핑가치를 가진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기 때문에 가격할인과 같
은 판촉유형을 제공한다면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호의도를 보이고 쾌락적 쇼핑가
치를 가진 소비자들의 다발가격매김 화장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에 달
려있다는 결론을 보여 브랜드 인지도가 구매의도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전향희,
2003).

3. 판매촉진
판매촉진은 소비자 또는 중간상에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기 또는 다량으로 판매하
기 위해서 대게 단기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자극적 도구이다(Blattberg. Neslins,
1990). 미국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는 판매촉진(sales promotion)을
진열, 전시, 시범이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반복적인 여러 가지 판매노력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고 거래시점의 유효도를 자극하는 마케팅 활동 중 인적판매, 광고, 홍보가 아닌
모든 마케팅 활동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판매촉진이란 가격이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유인수단으로 제품이
제공하는 기본적 편익 이외의 부차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판매촉진은 목표대상에 따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판매촉진 중간상인을 대상으
로 하는 중간상 판매촉진과 회사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원 판매촉진으로 나누어진다.
Kotler(2000)는 소비자 촉진수단을 소매상촉진과 소비자에 대한 제조업자 촉진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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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매상촉진에 가격인하, 특성광고, 소매상 쿠폰, 소매상 시연으로 제조업자 촉진은 환불,
시험운전과 시험구매를 동기화하기 위한 선물, 신용으로 비싼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이미희․여정성, 2003 재인용).
Lichtensbein(1997)은 판매촉진 성향을 가격인하지향, 사은품 지향, 가격할인 묶음판매지향,
디스플레이지향, 쿠폰지향, 리베이트지향, 콘테스트/현상경품지향, 세일지향의 8가지로 분류했
고 Kotler는 판매촉진의 소비자 촉진 방법으로 판매촉진방법별로 쿠폰, 견본, 구매시점광고, 기
념품증정, 프리미엄, 소액할인, 리베이트, 단골고객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판매촉진이용성향에 따른 쇼핑가치 지각 및 소비자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의복중요성, 신중
구매, 경품과 사은품지향, 가격할인지향이 판촉행사 관련 점포이미지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 만족에는 경품과 사은품지향과 판촉행사관련 점포 이미지, 디스플레이 관련 점포이미
지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소비자 만족에 판촉행사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판촉행사는 단기적 유인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유지의 수단으로 보았다(오영심․고애란,
2002).
김주영․민병필(2004)는 판매촉진 수단의 유형에 따른 판촉 효과 연구에서 대부분의 판촉
수단에 있어 가격형 판촉효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의 시점
에 있어서는 즉석형 판촉이 판촉효과에 있어 지연형 판촉보다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는
구매시점이나 판촉을 접한 시점에서 바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구매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격할인과 사은품 증정을 많이 활용하
고 있다(전향희, 2003). 모발 화장품의 경우는 특수용기나 보너스 포장, 사은품 증정을 이용하
는 방법과 가격할인의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가격할인이란 즉각적인 현금보상과 절약의
의미를 주며 물건값의 일부를 감해주는 판매촉진방법으로 기업의 마진 범위내에서 제품의 값
을 깍아 주는 방법이고 사은품 증정이란 기존의 가격체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
게 효용이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수용기나 보너스 포장은 이용하기 쉬운 용기를 이용
하여 포장하거나 제품 구입 시 일정량의 제품을 더 주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촉진에 관한 연구(김동훈, 2002; 이홍림, 2002; 김주영․민병필, 2004; 이종우, 2004)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발화장품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에 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판촉유형이 모발화장품에 대한 호의도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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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설계는 2(자기감시: 고집단 vs 저집단)×2(브랜드 인지도: 고 vs 저)×2(판촉유형:
가격할인 vs 사은품 증정)인 3원 혼합설계로, 자기감시는 집단간 변인이고,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은 집단 내 변인이다.
독립변인

․자기감시

-고집단
-저집단

․브랜드 인지도

종속변인

․구매의도

-고
-저

․호감도

․제품판촉유형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2. 가설
1) 실험 1(호의도에 관한 연구가설)
<가설 1>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 자
기감시 성향이 낮은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모발화장품에 있어서 자기감시(고집단/저집단)와 브랜드 인지도(고/저), 판촉유형
(가격할인/사은품증정)에 따른 모발화장품의 호의도에 영향을 미칠때 각 요인간에 유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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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실험 2(구매의도에 관한 연구가설)
<가설 3>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 자
기감시 성향이 낮은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4> 모발화장품에 있어서 자기감시(고집단/저집단)와 브랜드 인지도(고/저), 판촉유형
(가격할인/사은품증정)에 따른 모발화장품의 호의도에 영향을 미칠때 각 요인 간에 유의한 상
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대상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20～29세의 여대생을 모집단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부산, 충청
도 지역에서 편의표집하였다.

2) 측정 품목
본 연구를 위해 모발화장품 품목을 예비 조사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 품목으로 브랜드 인지
도가 높은 제품으로 “비달사순”을 낮은 제품으로는 “샤이닝”을 선정하였다.

3) 용어 정의
(1) 독립변인
① 자기감시
- 개념적 의미: 자신의 표출행동에 대한 사회적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황에 맞추어
자기통제나 자기관리를 하려는 성향이다(Synder. 1974).
- 조작적 의미: 본 연구에서는 김상기의 S-M 척도를 보정 보완한 김윤(1998), 김미정(1995)
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설문지 18문항을 7점척도로 측정하고 이 점수를 합계하여

자기감시와 브랜드 인지도, 판촉유형에 따른 모발 화장품의 호의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105

자기 감시정도를 나타낸다.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를 Cronbach' ⍺로 측정한 결과 .55이
었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을 자기감시 고집단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피험
자를 자기감시 저 집단으로 분류한다.
② 브랜드 인지도
- 개념적 의미: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연상하거나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는 것으로 고객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강도를 말한다
(Rossiter & Percy, 1987).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모발화장품 구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된 10가지 제품을 서열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제시된 브랜드들
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발 화장품 브랜드 검색어 상위 9개(비달사순, 팬틴, 케라시스, 엘
라스틴, 웰라,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과일나라, 더블리치)를 선정하였다. 브랜드 인지

도가 낮은 제품은 가상의 제품 “샤이닝”을 설정하여 총 10개 브랜드를 제시하였다.
브랜드 인지도의 조작적 정의를 여대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브
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발화장품 검색순위가 높
은 브랜드(비달사순, 팬틴, 케라시스, 엘라스틴, 웰라,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과일나라,
더블리치)를 제시하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비달사순”으로 응답하여,
“비달사순”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정의하였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표를 선정하기 위해 가상의 상표 “샤이닝”을 제작하여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로 정의하였다.
③ 판촉유형
- 개념적 정의: 판촉유형은 모발 화장품 구매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가격할인과 사은품 증정으
로 나누었다. 가격할인이란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간 가걱할인을 하고
할인을 하고 할인이 끝난 후 기존의 가격으로 환원되는 판촉유형을 의미한다(이호석,
1993). 사은품 증정은 기존의 가격체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이진수, 2000).
- 조작적 정의:
- 가격할인: 가격할인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모발화장품 쇼핑몰 상위 5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할인해주고 있는 평균 할인율인 30%를 선정하고, 가격할인제시 방법 중 가장 효과
적인 비교가격광고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발 화장품의 평균가격인 21,000원을 30% 할인
한 “21,000원→ 14,700원”이라는 형태를 가격할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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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 증정: 본 연구에서 사은품 증정은 역시 모발화장품 쇼핑몰 상위 5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은품인 “작은 용기의 모발화장품 증정”으로
정의하였다.
(2) 종속변인
① 호의도
- 개념적 정의: 제품에 대한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선호도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격할인이나 사은품 증정에 따른 모발 화장품 호의도를 2문
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를 Cronbach' ⍺로 측정한 결과 .70이었다.
② 구매의도
- 개념적 정의: 앞으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격할인이나 사은품 증정에 따른 모발 화장품 구매의도를
2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를 Cronbach' ⍺로 측정한 결과 .71이
었다.

4) 실험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서울, 경기, 충청, 부산에 재학중인 20～29세의 여자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상
위 25%를 자기감시 고 집단으로 하위 25%를 자기감시 저 집단으로 분류하고 모발화장품의
종류 10개를 순위별로 조사하여 고, 저로 나누었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충청, 부산에 재학 중인 20～29세의 여자대학생을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브랜드 인
지도와 판촉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와 호의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3) 분석방법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해 삼원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상호작용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상호작용 분석과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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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값을 이용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분석 연구결과

1) 실험 1(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 판촉유형에 따른 호의도에 대한 분석)
자기감시와 브랜드 인지도, 판촉유형에 따른 호의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세 변인에 따른 호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를 통해 살펴보면 소비자는 가격할인
(M=3.10), 사은품증정(M=2.91)의 순서대로 호의적인 반응을 하여 판촉유형 중 가격할인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였다(전향희, 2004).
<표 2>에 나타난 변량분석의 결과 3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2원 상호작용
이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2원 상호작용효과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호작용 분석과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3>,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판촉유형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4.89).
이 결과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때 가격할인(M=3.67)에 대한 호
의도가 사은품 증정(M= 3.35)에 대한 호의도보다 높게 나타났나(F= 97.68) <가설 2>는 기각되
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 간의 2원 상호작용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가 높은 제품에 소비자들은 사은품증정의 판촉보다 가격할인의 판촉에 더 호의적으로 나타났
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도 가격할인이 사은품증정의 경우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 인지도와 관계없이 가격할인 판촉전략이 더 큰 호의도를 나타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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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호의도에 관한 평균, 표준편차
브랜드 인지도(고)

자기감시
(고)
자기감시
(저)
전체

브랜드 인지도(저)

전체

가격할인

사은품증정

가격할인

사은품증정

가격할인

사은품증정

3.77 (.82)

3.32(1.04)

2.61(.84)

2.53(.84)

3.19(1.03)

2.92(1.08)

3.57(.84)

3.39(.84)

2.51(.68)

2.41(.70)

3.04(.93)

2.90(.92)

3.67(.83)

3.35(.94)

2.56(.79)

2.47(.85)

3.12(.98)

2.91(1.00)

( ) 안은 표준편차

<표 2> 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호의도에 관한 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자기감시(A)

.76

1

.76

.57

브랜드 인지도(B)

105.00

1

105.00

121.25***

판촉유형(C)

4.36

1

4.36

9.00**

AxB

.60

1

.60

.07

AxC

.40

1

.40

.82

BxC

1.36

1

1.36

4.89*

AxBxC

.60

1

.60

2.17

오차

28.91

104

.28

***p<. 001 **p< .05 *p<.01

<표 3>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호의도에 따른 단순주효과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브랜드 인지도at
판촉유형(1)

65.12

1

65.12

97.68***

브랜드 인지도at
판촉유형(2)

41.24

1

41.24

87.23***

오차

50.76

105

.48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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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2(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 판촉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에 대한 분석)
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 판촉유형에 대한 평군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감시와 판촉유형의 2원 상호작용효과(F=
4.09)와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2원 상호작용효과(F= 5.29)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시와 판촉유형의 구매의도를 [그림 2]에 제시하였고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구매
의도를 [그림 3]에 제시하고 2원 상호작용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5>와 [그림 2]을 통해 살펴보면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은 가격할인(M= 3.69)의 구매의도
가 사은품증정(M= 3.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 4.86). 자기감시가 낮은 집단에서도 가격할
인(M= 3.39)이 사은품 증정(3.16)보다 높은 구매의도를 나타내었지만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에
비해 전체적 구매의도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사은품증정보다 가격할인에 구
매의도가 더 높아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3원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4>는 기각되었다(F= 1.54).
<표 6>과 [그림 3]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의 판촉유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브랜
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가격할인(M= 3.54)을 했을 경우가 사은품증정(M= 3.11)을 증
정한 경우 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고(F=5.29)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도 가격
할인이(M= 2.44)와 사은품증정(M= 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에 의하면 자기감시와 판촉유형,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에 대한 2원 상호
작용에서 자기감시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가격할인이 사은품증정보다 높은 구매의도를 나타
내었고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이 자기감시가 낮은 집단보다 판촉유형에 따른 구매의도가 전체
적으로 높았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에 대한 2원 상호작용에서도 가격할인을 시행한 경우가 사
은품을 지급한 경우보다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
에 관계없이 가격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표 4> 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구매의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자기감시(A)

1.59

1

1.59

1.34

브랜드 인지도(B)

102.04

1

102.04

106.12***

판촉유형

10.27

1

10.27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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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08

1

.08

.09

A×C

2.12

1

2.12

4.09*

B×C

1.59

1

1.59

5.29*

A×B×C

.46

1

.46

1.54

오차

31.32

104

.30

) 안은 표준편차

<표 5> 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구매의도에 대한 분산분석
브랜드 인지도(고)

브랜드 인지도(저)

전체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자기감시
(고)

3.69(.85)

3.05(.99)

2.55(.80)

2.29(.87)

3.12(1.00)

2.67(1.01)

자기감시
(저)

3.39(.96)

3.16(.89)

2.33(.69)

2.21(.75)

2.86(.99)

2.69(.95)

전체

3.54(.922)

3.11(.94)

2.44(.76)

2.25(.814)

2.99(100)

2.83(1.00)

***p<. 001 **p< .05 *p<.01

<표 6> 구매의도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단순주효과 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자기감시 at
판촉유형(1)

3.70

1

3.70

4.86*

자기감시 at
판촉유형(2)

.02

1

.02

.02

오차

56.10

105

.53

*p<.01

<표 7> 구매의도에 따른 자기감시와 판촉유형의 단순주효과 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브랜드 인지도 at
판촉유형(1)

64.57

1

64.57

88.42***

브랜드 인지도 at
판촉유형(2)

39.06

1

39.06

74.32***

오차

125.22

105

1.1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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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기감시와 브랜드 인지도, 판촉유형의 호의도와 구매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2x2x2의 실험설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호의도에 대한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브랜드 인지도의 고/저에 관계없이 가격할인이 사은품증정 보다 더 높은 호의도를 보였다.
둘째, 자기감시와 판촉유형의 구매의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감시가 높은 소비자는 가격할인
이 사은품증정보다 높은 구매의도를 나타내었고 자기감시가 높은 집단이 자기감시가 낮은 집
단보다 판촉유형에 따른 구매의도가 전체적으로 높았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와 판촉유형의 구
매의도를 분석한 결과도 가격할인이 사은품증정보다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매시점에서 소비자의 호의도와 구매의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격
할인의 판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은품 증정과 같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판촉유형보다 직접적인 가격할인 판촉유형이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 젊은 여성 소비자집단의 경우 모발화장품에 가격할인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스피드를 즐기고 감각적인 소비문화에 익숙한 소
비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결과로 자기감시, 브랜드 인지도와 관계없이 가격할인이 일률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판촉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여대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발화장품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만을 모발화장품을 나누는 기준
으로 삼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발화장품의 종류, 색상, 용기 등의 변인을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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