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제공과 불평보상상황에 따른 촉진효과 차이연구*
이영일**․김주영***
최근 기업들은 고객의 유치보다도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고객의 브랜드 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직후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추가적인 편익
및 보상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많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구매 직후의 편익제공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기하는 불평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이 제공
하는 추가적인 편익보상의 효과와 불평보상의 효과를 직접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촉진상황에 따른 추가적 편익 및 보상의 효과 차이를 비교
검증하였다. 또한 제공되는 촉진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도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에서는 촉진상황을 구매 직후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촉진상황과 불평에 따른 보상물을
제공하는 촉진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촉진유형은 소비자들의 감정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감정
반응자극촉진과 인지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인지반응자극촉진으로 구분하여 소비자들의 자극에 대한
감정반응과 인지반응, 그리고 재구매의도 및 구전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에서는 두 촉진상황에 따
른 편익 및 보상의 효과를 반응 크기의 변화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을 하였다.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실험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전자수첩과 노트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불평상황에서는 감정반응자극촉진과 인지반응자극촉진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만, 편익을 제공하는 촉진상황에서는 노력 없이 받는 인지반응자극촉진에서는 감정반응도 같이 나
타나고 있었다. 즉, 소비자는 스스로의 노력을 들여서 보상을 얻게 되는 경우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게 되는 편익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가 들이는 노력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반응을 나타 내
었다. 또한, 불평보상 촉진상황에서의 행동반응과 행동의도의 변화량은 편익촉진상황에서의 행동반
응과 행동의도 변화량 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불평보상 후 최종적인 재구매의도와 구
전의도는 불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익촉진을 제공한 재구매의도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Ⅰ. 서론

많고,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에서 촉진프로그램은 불평
을 토로하는 고객에게 보상을 해줄 때에도 필

기업들은 고객만족과 고객과의 관계유지 혹

요하고, 불평을 하지 않아도 우수고객에게 보

은 평생고객 창출을 위해 촉진을 위한 보상프

답하기 위하여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필요하

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

며, 지금까지 우리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고

부분의 촉진보상프로그램들은 고객의 선택을

객을 자사고객으로 유치할 때에도 필요하다.

유치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촉진을 위한 보상프로그램은 고객유치,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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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증진, 또는 상향판매(up-selling)나 교차판

제공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면 어느

매(cross- selling) 등 하나의 효과만을 내는 것

쪽이 훨씬 더 보상효과가 클 것인가? Fornell

이 아니라 하나이상의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

과 Wernerfelt(1987)의 모델에 따르면 불평관

기도 한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에서 촉진을 위

리를 통한 소비자 행동의도가 추가적인 편익

한 보상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역할이

을 통한 관리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예측

확대되어감에 따라 적절한 촉진수단을 찾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예

촉진효과의 정도를 확인하며, 촉진효과가 나타

측을 가능하게 한 연구가 있다(강용수, 2005). 즉,

나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

소비자가 직접행한 행동의 반대급부로 요구하

어지고 있다(이석규와 김경식, 2005a; 이유재와

는 보상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보상보다 더

김학균, 2003; 하영원과 이영일, 2008; Bolton

값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영원과 이

et al., 2000; Dreze and Hoch, 1998; Kim et

영일(2008)에 따르면 불평에 대한 보상을 실시

al., 2001; Kivetz and Simonson, 2003; Kivetz

한 경우에 구매의도와 구전의도 같은 소비자

et al., 2006; Lewis, 2004)

행동의도가 크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목적이나 소비자

한편, 기업들은 최근 소비자와의 관계를 지

의 상황에 따라 기업 촉진보상프로그램을 다

속적인 관계유지로 발전시켜 평생고객을 확보

르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

하기 위한 판촉 전략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석규와 김경식, 2005a; Kivetz and Simonson,

있다. 그 중에서도 경품이나 상품권과 같이 직

2002a).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보상상황은 크

접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는 판매촉진

게 두 가지 상황, 첫 번째는 고객이 요구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촉진

행동에 따라 기업의 방어적 마케팅(defensive

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진도구들과 불평행동후

marketing)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평

보상에 활용하는 촉진도구들은 큰 차이를 보

관리(complaint management)의 상황과 두 번

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

째는 고객의 요구 없이 기업이 스스로 행하는

는 불평제기에 따른 보상의 경우가 고객을 만

공격적 마케팅(offensive marketing) 차원에서

족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였지만, 동일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편익의 제공(예, 마일리지,

한 촉진도구를 사용하였을때, 불평후 보상과

광고, 보상물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Fornell

일상적 판매촉진중 어떤 상황에서 더 큰 효과

and Wernerfelt, 1987).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

를 보여줄 것인가? 혹은 불평후 보상과 같은

이 처한 구매 후 촉진 보상상황을 보상을 선

효과를 가져오려면, 일상적인 판매촉진에서는

택하는데 중요한 선택의 고려 요소로 활용하

더 많은 촉진도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불평후 보상이 구매의

는 촉진을 위한 보상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행

도와 같은 행동의도를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한 불평에 의해 보상이 주어지는 불평보상상

효과가 클 수 있지만, 과연 회복된 후의 구매

황과 기업이 구매에 대한 추가적 편익으로 보

의도의 수준이 불평없이 제공한 판매촉진으로

상을 제공하는 편익제공 상황으로 구분하여

증가된 구매의도 수준보다 과연 더 클것인가?

촉진방법의 효과가 각 상황별로 어떻게 다른

본 논문에서는 촉진상황을 구분하고 이에 따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라 제공되는 추가적 편익 및 보상에 대한 소

동일한 크기의 보상이 불평보상상황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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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행동반응에 대하여 규명하여 그 해답

을 찾아보고자 한다.

매 후 추가적인 편익을 더 제공하여 발생하게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준비한 촉진보상

되는 행동의도 증가(increment)를 중심으로 측

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매일 새로운 형태의

정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추가적 편

촉진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비

익제공 촉진프로그램과 불평보상에 대한 문헌

자들을 자극하기에는 직접적이고 계산이 편리

을 고찰하고, 소비자 행동반응과 관련한 문헌

한 금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촉진방법들이 다

들도 함께 고찰하였다. 그리고 촉진을 위한 편

른 종류의 촉진방법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

익제공 및 보상방법에 관한 문헌을 통하여 연

고 있다(김주영과 민병필, 2005; Sawyer and

구에 적합한 촉진편익 및 보상방법을 결정하

Dickson, 1984; Thaler, 1985). 지금까지 많은

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

연구들이 금전적인 편익의 제공보다 더 효과

고 이에 근거하여 가설을 도출한 다음 실험을

가 큰 촉진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에 소비자의 감정적 요소를 자극하는 촉진방
법이 제시되었다. 하영원과 이영일(2008)은 소
비자의 감정적 요소를 자극하는 촉진방법이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 도출

인지적 요소를 자극하는 촉진방법보다 더 큰
보상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좀 더 확장해보면, 동일한 촉진방법이
라도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인지적인 반

2.1 구매 후 상황에 따른 촉진보상에 대한
소비자 행동

응을 보일수도 있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수
도 있다. 즉, 소비자들은 주어지는 대안을 평가

기업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가에

하고 나아가서 평생고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대안을 평가하는

기 위해 많은 판매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기에 처해지는 상황에 따른 맥락효과(context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실시하는 판매촉진 프

effect)의 영향으로 주어지는 자극을 달리 지각

로그램은 판매 후에 촉진전략의 일환으로 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하

시되는 편익보상의 제공과 판매 후 소비자의

영원, 2000; Bettman, et al., 1998; Coupy;

불평이 제기되어 보상을 실시하는 불평에 대

Hsee, et al., 1999; Yaniv & Schul, 2000). 따

한 보상의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기

라서 촉진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촉진방법이라

업의 촉진 프로그램은 구매 후 추가적으로 편

할지라도 행동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익을 제공하는 편익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며, 그에 따른 소비자행동도 달라질 수 있을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

것이다.

주영, 2006; 김주영과 민병필, 2005; 임양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직면하게 되는 촉진
상황이 보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외, 2004; Bawa et al., 1997; Thaler, 1985; Yi
and Jeon, 2003; Smith and Sinha, 2000).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촉진상황에 따른 촉

그러나 구매 후 촉진상황은 추가적 편익을

진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촉진상황에 따른

제공하여 촉진을 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촉진효과는 불평에 따른 보상의 결과로 발생

구매 후 다양한 불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하는 행동반응과 행동의도 회복(recover)과 구

것에 따른 불평상황에서의 촉진보상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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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불평에 대한 보상 중에서도 기업의

비자 행동의 차이와 그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

과실로 인한 흠이 발생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 후 추

경우는 당연한 소비자들의 요구로 받아들여지

가적인 편익을 받았을 경우와 제품이나 서비

고 있으며, 기업들은 불평에 대한 보상에 대하

스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불평의 대가로 보상

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 또한 불평행

을 받았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그 효과가 더

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학문적

클 것인가? 또한 이러한 보상의 만족으로 인

연구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하영

해 소비자 행동반응 및 행동의도는 어떻게 차

원과 이영일, 2008; 강용수, 2005; 이석규와 김

이날 것인가? 즉,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불평

경식, 2005a; 이유재와 김학균, 2003; Bolton

이 유발된 상황에서의 보상과 구매 후 일상적

et al., 2000; Dreze and Hoch, 1998; Fornell

으로 실시되는 편익촉진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and Wernerfelt, 1987; Kim et al., 2001; Kivetz

한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구체적인

and Simonson, 2003; Kivetz et al., 2006;

촉진방법과 이에 따른 소비자 행동반응과 행

Lewis, 2004).

동의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설을 설정한다.

구매 후 고객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실
시되는 고객 촉진보상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구
매 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2.2 촉진방법에 따른 소비자 행동반응과
행동의도

있다(Sharp and Sharp, 1997; Bolton et al.,
2000; Lewis, 2004). 그러나 최근연구들에서

기업들은 촉진을 위해 주로 상품권, 경품, 현

구매 후 추가적인 편익제공의 경우 기업들의

금 등 금전적인 대안들을 제공하여왔다. 물론

과다한 편익제공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의 학

금전적인 대안에 반해 비금전적인 대안들을

습효과가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기업이 제공

제공한 촉진과의 효과 비교를 한 연구들도 있

하는 추가적인 편익제공의 효과가 감소하고

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보

있거나 소비자의 반감이 제기 되고 있다고 보

상에 따른 분류, 실리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에

고되었다(Kivertz, 2005; Shugan, 2005). 또한

따른 분류 등으로 다양한 촉진방법들을 분류

방어적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불평관리

하여 촉진 효과차이를 규명하고 있다(Aaker,

용 보상이 고객의 요구 없이 기업이 스스로

1991; Chandon et al., 1997). 그러나 이처럼

행하는 공격적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게 제시되는 촉진방법들을 통합하여 소

편익의 제공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비자들의 행동반응에 중점을 두고 구분을 할

고 하였다(Fornell and Wernerfelt, 1987). 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

리고 구매 후 불평에 따른 보상이 기업의 긍정

구들에서는 인지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으로

적 소비자 행동반응도 유발한다는 주장도 다수

소비자 행동반응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감

있다(Bowman and Narayandas, 2001; Richins,

정적 반응이 인지적인 반응보다 소비자의 행

1982).

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본 연구에서는 구매 후 벌어지는 고객 촉진

있다(성영신외, 2006; 하영원과 이영일, 2008).

상황을 크게 추가적 편익을 제공하는 촉진상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

황과 불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촉진상황

을 주는 인지와 감정은 독립된 시스템으로 각

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두 촉진상황에 따른 소

각 독립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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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있다(Zajonc and Markus, 1982).

이 편익 및 보상을 획득하는데 들이는 노력의

하영원과 이영일(2008)은 구매 후 불평에 따른

정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촉진상황에서의

보상상황에서 인지반응을 유도하는 보상과 감

촉진효과와 소비자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정반응을 유도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인지와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감정이 독립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있을 때, 획득되는 급부에 대해 성취감을 가지

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최근 촉진과 관

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련한 연구들에서 소비자들의 감정이 중요함을

들이는 노력에 따라서도 보상을 다르게 선택

지적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문섭, 김동

한다(Ebert, 2003). 소비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태, 김재일, 2006; 서문식과 조상리, 2006; 이유

상황에 따라 동일한 보상에 대해서 가지게 되

재와 차문경, 2005; 이학식과 임지훈, 2001;

는 태도가 달라지며, 보상을 다르게 선택하기

Donovan et al. 1994; Inman et al., 1997;

도 한다(Soman, 1998). 하지만, 상황에 따른

Zeelenberg and Peters, 2004).

촉진보상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소비자 행동반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소비자들의 인지반응을 자극하는 촉진과

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정반응을 자극하는 촉진으로 촉진방법을 구

소비자는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본인이 들이

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

는 노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해/득실을 따지기

게 제공하는 촉진을 인지반응을 자극하는 촉

위한 계산적인 능력이 증가하여 인지적 반응

진으로 긍정적/부정적 혹은 이해득실 판단을

을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가 들이는 노력이

자극하는 보상, 주어진 정보에 산술적 계산을

없거나 적다면 포괄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한

자극하는 보상, 과거 경험을 미루어 보상을

전반적 대안의 매력 정도의 판단을 주로하게

예측하도록 자극하는 보상, 그리고 이익을 판

되는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선

단하여 미래 행동을 예측하도록 자극하는 보

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소비자 노력에 대한 영

상을 총칭하여 인지반응자극촉진으로 구분하

향력을 검토한 결과 얻어낸 결론이다(김상희,

였다(Blackwood et al. 2004; Gundel et al.

2006; 성영신외, 2006; Beatty and Smith, 1987;

2003). 그리고 감정반응을 자극하는 촉진은 대

Van Dijk et al., 1999). 따라서 편익제공 상황

안의 매력 정도의 판단을 자극하는 보상, 포괄

에는 소비자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

적인 느낌을 자극하는 보상, 그리고 심리적 상

문에 동일한 촉진자극에 대하여 감성적인 자

태의 전환을 자극하는 보상을 총칭하여 감정반

극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불평보상 상황에

응자극촉진으로 구분하였다(Kjaer et al. 2002;

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보다 더

성영신외, 2006).

인지적인 자극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1을 도

2.3 가설 도출
본 연구에서는 구매 후 촉진상황을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받는 상황과 불평에 따른 보상을

출 할 수 있었다.
H 1: 소비자들은 촉진상황에 따라 동일한 촉
진을 다르게 인식 할 것이다.

제공받는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행동이

H 1-1: 소비자들은 불평보상 상황보다는 편

론의 측면에서 보면, 두 촉진상황이 소비자들

익제공 상황에서 촉진자극을 더욱 인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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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소비자 행동의도는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로

H 1-2: 소비자들은 편익제공 상황보다는 불

측정하였다. 여기서 불평에 따른 촉진을 제공

평보상 상황에서 촉진자극을 더욱 감

한 경우에는 시나리오 상에서 제품에 문제가

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있다는 것을 알고 난후에 저하된 행동의도가
보상을 받고 난후에 회복된 크기와 편익보상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구매 후 촉진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촉진효과

상황인 경우에 구매직후와 편익보상을 받고
난후에 증가된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구매 후 촉진

그리고 구매 후 편익 제공은 고객에게 추가

프로그램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의

적인 것을 주는 것이므로 고객들이 기쁘게 생

효과와 소비자가 불평을 제기해 스스로 노력

각해야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 추가적 편익

하여 획득하게 되는 불평 보상의 효과를 비교

제공을 통한 촉진효과는 그 효과가 감소하고

하여 효과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보상의 효과

있거나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

는 행동반응과 행동의도를 모두 포함하였다. 행

고 있다(Kivertz, 2005; Shugan, 2005). 그러나

동반응은 의도가 발생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반

구매 후 불평상황에서는 고객의 기분이 나빠

응으로서 감정반응과 인지반응을 의미하는데,

졌다가 보상을 통해 불만이 회복되면서 그 효

인지반응은 상황이 이득 혹은 손실인지, 긍정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영원과 이영일,

혹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감정반응은

2008; 강용수, 2005; 이유재와 김학균, 2003;

상황에 대한 분노나 후회를 의미한다. 즉, 보

Bolton et al., 2000; Dreze and Hoch, 1998;

상을 받기전의 반응과 받은 후의 반응의 차이

Fornell and Wernerfelt, 1987; Kim et al.,

는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

2001; Kivetz and Simonson, 2003; Kivetz et

는데, 불평보상인 경우가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al., 2006).

회복되는 것이므로 더 큰 반응의 차이를 보이

특히 전략적 관점에서 고객 촉진프로그램의

게 될 것이다. 이것은 촉진자극의 종류에 상관

효과가 의심받으면서 고객의 불평관리가 더욱

없이 동일한 현상을 보일것이라고 판단된다.

효과적인 고객관계관리의 대안으로 보고되고
있다(Divett et al., 2003). 또한 고객 보상프로

H 2: 불평에 따른 촉진에 대한 소비자 행동

그램과 불평관리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반응 크기(회복)가 편익제공 촉진에 대

불평관리가 더욱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을 준

한 소비자 행동반응 크기(증가)보다 클

다는 결과가 있다(강용수, 2005). 그리고 불평

것이다.

을 하여 만족한 고객은 불평을 하지않은 고객

H 2-1: 불평에 따른 촉진에 대한 소비자 감

보다 재구매의도가 높다는 주장도 있다(Gilly

정평가 회복 크기가 편익제공 촉진에

and Gelb, 1982). 따라서 소비자들은 편익보상

대한 소비자 감정평가 증가 크기보다

상황보다는

더 클 것이다.

보상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행동반응을 보일

불평보상상황에서의

만족스러운

H 2-2: 불평에 따른 촉진에 대한 소비자 인

것이다. 그리고 촉진상황에 따라 소비자 행동

지평가 회복 크기가 편익제공 촉진에

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

대한 소비자 인지평가 증가 크기보다

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들을 도출할

더 클 것이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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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3: 불평에 따른 촉진에 대한 소비자행동의

도가 편익 제공 후의 소비자행동의도보

도 크기 (회복)가 편익제공 촉진에 대
한 소비자행동의도 크기 (증가)보다 클

다 더 클 것이다.
H 4-1: 불평상황에서의 촉진 후 재구매의도

것이다.

가 편익 제공 후의 재구매의도보다

H 3-1: 불평에 따른 촉진에 대한 재구매의도

더 클 것이다.

회복 크기가 편익제공 촉진에 대한

H 4-2: 불평상황에서의 촉진 후 구전의도가

소비자 재구매의도 증가 크기보다 더

편익 제공 후의 구전의도보다 더 클

클 것이다.

것이다.

H 3-2: 불평에 따른 촉진에 대한 구전의도
회복 크기가 편익제공 촉진에 대한
소비자 구전의도 증가 크기보다 더

Ⅲ. 실험

클 것이다.
가설3은 보상을 하고 난 후의 회복의 크기와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가의 크기를 비교하였는데, 촉진 후 회복이

것과 같이 소비자가 경험하게 되는 촉진상황

모두 일어난 후 실질적으로 재구매나 구전의

을 불평에 따른 촉진상황과 편익제공 촉진상

도를 결정짓는 것은 최종 행동의도 상태이다.

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동일한 보

따라서 가설 4에서는 불평보상이든 편익제공

상을 받았을 때의 소비자 행동반응의 차이를

이든 최종 행동의도에서 맨 처음 구매직후에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촉진방법은 감정반응을

측정한 행동의도를 차감한 값을 비교하려고

자극하는 촉진과 인지반응을 자극하는 촉진으

한다. 초기 값의 차감은 제품자체에 대한 평가

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비자

나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험효과

행동반응은 인지반응, 감정반응 등과 더불어서

만을 보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등 행동반응과 행동의도

설을 도출 할 수 있겠다.

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실험
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H 4: 불평상황에서의 촉진 후 소비자행동의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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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험 자극 선정

불평 소비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감정반응자극
촉진을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제시되었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실험 자극들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하영원과 이영일, 2008;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여러

Aaker, 1991). 10개의 대체안중에서 사전조사

차례 실시하였다. 먼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

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거나 현실성이

하여 실험 제품군을 피험자들인 학생들이 잘

있다고 평가한 ‘우수고객 지위를 1년간 부여’하

알고 있으며, 구매경험과 사용경험이 풍부한 것

는 것과 ‘대표이사 연말 만찬 초대와 공연프로

으로 나타난 노트북과 전자수첩을 선정하였다.

그램 티켓 제공’을 감정반응자극촉진의 자극으

실험변수가 되는 것은 불평상황과 편익제공

로 선정하였다.

상황으로 이는 시나리오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은 소비자들이 감정반응자극촉진과 인

시나리오는 사건들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나

지반응자극촉진을 같은 크기의 보상으로 느끼

열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진행되는 사건의 진

게 조작하기위해 역시 사전조사를 통해 WTP

행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어 마음속의

(willingness to pay) 질문을 활용하여 감정반

그림으로 잘 그려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응자극촉진에

이것은 심적 재연(mental simulation)과 사건

크기를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측정하여 해당금

의 진행을 잘 따라오도록 하는 이야기의 흐름

액의 상품권을 인지반응촉진의 자극으로 제시

을 묘사하여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확

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한 감정반응자극촉진이

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피험자들이 잘 상상

었음에도 불구하고, WTP에 의한 보상금액은

하도록 하는 것이다(Schnaars and Topol, 1987).

노트북의 경우 평균 25만원(표준편차=4.19)으

따라서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 결과가 실제 자

로 나타났고 전자수첩은 평균 17만원(표준편

료들의 분석적 결과만큼이나(혹은 그 이상)

차=2.42)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노트

믿을 만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얻을 수 있다

북과 전자수첩의 기본적인 금액차이를 감안하

(Bolton, 2003). 본 연구에서의 시나리오는 제

여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하는

인지반응자극촉진의

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 중에 흠이(화면부

선정된 자극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와의 이음새 고장) 발생하여 불평을 하게 되

조작화에 대한 검증을 또 다른 사전설문조사를

는 경우와 제품을 구매한 후에 ‘본사가 주관하

통하여 실행하였다. 척도는 양극단 척도(bipolar

는 10주년 기념행사 이벤트’에 당첨되는 것으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인지반응에 해당하는

로 구성되었다. 불평을 하고 난후에는 판매자

끝(7점)은 사고를 요하는 계산이나 이해득실

는 과실을 인정하고 신제품으로 교환을 해주

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설명하였으며, 감정반응

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시나리오제시

에 해당하는 끝(1점)은 전반적 느낌이나 매력

에 대한 설명은 다음절에서 하도록 하겠다.

의 정도로 설명하였다. 즉 자극을 제시하였을

또 다른 실험변수는 감정반응자극촉진과 인

때 평가가 1점에 가까울수록 감정을 자극한다

지반응자극촉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반응

고 피험자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7점에

자극촉진으로 기업들이 가장 쉽게 제공하고

가까울수록 인지를 자극하는 것으로 피험자가

있는 금전적인 촉진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들은 감정반응

는 금전적인 촉진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해

자극촉진에 대해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지

득실과 계산을 유도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각하고 있으며(M = 2.14), 인지반응자극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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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인지를 자극하는 것으로 지각(M =

이 소비자의 행동 의도이므로 소비자 행동 의

5.35)하고 있었다(t (35) = 20.99, p .01). 따

도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2개의 항목을 사

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것과 같이 피험자

용하였다(이석규와 김경식, 2005b; 하영원 이

들은 인지반응자극촉진을 인지를 자극하는 촉

영일 2008; Gilly and Gelb, 1982; Roseman et

진으로 감정반응자극촉진을 감정을 자극하는

al., 1990).

촉진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질문은 7점 만점 리커트 스케일을 사용하
였으며, 인지적 평가 요소와 소비자 행동 의도

3.2 종속변수의 측정

는 7점으로 갈수록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
게 제시하였고 감정의 경우는 7점으로 갈수록

본 실험에서는 각 피험자 집단마다 3개의 분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이

할된 시나리오가 제시되며 각 시나리오 제시

는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후 동일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제시한 것이며, 실제 분석 시에는 역코

종속 변수는 인지반응을 알 수 있는 인지적

딩을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소비자 행동반응

평가 요소와 감정반응을 알 수 있는 감정요소

의 회복’은 마지막 측정에서 불평상황이 발생

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의 행동 의

한 직후의 값을 뺀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를

‘+’의 값이 나올수록 크게 회복 된 것을 의미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지적 평가 요소를

한다. ‘소비자 행동반응의 증가’는 편익 보상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득(혹은 손실)을 묻

한 후의 값에서 편익 보상을 실시하기 이전의

는 질문과 시나리오에서 피험자가 처한 상태

값을 뺀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의 값이

의 긍정(혹은 부정)의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2

나올수록 크게 증가 된 것을 의미한다.

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또한 감정요소를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 후 발생하는 부정적

3.3 표본의 선정 및 실험설계

감정인 후회와 분노를 묻는 2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종속변수 측정항목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촉진상황(편익제공, 불평보상)

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고려

× 촉진방법(인지반응자극촉진, 감정반응자극촉

하여 도출한 것이다(김상희, 2006; 서문식과

진)의 집단 간 디자인(between-subjects design)

조상리, 2006; 이유재와 차문경, 2005; 이학식

으로 구성된 실험집단에 가설과 부합하는 시

과 임지훈, 2001; Donovan et al. 1994; Inman

나리오 실험설문지를 제시하여 분석 자료를

et al., 1997; Zeelenberg and Peters, 2004). 이

수집하였다. 본 실험은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는 구매 후 소비자가 느끼는 긍정적 감정보다

의 5개 대학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부정적 감정이 더 소비자 행동에 큰 영향을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구성을 5:5 정도로

미치기 때문에 감정요소는 부정적 항목을 사

구성하여 성비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용하였다(이학식과 임지훈, 2001; Westbrook

자료의 수집은 실험자가 직접 강의실에 가서

and Oliver, 1991; Mano and Oliver, 1993).

실험의도를 숨기고 시나리오와 응답지를 순차

그리고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는 선행연구들

적으로 묶은 실험 설문집을 제공하고, 통제를

과 같이 각각 1개의 질문을 사용하였으며(재

하며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8년 4월

구매 여부와 구전 여부), 실험에서는 두 질문

21일부터 30일까지 각 학교를 실험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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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직접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응

에 먼저 피험자들은 구매시점의 시나리오를

한 피험자는 최종 수집 결과 267명이 실험에

읽게 되었다. 그 후 종속변수를 측정하였으며,

응했으며, 응답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문

이 후 다음의 불평 발생 시나리오를 읽게 되

항에 일관되지 못한 응답을 하거나 현저히 불

었다. 불평 발생 후 다시 종속변수를 측정하였

성실한 응답을 한 29명의 응답자를 제거하여

으며, 이때 시간이 지나게 되고 불필요한 측정

최종 분석에는 238명(89.14%)의 응답이 사용

에 의해 사전 응답의 기억을 방해하기 위해

되었다.

우스운 이야기를 제공 하였다. 이 후 다음의

실험은 조사자가 실시하려는 연구의 목적과

보상 시나리오를 읽게 되었으며 시나리오를

는 다른 조사 목적을 피험자들에게 언급하고

읽은 후 종속변수의 측정이 이루어졌다(<그림

실시되었다가 실험이 끝날 때 실험 목적을 설

2> 참조). 시나리오의 각 단계를 읽고 종속변

명해 주었으며, 간단한 간식 혹은 선물을 주었

수를 측정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

다. 또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실험인 만큼

흐름 및 이전 응답을 볼 수 없도록 실험자가

각 시나리오에 대한 감정 이입이 충분히 일어

직접 통제하였다. 편익제공의 경우에는 중간의

날 수 있도록 주어진 시나리오를 충분히 이해

2단계가 없이 곧바로 3단계로 진행하도록 하

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였다. 하지만 불평보상의 경우와 동일한 보상

본 실험에 이용된 자극물은 촉진상황에 따라 2

시나리오를 제시받게 된다.

가지의 경우와 촉진방법에 따라 2가지의 경우
그리고 실험제품 2가지를 감안하여 모두 8가
지의 시나리오 설문집이 준비되었다. 강의실에

Ⅳ. 분석결과

서 8가지 종류의 시나리오 설문집을 집단별로
피험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피험자들은 각 1
가지의 시나리오 설문집에만 응답을 하였으며,

4.1 가설의 검증

최초 구매 시점에서 보상이 일어난 시점까지
의 3단계로 구분된 시나리오를 각각 시간차를

가설 1은 촉진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

두고 보게 되었다. 불평상황 시나리오의 경우

는 촉진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도 다르게 인식

<그림 2>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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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란 것이었다. 감정반응자극촉진인 경우

반응자극촉진에 가깝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와 인지반응자극촉진인 경우를 나누어서 세부

소비자들은 편익제공상황에서 인지반응을 자

가설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표 1>과 같이

극하는 촉진은 감정도 함께 자극받는 촉진으

감정반응자극촉진은 편익제공에서 평균 5.38,

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평보상상황에

불평보상에서 평균 5.16으로 가설에서 예측한

서 적정한 수준의 인지반응자극촉진(현금등가

것과 같이 불평보상의 경우가 더욱 인지적으

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감정반응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의 차

까지 야기 시키지는 않지만, 편익제공상황에서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는 같은 수준의 인지반응자극촉진(현금등가물)

다(F(1, 121)=.561, p !0.1). 소비자들은 감정반

을 받아도 감정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해

응자극촉진은 편익제공 상황과 불평보상 상황

석할 수 있다.

에서 모두 감정반응자극촉진으로 느낀다고 할

가설 2는 불평보상 상황에서의 소비자 행동

수 있다. 그러나 인지반응자극촉진은 편익제공

반응 크기(회복)가 편익제공 상황에서의 소비

에서 평균 4.38, 불평보상에서 평균 3.21로 역

자 행동반응 크기(증가)보다 클 수 있음을 주

시 가설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불평보상의 경

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평보상 상황에서

우가 더욱 인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의 소비자 감정평가 회복 크기가 편익제공 상

났으며, 이때는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황에서의 소비자 감정평가 증가 크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14)=

클 것이란 것(가설 2-1)과, 불평보상 상황에서

9.253, p 0.01).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지반응

의 소비자 인지평가 회복 크기가 편익제공 상

자극촉진은 편익제공 상황과 불평보상 상황에

황에서의 소비자 인지평가 증가 크기보다 더

서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다. 즉, 편익제공

클 것(가설 2-2)이란 주장이었다. <표 2>에서

상황에서는 인지반응자극촉진을 불평보상 상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감정반응자극촉진의

황에서는 인지반응자극 촉진으로 느끼지만 편

소비자 반응효과는 불평보상상황(3.25)이 편익

익제공상황에서는 오히려 감정반응자극 촉진

제공상황(0.64)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F(1, 122)

에 가깝게 느낀다는 것이다.

=236.15, p 0.01). 또한 인지반응자극촉진의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지반응자극촉진은 편

소비자 반응효과는 불평보상상황(3.68)이 편익

익제공 상황에서는 감정반응자극촉진과 인지

제공상황(0.81)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F(1, 114)

반응자극촉진을 함께 제시한 결합보상(인지반

=102.77, p 0.01). 또한 노트북과 전자수첩에

응자극촉진과 감정반응자극촉진을 모두 제공

대한 사후 분석결과 역시 모두 같은 방향의

한 보상(강영수, 2005; 하영원과 이영일, 2008))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표 2> 참조). 따라서

에 가깝게 느끼고, 불평보상 상황에서는 인지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불평보상의 경우

<표 1> 촉진상황별 자극촉진 인식*
불평보상

편익제공

F

p value

감정반응자극촉진

5.16

5.38

0.561

p ! 0.1

인지반응자극촉진

3.21

4.38

9.253

p  0.01

*: 1점에 가까울수록 인지반응을 자극하는 보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7점에 가까울수록 감정반응을 자극하는 보상으로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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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의 효과가 감정반응과 인지반응 모두

의도, 모두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에 있어서 더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는 것이다. 실제 가설검증은 감정반응자극과

노트북과 전자사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인지반응자극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감정반

타났다.
가설 3은 불평상황에서의 보상이 편익제공

응자극촉진인 경우에 불평보상상황에서 소비

상황에서의 촉진보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촉

자 행동의도 회복 크기는 편익제공상황보다 더

진효과가 더 클 것이란 것이다. 세부 가설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재구매의도

두 개의 소비자행동의도인 재구매의도와 구전

는 불평보상(2.16)일 때가 편익제공(0.84)일 때

<표 2> 보상상황에 따른 소비자 반응 회복(증가) 크기

전체
감정반응
자극촉진

노트북

전자수첩

전체
인지반응
자극촉진

노트북

전자수첩

보상상황

평균

표준편차

불평보상상황

3.25

1.16

편익제공상황

0.64

0.56

불평보상상황

3.00

1.11

편익제공상황

0.73

0.57

불평보상상황

3.51

1.16

편익제공상황

0.58

0.59

불평보상상황

3.68

1.66

편익제공상황

1.36

0.81

불평보상상황

3.19

1.13

편익제공상황

1.38

0.65

불평보상상황

4.05

1.52

편익제공상황

1.35

0.94

F

Sig.

236.15

.000

84.66

.000

164.12

.000

102.77

.000

43.31

.000

66.98

.000

<표 3> 보상상황에 따른 소비자행동반응 회복 (증가) 크기

전체
감정반응
자극촉진

노트북

전자수첩

전체
인지반응
자극촉진

노트북

전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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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보상상황

편익제공상황

2.16

0.84

2.34

0.93

2.06

Sig.

종속변수

31.956

.000

재구매의도

40.407

.000

구전의도

0.96

8.764

.004

재구매의도

2.26

0.79

19.3

.000

구전의도

2.27

0.75

25.64

.000

재구매의도

2.42

1.03

21.35

.000

구전의도

1.73

0.85

15.145

.000

재구매의도

1.84

0.81

12.210

.001

구전의도

1.48

0.91

3.2

.080

재구매의도

1.48

0.86

3.59

.064

구전의도

1.92

0.81

9.03

.004

재구매의도

2.11

0.78

11.82

.001

구전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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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F(1, 122)=31.956, p

가설 4는 가설 3과 유사한데 촉진의 효과를

0.01). 구전의도도 유의하게 불평보상일 때가 높

볼 때 불평보상상황의 경우 회복의 크기, 편익

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F(1, 122)=40.407,

제공상황에서는 증가의 크기가 아니라 보상을

p0.01). 인지반응자극촉진의 경우에 불평보상

하고 난 후의 값에서 최초의 측정값을 차감한

상황에서 재구매의도의 회복값(1.73)보다 편익

값의 비교다. 이는 순수한 실험효과의 비교를

제공황에서의 재구매의도 증가값 (0.85)보다

통해 외생변수의 영향 없이 값의 변화를 확인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F(1, 114)= 15.145,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측정 값이 ‘0’을 초과하

p0.01), 구전의도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 ‘+’의 값이 나오면 처음보다 더욱 높은 값

(F(1, 114)=12.210, p0.01). 따라서 가설 3은

의 상태로 변했음을 의미하며, ‘-’의 값이 나오

검증되었다.

면 처음보다 낮은 값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

특이한 점은, 감정반응자극촉진의 경우가 인

한다. 역시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를 감정반응

지반응자극촉진의 경우에 비하여 불평상황에

자극촉진과 인지반응자극촉진을 따로 검증하

서 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설 1

였다. 참고로 최종 값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불

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불평상황에서는 감정

평상황과 편익상황에서 구매직후에 측정한 행

반응자극촉진과 인지반응자극촉진이 감정반응

동의도 값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

과 인지반응을 일으키고, 감정반응이 더 큰 효

더니 재구매의도의 경우(F(1, 114)=0.27, p!0.1)

과를 주어서 차이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와 구전의도의 경우(F(1, 114)=0.04, p!0.1)

지만 편익상황에서는 인지반응자극촉진이 감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정반응과 인지반응을 모두 보이는 복합반응이

<표 4>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가설방향과

기 때문에 감정반응자극촉진의 경우와 인지반

는 다르게 편익제공상황이 불평보상상황보다

응자극촉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최종 소비자행동의

해석할 수 있다.

도 값이 크게 나타났다. 즉, 감정반응자극촉진

<표 4> 보상유형에 따른 소비자행동반응 회복 (증가) 크기 및 값

전체
감정
반응
자극
촉진

노트북

전자수첩

전체
인지
반응
자극
촉진

노트북

전자수첩

불평보상상황

편익제공상황

F

Sig.

종속변수

-1.67

0.84

82.42

.000

재구매의도 최종변화값

-0.82

0.93

35.35

.000

구전의도 최종변화값

-0.62

0.79

11.02

.002

재구매의도 최종변화값

-1.47

0.96

32.87

.000

구전의도 최종변화값

-1.03

1.03

25.01

.000

재구매의도 최종변화값

-1.88

0.76

51.43

.000

구전의도 최종변화값

-1.69

0.85

67.02

.000

재구매의도 최종변화값

-0.99

0.81

30.36

.000

구전의도 최종변화값

-1.38

0.86

39.84

.000

재구매의도 최종변화값

-2.17

0.91

61.55

.000

구전의도 최종변화값

-0.68

0.78

8.34

.005

재구매의도 최종변화값

-1.32

0.81

22.32

.000

구전의도 최종변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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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불평보상상황에서의 재구매의도값(-1.67)

하여 각각의 자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반응

이 편익제공상황의 재구매의도값(0.84)보다 통

하는 반면에,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상

계적으로 유의하게(F(1, 114)=73.52, p0.01)

태에서 추가적인 편익을 받는 편익제공의 경

작게 나타났다. 감정반응자극촉진의 다른 값들

우에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인지적인 반응보다

과 인지반응자극촉진의 값들도 이와 같은 방

는 본인의 감정적 요소를 더 활성화하여서 주

향의 결과 값이 나타났다(<표 4> 참조). 따라

어지는 보상에 대해 복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서 가설 4는 기각되었으며, 불평보상이 보상회

으로 나타났다.

복의 크기는 크지만, 불평을 야기한 문제점으

가설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촉진에 따른 행

로 인하여 떨어진 행동의도 값이 크기 때문에

동반응의 변화는 불평보상상황이 편익제공상

결과적으로는 불평 없이 보상을 준 경우보다

황보다 더 큰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행동의도 값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정반응자극촉진을 하였을 때 불평보상상
황의 경우가 편익제공 상황보다 더 큰 감정평

4.2 결과에 대한 논의

가회복이 일어났으며, 인지반응자극 보상을 한
경우에도 더 큰 인지평가회복이 일어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직면하게 되는 촉진

행동반응뿐만 아니라 가설 3이 주장한 행동

상황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 촉진을 획득하게

의도의 변화에서도 불평보상상황에서의 촉진

되는 불평보상상황과 기업이 편익을 알아서

이 더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불평보상상

제공하는 편익제공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촉

황에서의 촉진이 소비자의 행동의도, 재구매의

진상황이 소비자의 행동반응에 어떤 영향을

도와 구전의도의 회복에는 편익제공상황에서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촉진상황에 따

의 촉진보다 훨씬 큰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

라서 주어지는 촉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4의 주장과 같이 소

함께 살펴보았다.

비자가 갖게 되는 구매의도와 구전의도의 값

가설1의 실험결과에서 소비자들은 감정반응

은 불평보상이 편익제공에서 더 크게 나타나

자극촉진은 촉진상황과는 무관하게 감정반응

지 않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불평상황에

을 유발하는 보상으로 느끼는 반면에 인지반

서 최종값을 비교했던 기존연구에서는 본 연

응자극촉진은 편익제공 상황에서는 감정반응

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보

을 유발하는 촉진으로 느끼고, 불평보상상황에

상의 크기, 특히 감정보상의 크기가 영향을 주

서는 인지반응을 유발하는 촉진으로 느끼는

었다고 판단된다(하영원과 이영일 2008; Gilly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불평보상상황에

and Gelb, 1982). 즉, 감정반응자극촉진이 감정

서 약간 촉진자극들을 인지반응을 더 자극하

반응을 크게 활성하기에는 작아서 소비자 행

는 것으로 느끼고, 편익제공상황에서는 감정반

동의도의 회복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

응을 좀더 자극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

로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갖게 되는 행동의도

타났으며, 특히 편익제공 상황에서는 통계적으

값을 충분히 증가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로 유의하게 인지반응자극촉진을 했음에도 감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상대적으로

정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고가로 생각하는 노트북과 비교적 쉽게 구매

자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들

를 결정 할 수 있는 전자수첩을 실험 제품으

이게 되는 경우는 감정과 인지를 모두 활성화

로 하였다. 이것은 가격대의 차이가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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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일반화를 위해서

적으로 평가하는데,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상

결정한 것이었다. 분석결과 노트북과 전자수첩

태에서 받는 금전적인 인지보상은 감정적인

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가설들이 검정되었다.

평가를 일으킬 수 있음을 찾아내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상물
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한 가지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Ebert,

V. 토론

2003). 즉, 소비자들은 얻게 되는 보상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상황의
본 연구는 소비자가 구매 후 촉진으로 편익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을 받게 되는 상황이 소비자 자신의 불평을

서 제기되었던 소비자의 보상에 대한 반응이

통해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 불평보상상황과

상이한 원인을 조금 더 명확히 하였다고 본다.

기업이 특정 구실을 이유로 보상을 받게 되는

둘째로 감정자극보상이나 인지자극보상을 한

편익제공 상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촉진상황

경우에 불평보상상황이 편익제공상황보다 더 행

에 따라서 주어지는 촉진 제공물이 인지반응

동반응이 크게 나타났다(Gilly and Gelb, 1982).

을 자극하는 촉진과 감정반응을 자극하는 촉

즉, 불평보상상황이 자신의 노력이 많이 들어

진에 따라 행동반응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갔기에 감정이나 인지평가에 있어서 보상후의

향을 받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결

평가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행동반응

과 및 공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과 마찬가지로 행동의도에 있어서도 불평보상

첫째, 소비자는 촉진을 받는 상황에 따라 동

상황이 더 큰 회복효과를 보여주게 되었다. 즉,

일한 촉진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불평을 통해 보상을 획득하게 되

소비자들은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촉진에

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느끼게 된다

대한 판단이나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여부에

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행동반응을 보인다(Soman, 1998).

마지막 분석결과는, <그림 3>에서 보이듯이

따라서 불평보상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인지

이러한 회복의 크기가 불평상황의 발생으로

보상은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감정보상은 감정

인해 떨어진 크기보다는 적다는 것이다. 즉,

6
5
4
3
2
1
0
1 ८ ্ ࢽ () ࢷ ۘ ؿ

2 ८ ্ ࢽ (ٙ ૡ ۘ ଢ଼ ؈ ۢ )

3 ८ ্ ࢽ ( ۘ ؿ୯ )

ٙ ૡ Ͳʃ ࢽ ؆ ࡻ  ̑ ۘ ؿ

ٙ ૡ Ͳࢉ ए ؆ ࡻ  ̑ ۘ ؿ

 ࢈ Ͳࢉ ए ؆ ࡻ  ̑ ۘ ؿ

 ࢈ Ͳʃ ࢽ ؆ ࡻ  ̑ ۘ ؿ

<그림 3> 편익제공과 불평보상일 때의 재구매의도 평균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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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에 맞는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

는 크지만, 불평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공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서 동일한 보상을 한 편익제공의 경우가 최후

같이 촉진상황만큼이나 소비자들은 제공되는

에 갖게 되는 소비자행동의도의 값이 더 크다

촉진이 인지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것인지 아

는 것이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명확하

니면 감정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것인지에 따

게 구분하지 않고 있던 행동의도의 회복 크기

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와 최종 절대 값을 같이 비교했다는 의의를

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정반응을

찾을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기존문헌과 다르

자극하는 촉진이 촉진상황과는 무관하게 소비

게 나온 원인을 찾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자의 행동반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생각한다. 현재 연구에서 추론할 수 있는 원인

타났기 때문에, 실무에서 촉진 프로그램을 개

은 촉진상황 즉, 본인의 노력에 따른 차이와

발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현재 다수를 차지하

자극의 세기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

고 있는 인지반응을 자극하는 촉진 외에 감정

히 감정보상의 경우라면 자극의 세기가 충분

반응을 자극하는 촉진을 상당히 많이 개발하

히 크다면 불평보상을 한 후에도 오히려 최종

여 소비자에게 제공 할 필요가 있겠다.

절대값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하영원과

본 연구는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냈

이영일, 2008). 또 자극의 세기가 필요이상으로

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촉진상황과 촉진방법

크다면, 편익제공 상황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을 제한적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범위를 제한

도 있을 것이다.

하여 다소의 연구의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첫

본 연구가 기업에서 구매 후 촉진 프로그램

째, 연구에서는 연구 제품을 노트북과 전자수

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마케팅 실무자에

첩으로 하였다.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 유형

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품이 아닌 서비스제품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최근 기업들은 일회성 고객의 창출보다 지속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보다 발전하여 평생

둘째,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고객관리를 목표로

다. 많은 연구들이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연구

큰 자금을 투자하여 고객 보상프로그램들을

를 하고 있지만 보다 좋은 연구 결과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보상프로그

서는 실제 브랜드를 활용한 현장 실험도 해볼

램들은 구매 후 추가적인 편익 및 보상의 제공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을 하는 것에 상당부분 치중되어 있다(Bolton

촉진방법을 감정반응자극촉진과 인지반응자극

et al., 2000; Dreze and Hoch, 1998; Kim et

촉진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유형구분이외에

al., 2001; Kivetz and Simonson, 2003; Kivetz

도 강도의 차이가 감정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et al., 2006; Lewis, 2004). 본 연구의 결과에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연구에서는 촉진방법의

따른다면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보상도

구분에서 강도변수를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인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평에 따른 보상을

다. 네 번째로는 촉진상황에 있어서도, 편익제

어떻게 관리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공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있다(강용수, 2005; Gilly and Gelb, 1982). 즉,

촉진을 제공받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촉진에

기업들은 보상프로그램을 추가적인 편익의 제

대한 인식과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따라

공과 고객 불평에 기인한 보상으로 크게 구분

서 편익제공을 좀 더 세분화하여서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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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 촉진이나 촉진

발표 논문집.

을 받기 위해서는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이석규, 김경식(2005a), “고객 보상프로그램의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효과성에 관한연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보완한 미래 연구들이 나온다면 보다 완성도

전략적 프레임웍,“ 한국마케팅 저널, 7(2),

가 높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123-139.

대한다.

___, 김경식(2005b), “보상물 형태와 제공
<논문접수일: 2008. 7. 18>

시기의 상호 작용성이 보상물 선호도에 미치

<1차수정본접수일: 2008. 11. 14>

는 효과에 관한 연구,“ 마케팅 연구, 20(3),

<게재확정일: 2008. 12. 10>

85-102.
이유재, 김학균(2003), “쿠폰 미지참으로 인한
후회감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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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Effect Difference between
Complaint-Compensation and Benefit-Reward
Yeoung-Il Lee*․Juyoung Kim**
Abstract
Recently, many firms are running customer-reward-programs to progress relationship with their
customers and to keep the relationship. To achieve the purposes of customer-reward-programs, they
have given many kinds of reward stuffs. Companies also have program that is designed for customer
complaint and its success becomes critical to marketing performance.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motional tools.
At the paper, the authors separate the promotional situations. The one is the beneficial-rewardsituation and the another is complain-compensation-situation. Also, the authors classify the promotional
tools in two types. The one is cognitive-response-evoking compensation (or reward) and the another
is emotional-response-evoking compensation (or reward). For the research, the authors conducted a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ognitively oriented vs. emotionally oriented
compensations and different effects of different promotional situations for the reward or compensation.
The experiment employed a 2 (beneficial-reward-situation vs. complaint-compensation-situation) x 2
(compensation methods; cognitively oriented, emotionally oriented) x 2 (notebook and electric calculator)
between-subjects design.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behavioral perception of promotional tools,
repurchase intention and positive word-of-mouth intention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 that consumers show emotional response as well as cognitive
response when they get cognitively oriented promotional benefit in beneficial-reward-situation, while
they show corresponding response for each promotional tool in complaint-compensation-situation. The
effect of promotional tool in complaint-compensation-situation is usually greater than in beneficialreward-situation. However purchase intention after complaint-compensation is not fully recovered
from before complaint status. And the emotional promotion tools have influence on the consumer
behavior bigger than the cognitive promotion tools.
Key words: consumer reward, consumer complaints, cognitive-response-evoking compensation, emotionalresponse-evoking compensation, promotional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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