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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였다. 계량적 연구로 분류된 논문의 수는 많았지만 계량적 모형의 개발 및 개선연구나
소비자 인지, 선호, 선택의 계량적 연구는 매우 제한된 수의 학자가 제한된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
다. 그러나, 이 중에는 독창적인 모형과 실용성 높은 연구가 많이 포함되어 계량적 연구의 성과는
적지 않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만 발표한 논문이 후속 연구가 없이 끝나는 것이나 연구주제가 편중
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앞으로 국내에도 스캐너자료, 패널자료, 개인별 데이터베이스 자료
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모형중심의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 질 것
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개인행동 모형들이 시장세분화나 표적시장 선정, 마케팅 반응, 마케팅 의사
결정에 연결되는 연구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다양한 선택상황 중
IIA(Independence from Irrelavant Alternatives)가 적용되는 한정된 상황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선택상황을 반영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들이 대형 유통상이나 생산기업에 축적되면서

Ⅰ. 머리말

이를 활용하여 고객가치(customer equity)가
높은 소비자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data
소매점 스캐너(scanner)를 이용하여 소비자

mining) 모형의 연구나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

구매행동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한 이후 선진

팅전략을 도출하려는 계량적 연구들이 진행되

국에서는 이 소비자 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

고 있다(Shepard 1999). 우리 나라에서는 소비

효과분석과 의사결정에 연결하는 계량적 연구

자 행동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들이

있다(예를들어,

성숙되지 못하여 학자들이 스캐너 자료나 개

Guagdani and Little 1983; Gupta 1988; Bron-

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nenberg, Mahajan, and Vanhonacker 2000). 근

연구하는 것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

래에는 소비자별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

다. 그러나, 과거 약 10년 동안 서베이자료나

웨어하우스가 등장하고 소비자 개개인의 정보

기업에서 수집한 실적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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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꾸준히

학술적 또는 실용적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

성장하고 있다.

는가?

이 연구는 국내의 주요 학술지에 과거 10년
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계량적 소비자행
동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이러

Ⅱ. 계량적 소비자행동 연구의 개관

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개괄
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성과를 일차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2.1. 분석 대상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래 계량적 연구
라면 숫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성적인 연

이 연구는 1990년에서 1999년까지 10년간 소

구를 제외한 모두 연구가 포함되는 넓은 개념

비자학연구, 마케팅연구, 경영학연구, 광고학연

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구 등 네 개의 학술지에 발표된 소비자 및 마

연구의 가설을 행동과학적 또는 소비자 이론

케팅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대상 논문을 선

을 바탕으로 제기한 다음 통계적 검증을 하는

별하였다. 이들 학술지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유형의 연구는 LISREL, 경로분석, 회귀분석

연구를 조사하여, 이 중에서 계량적인 접근을

등의 대표적인 계량분석 방법론을 사용한 연

시도한 총 161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본 연

구 외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

구에서 선별된 분석대상 논문 전체를 다른 참

연구는 소비자를 연구하는 다양한 관점 중에

고논문들과 함께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 수록

서 주로 마케팅 의사결정자의 관점에서 연구

하였다.

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 절에서 10년간 수행된

본래 정성적 연구가 아닌 모든 연구가 계량연

계량적 연구를 주요 학술지에서 추출하여 통

구라고 광의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

계적으로 현황을 분석한 다음, 제3절에서 이들

서 일차적으로 계량적 접근에 속하는 연구로

을 연구 특성에 따라, 개인의 인지-선호반응,

분류한 기준은 (1) 새로운 계량모형을 개발 내

개인의 행동반응, 시장의 총괄적 인지-선호반

지 개선하거나 계량모형들을 비교분석한 연구,

응, 시장의 총괄적 행동반응 등 네 가지 주제

(2) 계량모형에 대한 문헌(Review)연구, (3)

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 별로 중요한

실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기존 계량모형들의 현

주제별로 기존 연구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 평

실적인 타당성 등을 검증한 연구, (4) 회귀분석,

가하였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종합적 결론과

LISREL, 경로분석, logit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주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용한 가설검증 연구, (5) 구체적인 가설을 제

우리는 기존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계량연구

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증자료를 토대로 회귀분

에서 제시되는 모형이 소비자행동을 서술 또

석, LISREL, 경로분석 등의 계량분석기법을 사

는 예측하는데 활용되어 마케팅 의사결정에

용한 탐색적 또는 기술적 연구이다. 계량연구의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특성

분류대상에서 제외된 연구들은 평균차이 분석

을 바람직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1)

이나 분산분석(ANOVA)과 같은 방법을 사용

모형이나 연구의 틀이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하여 행태과학적 또는 경험적 가설의 통계적

개발되었는가? (2) 연구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또한 자료 분석

갖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 (3) 연구가

에 초점을 둔 연구들 중에서도 회귀분석, 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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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t)분석, 경로분석(path-analysis) 등 상대적

재술(1992)의 “적응적 기대(AE)모형에 의한

으로 고급의 자료분석 모형을 활용한 것을 본

도시근로자가구의 장/단기 소비함수추정: 봉

논문에서 계량적 접근으로 분류하였고, 군집분

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의 비교연구(1970-1990

석, 요인분석 등 주로 현상의 파악을 돕기 위한

년),"

알고리즘 성격이 강한 기존의 분석기법을 응용

logit 모델을 이용한 점포선택행위에 대한 실증

하는 논문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본

연구" 등이 속하며, (4) 회귀분석, LISREL,

연구에서는 계량모형의 개발 및 검증과 직접적

경로분석, logit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한

으로 관련되는 연구들(위 분류기준 (1),(2),

가설검증 연구로는 이유재(1997)의 “고객만족

(3))과, 대표적인 계량분석기법들을 활용해 가

형성과정의 제품과 서비스간 차이에 대한 연

설검증 또는 탐색 및 기술적 분석을 수행한 연

구," 이호배(1993)의 “선물구매행동의 영향요

구들(위 분류기준 (4), (5))을 계량적인 접근에

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5) 구체적인 가

속하는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설검

설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증자료를 토대로

증 연구나 탐색적 연구들은 본 논문의 대상에

회귀분석, LISREL, 경로분석 등의 계량분석기

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계량

법을 사용한 탐색적 또는 기술적 연구로는 예

연구라는 의미가 독립변수의 통제여부와는 무

종석, 주섭종(1997)의 “[소비자시대] 소비자의

관하게 마케팅 문제나 현상을 계량모형으로 표

특성: [소비자시대] 구독자는 정보탐색자인

현하는가 여부 또는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계

가?" 정영숙(1999)의 “노인의 소비생활 만족도

량적 방법론을 쓰는가 여부의 관점에서 보는

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황덕순, 정운영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험연구나 탐색연구라도

(1998)의 “주거소유형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앞에 제시한 기준에 합당한 연구들은 대상에

구조 비교분석" 등이 있다.

포함하였다.

안광호,

채서일(1993)의 “Multinomial

우리가 계량적 접근으로 분류한 논문 161편

위의 각 분류기준에 속하는 연구들의 예를

의 학술지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

들면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계량모형을 개

서 보듯이 소비자학연구 게재논문이 우리가

발 내지 개선하거나 계량모형들을 비교분석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계량적 소비자연구 논문

연구에 속하는 것들로는 하영원, 김진교(1994)

의 절반 가까이(44.1%)을 차지하는데, 소비자

의 “시장영역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지각변화

학연구에는 회귀분석, LISREL, 경로분석을 분

에 근거한 다속성 확산모형에 관한 연구"(계

석방법으로 사용해서 가설검증 및 탐색/기술

량모형 개발/개선), 김근배, 이훈영(1995)의

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 매우 많아 이 연구

“기준축의 회전을 고정시킨 MDS: 포지셔닝맵

들이 모두 계량적 접근 논문으로 분류되었기

의 합성에 응용"(계량모형 개발/개선), 현정석

때문이다. 즉, 소비자학연구의 게재논문들은

(1994)의 “선호모형과 선택모형의 시장점유율

대부분 위 5가지 계량논문 분류기준 중 (4)와

예측력 비교연구"(계량모형간 비교분석) 등이

(5)에 해당하는 연구들이다.

있고, (2) 계량모형에 대한 문헌(Review)연구
로는 박세훈(1994)의 “소비자 선택 모형과 시
장구조분석에 대한 소고" 등을 들 수 있다.
(3) 실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기존 계량모형들
의 현실적인 타당성 등을 검증한 연구에는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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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학술지별 계량적 소비자행동 연구
분포

가격 및 판촉할인, 정보탐색, 구매의사 및 구
매행동, 시장구조분석 및 세분화, 신제품 출시

(편수)

(%)

와 수용, 계량기법 개선개발, 브랜드 및 브랜

소비자학연구

71

44.1

드자산, 비영리적 주제, 소비자권리 및 보호,

마케팅연구

58

36.0

기타 등 15개 주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비영

경영학연구

22

13.7

리적 주제에 속하는 연구들로는 노인소비자,

광고학연구

10

6.2

합계

161

100

환경문제, 선물구매 흡연행동 등에 대한 것들
이고, 기타로 분류된 연구는 인터넷상의 상호
작용성, 스포츠마케팅과 기업이미지 등에 관한

2.2. 대상논문의 개괄적 분석

연구들이다. 위의 15개 분류주제들 중에서 많
이 다루어진 것은 가계소비와 지출(18.0%), 상

1990년-1999년의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

표선호 및 선택(15.5%), 서비스와 소비자만족

되어 대상에 선정된 논문 161편의 개괄적 특

(13.0%), 광고(9.3%), 비영리적 주제(6.8%),

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논문들을 연구의 (1)

가격 및 판촉할인(6.2%), 정보탐색(6.2%)의

주제, (2) 유형,

(3) 분석기법, (4) 분석자료,

순이었다. 가계소비와 지출에 대한 연구가 가

(5)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중

장 많은 것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계

연구주제와 연구유형은 기존의 Review 논문들

량적 소비자행동 관련 논문의 상당수가 발표

(김용준, 여정성, 하영원 1998; 김용준 외

된 소비자학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다루어진

1999)에서도 전반적인 마케팅과 소비자 연구

연구분야가 가계의 구매소비 행동이기 때문이

논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본 연

다. 가계소비와 지출, 상표선호 및 선택, 서비

구에서도 계량적 소비자 연구논문에서 주로

스와 소비자만족 등의 연구가 많은 것은 비계

다루어지는 주제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

량적 연구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 연구 현

용하였다. 분석기법은 계량적 접근 논문에서

황을 분석한 기존 분석과도 일관성이 있는 결

주로 사용하는 자료분석 기법을 알기 위해 사

과이다(김용준, 여정성, 하영원 1999). 그러나,

용한 분류 기준이며, 자료의 종류는 계량분석

계량적 접근의 논문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 사용된 실증자료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소비자주권 및 보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연

기준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는 주체에 따라

구 등은 별로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소비자

소비자, 가계 등 개인행동을 주로 다룬 논문들

문헌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이러한 주제의

을 개인반응 연구로, 시장구조분석 등 개인단

논문들은 적게 포함되었다.

위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다룬 논문들을 총괄
적 시장반응 연구로 분류하였다.

주요 국내 학술지별로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
제들을 살펴보면, 소비자학연구에 발표된 계량
연구의 약 40%가 가계소비와 지출에 집중되

2.3. 연구주제 분석

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와 소비자만족,
정보탐색, 상표선호 및 선택, 비영리적 주제

계량논문으로 선정된 161편을 취급한 주제의

등이 주로 연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

분야 별로 가계소비와 지출, 상표선호 및 선택,

연구에 발표된 연구들은 상표선호 및 선택

점포선호 및 선택, 서비스와 소비자만족, 광고,

(27.3%), 서비스와 소비자만족(22.7%)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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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주제별 분류
전체

소비자학연구

마케팅연구

광고학연구

경영학연구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가계소비와 지출

29

18.0

28

39.4

1

1.7

-

0

-

0

상표선호 및 선택

25

15.5

7

9.9

11

19.0

1

10.0

6

27.3

서비스와 소비자만족

21

13.0

8

11.3

6

10.3

2

20.0

5

22.7

광고

15

9.3

3

4.2

4

6.9

5

50.0

3

13.7

비영리적 주제

11

6.8

7

9.9

4

6.9

-

0

-

0

가격 및 판촉할인

10

6.2

3

4.2

7

12.1

-

0

-

0

정보탐색

10

6.2

8

11.3

2

3.4

-

0

-

0

구매의사 및 구매행동

7

4.4

3

4.2

4

6.9

-

0

-

0

시장구조분석 및 세분화

7

4.4

1

1.4

4

6.9

-

0

2

9.1

신제품 출시와 수용

7

4.4

-

0

4

6.9

-

0

3

13.7

계량기법 개선개발

5

3.1

-

0

4

6.9

-

0

1

4.5

브랜드 및 브랜드자산

6

3.7

-

0

3

5.1

2

20.0

1

4.5

소비자권리 및 보호

3

1.9

3

4.2

-

0

-

0

-

0

점포선호 및 선택

3

1.9

-

0

2

3.5

-

0

1

4.5

기타

2

1.2

-

0

2

3.5

-

0

-

0

합계

161

100

71

100

58

100

10

100

22

100

* 각 연구당 가장 주요하게 판단되는 1가지 주제만을 계수하였음

연구들이 가장 많았고, 광고, 신제품 출시와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1) 모형의 개발개선 및

수용, 시장구조분석 및 세분화가 그 다음으로

비교연구(새로운 계량모형을 개발 내지 개선

많이 연구되는 주제였다. 마케팅연구는 매우

하거나 계량모형들을 비교분석한 연구), (2)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계량논문들이 발표되었

Review 연구(계량모형에 대한 문헌연구), (3)

으며, 상표선호 및 선택(19.0%), 가격 및 판촉

실증분석연구(실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기존

할인(12.1%),

서비스와 소비자만족(10.3%)에

계량모형들의 현실적인 타당성 등을 검증한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다.

연구), (4) 가설검증연구, (5) 탐색 및 기술연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마케팅연구에 가장

구이다. 이 중에서 가설검증 연구(36.0%)와

폭넓은 분야의 계량논문들이 게재된 것으로

탐색 및 기술연구(31.7%)가 전체 계량연구 중

분석된다. 광고학연구에 게재된 계량논문들은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

광고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학

로는 모형개발개선 및 비교 연구(23.0%), 실증

술지의 특성상 광고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전

분석 연구(8.1%) 순으로 나타났다. 단 대상논

체의 50.0%를 차지하였다.

문을 선정할 때 단순한 통계적 검증을 한 가
설검증 연구와 단순한 다변량분석 기법을 활

2.4. 연구유형

용한 실증연구는 제외하였으므로 여기에 제시
된 통계는 우리가 계량적 연구로 선별한 논문

연구유형은 서두에서 밝힌 것과 같이 크게 5

들 중에서만 도출한 것이다.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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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유형별 분류
전체

소비자학연구

마케팅연구

광고학연구

경영학연구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가설검증

58

36.0

17

23.9

25

43.1

7

0.7

9

41.0

탐색 및 기술 연구

51

31.7

46

64.8

2

3.4

2

0.2

1

4.5

모형개발개선 및 비교

37

23.0

2

2.8

24

41.4

1

0.1

10

45.4

실증분석

13

8.1

4

5.6

7

12.1

-

0

2

9.1

Review

2

1.2

2

2.8

-

0

-

0

-

0

합계

161

100

71

100

58

100

10

100

22

100

<표 4> 분석 기법별 분류
전체

회귀분석
LISREL 및
경로분석
로짓분석
모형개발개선
및 비교

탐색연구

모형 개발

가설검증

개선 및 비교

실증분석

Review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64

39.8

34

66.7

20

34.6

6

16.2

4

30.8

-

0

31

19.4

4

7.9

25

43.1

1

2.7

1

7.7

-

0

26

16.1

7

13.7

9

15.5

6

16.2

4

30.8

-

0

11

6.8

-

0

-

0

10

27.0

1

7.7

-

0

판별분석

8

5.0

5

9.8

2

3.4

1

2.7

-

0

-

0

컨조인트분석

6

3.7

-

0

1

1.7

4

10.9

1

7.7

-

0

기타

5

3.1

-

0

1

1.7

2

5.4

2

15.3

-

0

MDS

5

3.1

-

0

-

0

5

13.5

-

0

-

0

시뮬레이션

3

1.8

1

1.9

-

0

2

5.4

-

0

-

0

Review연구

2

1.2

-

0

-

0

0

0

-

0

2

100

합계

161

100

51

100

58

100

37

100

13

100

2

100

학술지별로 보았을 때, 소비자학연구는 탐색

으로 나타나고 있다(64.8%). 학문의 균형적 발

및 기술연구가 전체의 64.8%로 가장 많았고,

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유형이 균형을 이

마케팅연구는 가설검증연구(43.1%), 모형개발

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선 및 비교 연구(41.4%)가 계량적 소비자연
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경영학연구는 모형

2.5. 자료분석의 기법

개발개선 및 비교연구(45.4%)와 가설검증연구
(41.0%)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연

자료분석 기법은 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분야인 모형개발개선

사용한 기법 한 가지만을 계수하였다. <표 4>에

및 비교연구는 마케팅연구와 경영학연구에서

서 볼 때, 소비자행동 분야의 계량적 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표에서 보듯이 소

가장 많이 쓰인 자료분석기법은 회귀분석(39.

비자학연구의 경우 다른 학술지에 비해 탐색

8%)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LISREL 및 경로

및 기술적인 계량연구가 일방적으로 많은 것

분석(19.4%), 로짓분석(16.1%)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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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되는 자료분석 기법들을 연구유형

data)를 모두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아직까

별로 보았을 때, 회귀분석은 탐색연구와 가설

지 국내에서는 스캐너 자료나 실제 시장반응

검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LISREL 및 경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

로분석은 가설검증 연구에 주로 활용된 것을

고 있어 설문조사자료가 계량연구의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로짓분석은 여러 연구유형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

같이 가용자료가 극히 제한되는 현재의 여건

은 주요한 한 가지 분석기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빨리 극복되어야 계량적 연구들의 활용도

2단계 컨조인트분석과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도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경쟁구조분석을 연구한 한상만, 곽영식
(1997)의 연구같이 두 가지 이상의 계량분석기

<표 5> 자료종류별 분류

법을 결합한 시도도 있었다.
2.6. 자료 종류
계량논문들에 주로 사용된 자료들은 설문조
사(survey)자료가 73.3%로 가장 많았고, 시장

(편수)

(%)

서베이

118

73.3

시계열자료

16

9.9

실험

9

5.6

시계열 외 실제자료

6

3.7

시뮬레이션용 가상자료

6

3.7

4

2.6

에서 수집한 시계열자료(9.9%), 시계열 외 실

없음(계량모형에 의한

제자료(3.7%)와 연구자들이 능동적으로 수집

전개분석만으로 논문구성)

한 실험자료(5.6%), 그리고 시뮬레이션용 가상

Review 연구

2

1.2

적 자료(3.7%)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료를

합계

161

100

사용하지 않고 계량모형에 의한 모형전개 분
석만으로 이루어진 연구들(2.6%)도 있었으며,

2.7. 개인반응과 총괄적 시장반응의 연구

기존의 계량 모형 연구들에 대한 review연구도
있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계량적 소비자 논문의

실제 시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한 연구

대부분은 개인이나 가계를 분석 단위로 하는

중에서 특이한 연구로는 횡단적 자료(cross-

연구로 나타났으며(81.4%), 총괄적 시장반응을

sectional data)를 사용한 안광호, 김미라(1996)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 연구가 있는데, 국내 항공사들의 상용고객

적었다(18.6%). 이것은 우리의 초점이 소비자

우대자료를 분석하였다. 한상만, 남용식(1977)

행동에 관련한 연구에 있으므로 미리 예상된

의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다

결과이긴 하다. 그러나, 소비자 개개인의 반응

양성추구성향에 따른 고려상표군 형성을 비교

이 시장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연구하는

하였다. 이들은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매주

것은 마케팅전략 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

2회씩 4주간 연속적으로 구매상황 시뮬레이션

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총괄적 반응 분석의

을 수행하였다. 또 김정구(1998)의 연구는 브

연구도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합리적 마케팅 의

랜드의 제조국명이 경쟁구조와 마케팅경쟁에

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계열 및

개인 및 가계반응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으로

횡단적 자료(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는 배미경(1998)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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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함수의 분석” 등 가계의 소비지출 행동

적었다. 실증연구의 경우도 여기서 계량연구에

에 관련한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상

포함될 정도로 깊이 있는 자료분석을 활용한

만, 남용식(1997)의 “소비자의 다양성추구성향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 따른 고려상표군형성에 관한 비교연구” 등

한 계량분야의 문헌연구로 분류된 연구가 단 2

소비자 선택이나 고려상표군 형성 같은 마케

편이었는데, 문헌연구가 기존연구의 현황 파악

팅 관점의 소비자 연구들이 일부 포함된다. 시

이나 연구방향 설정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장의 총괄반응 관점에서 연구한 것으로는 박

하는 만큼 잘 정리된 문헌연구에 대한 적극적

세훈(1991)의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신제품의

장려가 필요해 보인다.

확산모형” 등 시장에서 소비자가 신제품을 수

분석기법 면에서는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용하는 과정을 모형화한 확산모형의 연구, 한

연구되고 있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

상만, 곽영식(1996)의 “2단계 결합분석과 logit

estimation), 베이지안 계량분석 등 여러 진보

모형을 이용한 시장경쟁구조분석: 한국청바지

된 계량경제적 분석방법들은 현재 거의 쓰이

시장의 경우” 등 소비자들이 상품의 경쟁구조

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김영찬, 안

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연구하는 시장구조분

광호(1999)의 베이지안 개념을 MDS에 활용한

석 연구들이 포함된다.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는 스캐너자료 등 신뢰
성 있는 실제 소비자 행동자료가 국내에는 거

<표 6> 개인/가계의 반응연구와 시장의 총괄적
반응 연구

의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편수)

(%)

연구 관점에서는 개인 소비자 행동자료가 없

시장의 총괄적 반응

30

18.6

음에도 개인반응을 분석하는 미시적 연구가

개인 및 가계의 반응

131

81.4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구하기 용이한 개인

합계

161

100

의 설문응답 자료를 실증분석에 주로 활용하
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료는 종단적 연구에

2.8. 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료의 신뢰성에서도 행
동자료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에

제2절에서는 계량적 소비자 연구로 선정된

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소비자 행동자

161개 논문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하였다. 주

료의 축적과 관리가 이 분야 연구에 매우 시

제별로는 가계소비지출의 연구와 소비자 선택

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모형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소비자의
인지과정이나 선호체계를 모형화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감성에
관련하여서는 본격적인 계량연구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아직도 계량적 연구의

Ⅲ. 계량적 소비자연구의 분류집
단별 분석

주제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요망된다.

제3절에서는 계량적연구로 선정된 논문들 중

연구 유형별로도 탐색연구와 가설검증 연구

에서 계량적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

는 많으나, 모형의 개발 개선에 관련된 연구는

모형의 개발/개선 연구로 분류된 연구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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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량적 소비자 연구의 분류 및 주요 주제별 대표적 연구
인지-선호반응

행동반응

개인 및 가계반응

[1] 개인의 인지-선호반응
(1) 고려상표군의 연구
한상만(1996, 1998)
한상만, 남용식(1997)
(2) 인식지도(MDS) 연구
김근배(1996)
김근배, 이훈영(1996a,b)
김영찬, 안광호(1999)
김주영(1994)
(3) 컨조인트분석 연구
김근배, 이훈영(1998)
김성호(1998)
김성호, 이경미(1999)
김용준, 박유식(1996)
박찬수(1995)

[2] 개인의 선택반응
(1) 로짓 등 선택모형의 연구
김동훈(1999)
김동훈, 박흥수(1996)
김주영(1999)
안광호, 임병훈(1995)
안광호, 채서일(1993)
임병훈(1997)
전달영, 김용환(1999)
한상만, 김소영(1999)
(2) 정보탐색모형 연구
박선영, 임정빈(1999)
손용석, 안광호(1999)
손용석, 전한건(1999)
(3) 가계소비지출 연구
정영숙(2000) 참조
김병도, 김선옥(1999)

총괄적 시장반응

[3] 시장의 총괄적 인지-선호 반응
(1) 시장구조분석 연구
김정구(1998)
박세훈(1992a,b, 1994a, 1995)
안광호, 임영균(1996)
임병훈, 채서일(1993, 1994)
임영균(1996)
한상만, 곽영식(1997)
한상만, 김소영(1997)
(2) 광고인지반응의 연구
김동훈, 박흥수(1996)
현용진(1993)

[4] 시장의 총괄적 행동반응
(1) 신제품 수용, 확산연구
박세훈(1991)
손용석, 안광호(1997)
윤만희(1996, 1998)
하영원, 김진교(1994)
(2) 시장의 가격 및 촉진반응
김용준, 김소영(1999)
박찬수(1997)
안광호, 김미라(1996)
(3) 시장점유율 예측력 비교
현정석(1994)

소비자 인지, 선호, 선택에 직접 관련된 계량

구동료들과 다년간 연속된 여러 연구를 발표

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주제들을 <표

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 연구주

7>과 같이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

제분야에 대해 연구가 지속, 발전, 공유되어나

연구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분야의 첫
논문인 한상만(1996)의 연구는 가격할인 같은

3.1. 개인의 인지-선호반응 연구

상황요인과 소비자 특성요인이 소비자의 고려
상표군 구성과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분야에 발표된 연구는 주로 (1) 소비자의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가격할인의 불안

고려상표군 형성에 관한 연구, (2) 인식지도

정성, 다른 경쟁상표의 가격할인 정도, 가격할

도출 방법론과 그 활용에 관련한 연구, (3) 컨

인 민감성 등이 소비자가 고려상표를 구성하

조인트분석에 관련된 연구로 요약되었는데 한

는 식역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 의

상만, 김근배, 김주영, 이훈영, 박찬수 교수 등

사결정자가 소비자의 고려상표군을 분석할 때

이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여 왔다.

가격할인의 영향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

첫째, 고려상표군의 연구는 한상만교수가 연

을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는 또한 가격 및 품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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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계층에 의한 준거효과를 반영하는 고려상표

을 노트북 PC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었

형성모형을 개발하기도 하였였다. 이러한 연구

고, 박찬수(1995)는 상호작용효과를 포함시킨

들은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모형을 개

컨조인트 모형이 주효과만을 포함시킨 컨조인

발한 것과 실제 활용면에서의 기여도가 높게

트 모형보다 시장점유율 예측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된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가 타당성

Hagerty(1986)의 연구결과가 개별고객들간의

면에서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의 지식확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한 조건 하에서도 여전

장과 마케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히 성립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

있는 연구라고 평가된다.

였다. 그리고, 김성호, 이경미(1999), 김성호

둘째, 인식지도와 관련된 연구는 김근배, 김

(1998), 김용준, 박유식(1996)의 연구는 컨조인

주영 교수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는데 주로 소비

트 분석방법에 자료혼합방법을 응용하거나, 컨

자의 인지를 측정한 것을 인식지도로 도출하는

조인트 분석을 최적제품 포지셔닝이나 상표자

방법론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근

산 측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배, 이훈영(1995a, 1995b)은 비대칭형 MDS를

인식지도나 컨조인트분석 관련된 주요 연구

활용하여 속성의 계층구조를 파악한 다음 이를

들은 예측력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많

이용하여 위상정립하는 기법을 기존방법과 비

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일회성 연구에서 끝

교하고 지각변화를 측정하여 위상의 변화를 추

나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이 얼마나 일반적인

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김근배(1996)는

것인지 결론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

소비자의 선호도와 이상점을 조사하여 시장구

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발된 모형과 기법

조와 선호를 동시에 파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

들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replication 연구

다. 이러한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새 방법

들도 권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론들을 맥주, 백화점, 시중은행, 대권후보 등의

러한 기법들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떻게 활

분석에 적용하는 예를 보여주었다. 김주영

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완 되어야 할 지 등

(1994)은 MDS 접근과는 다르게 중력모형을 바

의 연구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탕으로 이를 발전시켜 상표자산, 소비자 구매력
을 고려하여 인지공간에 위치한 제품 대안들을

3.2. 개인의 행동반응 연구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들 연구도 기존 MDS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이 분야의 연구는 (1) 소비자 선택행동을 예

서 그 대안으로 활용할 새로운 기법을 제시함

측하는 logit 모형의 연구, (2) 소비자의 정보

으로써 이 분야 지식의 확장에 기여를 하고 있

탐색에 대한 연구, 그리고 (3) 가계소비행태에

다고 판단된다.

관한 연구로 요약된다.

셋째, 컨조인트분석 관련분야에서는 기존의

첫째, 로짓 등 소비자 선택모형 연구는 모형

컨조인트 분석방법론을 보다 더 개선하는 것

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예측력을 검

과 관련된 연구들과 컨조인트 분석방법론을

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안광호, 김주

시장세분화에 활용한 연구 등이 있었다. 김근

영, 임병훈, 김동훈 교수 등이 연구 결과를 발표

배, 이훈영(1998)은 선택형 컨조인트(choice-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소비자 선택행동이 기

based conjoint) 분석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방

업의 마케팅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

법이 전통적 방법보다 그 예측력에서 우수함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주영(1999)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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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복수의 선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Mar-

라 판단된다.

kov Chain에 따라 다른 선호구조를 활용해 선

셋째, 가계소비지출 행태와 관련된 연구가

택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선택모형을 제시하였

많이 발표되었는데(양세정, 강미나 1995; 배미

다. 실제로 4주 동안 24명을 대상으로 점심메뉴

경 1998; 여윤경 1999 등) 대부분이 회귀분석

선택자료를 일기식으로 조사하여 이 모형을 검

이나 logit 분석을 이용하여 가계소비행태를 분

증하였다. 이 연구는 확고한 이론적 전제를 바

석하고 있다. 구체적 분석은 별도의 review 연

탕으로 모형이 제시되고, 기존의 선택모형보다

구(정영숙 2000)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생

진일보한 실용성 높은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략한다.

또한 실제 행동자료를 수집하여 이 모형의 우
수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연구 기

3.3. 시장의 총괄적 인지-선호반응 연구

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한편, 안광호, 임병훈(1995)는 MNL 모형을 세

이 집단으로 분류한 연구들은 (1) 소비자들

분시장별로 추정함으로써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대안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추정하는 경우보다 예측력이 높음을 캐주얼화

의 시장구조분석 연구와 (2) 광고에 대한 소

구매자료를 이용하여 보여줌으로써 실무계에서

비자들의 시장 반응 연구이다.

로짓모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보여주었다.

시장구조분석이란 시장의 양축인 고객과 기
업 중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의

둘째, 소비자의 정보탐색 연구는 소비자의 지

이질성을 근거로 동질적인 기업을 군집화하는

식수준과 인구통계변수간의 관계를 보이는 전

것이다(한민희 1994). 이러한 시장구조분석은

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

물론 개인반응에 근거한 연구도 존재하지만

은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고 있

연구의 결과가 개개인의 차원 보다는 시장 전

다. 손용석, 전한건(1999)은 인터넷과 같은 정

체 차원에서 위상정립의 평가나 신상품의 위

보네트웍과 전통적인 인쇄물의 두 종류의 정보

상정립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총괄적 시장반

원천을 지식생산함수로서 수식화하여 소비자

응 연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군집화하는 과정

효용을 추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에서 시장구조분석이 소비자 개개인의 인식

이 모형은 이론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모형으로

뿐 아니라 실제 선택을 기반으로 제품의 이질

평가되지만 모수를 추정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

성을 분석한 연구도 적지 않지만 대다수의 연

아 추후 모수추정 방법이나 단순화된 실용적

구가 소비자가 인지하는 유사성이나 제품의

모형이 제시된 후에야 그 실용성을 평가할 수

선호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연구이다. 손용석, 안광호(1999)는 정보탐

일단 시장구조분석 연구들을 모두 시장의 인

색비용과 확산모형에 기반을 두어 전자상거래

지-선호반응 연구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이

의 수용속도와 확산률에 지식 수준이 영향을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여러 학자들이 참가하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비자의 임금율과 정

고 있는데 박세훈, 한상만, 안광호, 임병훈, 김

보탐색 빈도의 관계를 박선영, 임정빈(1999)의

정구 교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가 분석하였다. 앞으로는 인터넷 정보탐색

박세훈(1994a)의 review 연구는 소비자선택

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탐색정보

과 시장구조분석의 연구현황을 소개하는 가운

의 질적수준에 관련된 연구의 수행도 중요하리

데 시장구조분석을 (1) 제품시장 구성단위를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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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하느냐 제품형태 또는 변종으로 할 것

성향의 제품에 이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활용

이냐의 여부, (2) 유사성 판단에 의한 지각자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

를 활용하는가, 동태적 선택에 의한 실제 행동

한 방법론은 고려가치가 없다고 응답한 프로

자료를 활용하는가 여부, (3) 행동자료를 활용

파일을 제외시키는데서 오는 censored data의

하는 경우 자료에 의해 시장구조를 파악해 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프로파일을 분석에서

가는 탐색적 접근법을 쓰는가 아니면 미리 시

제외시킬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

장구조를 상정해 놓고 이를 확인하는 검증적

nearity)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발생

접근법을 쓰는가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를

한다는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지적 받기도

제시하고 있다. 또 박세훈 교수는 Tversky and

한다. 그러나, 이 연구도 체계적인 이론의 전

Sattath(1979)가 제안한 HEM(hierarchical e-

제하에 모형이 개발 적용되었다는 점과 실용

limination model)에 기반을 둔 두 개의 시장구

성이 높은 새로운 방법론이라는데서 바람직한

조분석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하나는

연구 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하는 연구라고 평

소비자의 인지적 구조에 기초하여 탐색적으로

가된다.

상표전환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주

임병훈, 채서일(1994)은 베타-로지스틱 모형

고 있고(박세훈 1992a),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을 캐주얼 신발과 칼라 텔레비전 자료에 활용

다양성 추구 및 회피 성향에서의 이질성을 반

하여 시장구조 분석까지 가능함을 보였으며,

영하여 검증적으로 상표전환자료를 분석하는 방

안광호, 임영균(1996)은 Nested logit과 Multi-

법을 제시하였다(박세훈 1992b). 어느 학문 분야

nomial logit(MNL) 모형을 아파트 선택에 적

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review 논문은 다루는 분

용하였다. 한상만, 김소영(1997)은 행동자료에

야의 현주소를 집약하고 연구할 방향을 제시하

근거한 방법과 판단자료에 근거한 경쟁구조분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도 국내에 발표

석을 비교하고 고려상표군 측정단계를 중간에

된 그러한 review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넣은 3단계 분석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상만 교수는 고려집합을 선택모형에 반영

실제로 그러한 3단계 방법을 제시하면서 음료

하는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그 일환으

시장에 이를 적용하였다. 김정구(1998)의 연구

로 2단계 컨조인트분석과 logit 모형을 이용한

는 미국차와 일본차가 미국 소비자에게 다른

시장구조분석 방법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하부시장으로 인지되며 각 하부시장별로 마케

한상만과 곽영식(1996)은 개별응답자에게서 고

팅 반응이 다름을 보여주어 결국 브랜드 국명

려상표군의 형성정보와 구매의도정보를 획득

이 시장구조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하여 이 정보를 활용하여 첫 단계에서 고려상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군 형성에 따른 세분시장을 파악한 다음 둘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 반응 연구에는

째 단계에서 컨조인트분석을 통한 세분시장별

김동훈, 박흥수(199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모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세분시장별 2단계

소비자 입장에서 홈쇼핑의 상황에서 제품이

컨조인트분석을 한 다음 셋째 단계에서 MNL

이해될 때까지의 시간을 확률함수로 모형화하

모형을 이용하여 선택확률을 계산하고 세분시

였다. 즉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소개하

장별 경쟁강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이

는 길이와 소비자의 이를 이해할 확률의 관계

방법론을 청바지 시장의 고객에게서 수집한

를 모형화 하여 이 모형의 분석을 통해 최적

자료에 응용하여 구매관찰이 어려운 내구성

소개시간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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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시된 모형이 복잡하여 모형의 이론적 시

만희, 손용석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라 할 수 있

사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증적으로 이를 추

다. 박세훈(1991)은 한민희(1987)의 반복구매제

정하여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품의 확산모형을 개선한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

않다.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은 세계적으로도

현용진(1993)은 경제학에서 주장하듯이 광

반복구매제품의 소비자 수용과정을 모형화한

고, 품질, 유통력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어

초기 연구에 속한다. 특히 이 모형은 소비자의

결국 시장독점력을 키우는지 여부와 시장독점

신제품 수용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의 하

력이 소비자의 가격민감성과 제품의 마진율에

위 세분시장으로 분류한 다음 세분시장별 소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장반응 차원에서 실증

자 구매를 모형화함으로써 모형의 이론적 근거

분석하였다.

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본 모형은 이후 미국

시장의 인지-선호 반응의 분야는 광고가 시

의 신 의약품 확산에 적용한 결과 정상적으로

장에서 위상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매가 성장하는 신상품 판매추세 외에도 판매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표의 위상정

가 성장하다가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신상품 판

립이 인지와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

매추세를 예측하는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

객만족이 소비자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났으며, 추정하는 모수의 타당성에서도 기존의

지 등 다양한 주제가 존재하는 분야이다. 또

반복구매 확산 모형들보다 우수함을 보인 바

시장의 세분화 관점에서도 시장구조분석이 어

있다(Hahn, Park, Krishnamurthi, and Zoltners

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 집단적 또는 총괄

1994).

적 시장 차원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다.

하영원, 김진교(1994)는 속성지각의 변화가

그러나, 현재까지 다루어지는 연구주제는 앞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제품의 확산패턴의 변화를

서 보듯이 극히 제한적이다. 기업등에서 수집

수정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다속성 확산모형

하는 실제 시장 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주제의

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저자들은 새로운 신제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

품이 도입되면 전에 도입된 신제품에 대한 소

겠다.

비자의 제품 채택률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제품의 등장이 시장영역의 변화를 가져온

3.4. 시장의 총괄적 행동반응 연구

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영역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속성지각 확

이 분야에는 (1) 소비자가 신상품을 수용하

산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 모형이

는 과정을 모형화한 확산모형에 관련된 연구

경쟁 모형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지녔음을 실

와 (2) 기업의 가격전략이나 판매촉진 또는

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모형의 실용성과

광고에 대해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

우수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도 이론적 근거

하는가의 연구, 그리고, (3) 다른 종류의 선택

가 확고하며, 실제 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점유율 예측력을 비교한

바람직한 계량연구의 기준들을 잘 충족하는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로 평가된다.

신상품의 소비자 수용에 관련해서는 비교적

윤만희(1996)의 연구도 비내구재의 확산모형

많은 신상품 확산모형의 개발 및 응용 연구가

을 개발하였는데 특히 시간적 확산과정 뿐 아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하영원, 박세훈, 윤

니라 공간적 확산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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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

하는 경쟁구조하에서 내쉬균형을 분석하였다.

는 시간 변동형 Kalman Filtering 방법과 간접

분석결과 이 연구는 상품권 암시장의 존재가

비선형 추정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모형의 논리

두 기업간의 가격경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이

상품권의 할인 발행기업은 물론 미발행기업까

너무 복잡하여 실용적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지도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

평가된다. 손용석, 안광호(1997)는 구전과 광고

고 있다.

효과를 개인 소비자 반응 차원에서 고려한 확

김용준과 김소영(1999)의 경우도 수평적 차

산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개인 차원에서

별화 모형을 이용하여 보상판매에 반응하는

제품의 지각가치, 광고에 의한 소비자 정보,

소비자 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소비자를 대

매체 노출확률, 구전확산률 등을 반영한 모형

상으로 경쟁전략을 분석한 결과 선도기업은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사형 보상판매를 후발기업은 타사포함형 보

논리적 타당성이 높은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상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

모형의 복잡성으로 실용적 활용에는 한계가

다. 또한 컨조인트 분석을 바탕으로한 균형상

있다고 평가된다.

태의 점유율을 예측한 결과 이 주장이 타당성

선진국에 비교하여 국내연구가 대단히 부족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분야가 판매촉진에 대한 소비자 반응의 연

그외에도 박세훈(1994b)은 광고의 변화가 판

구이다. 우리의 조사 대상 논문 중에서 이에

매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단기적인 시장

속하는 계량연구로 눈에 띄는 것은 안광호, 김

총괄 반응에 초점을 둔 동태적 모형을 제시하

미라(1996)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일반제품의

였는데 이 연구도 시장의 총괄적 반응의 연구

쿠폰효과 측정모형을 발전시켜 서비스 상품

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특이

특유의 판매촉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모

한 연구로는 현정석(1994)의 연구를 들 수 있

형을 개발하였다. 또 제시한 모형을 항공서비

다. 선진국에서는 여러 대안적 모형이 제시되면

스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실제로 상용고객 우대

이들을 실증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

프로그램의 판촉 효과를 측정하는데 적용함으

표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로써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중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정석(1994)의 연

요한 분야에 유일하게 발견되는 연구의 희소

구는 대표적인 선호모형과 선택모형인 선호회

성 뿐 아니라 실제 실용성이 높은 모형을 제

귀모형, Defender 모형(Hauser and Shugan

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여가치가 크다고 판단

1983), 계층적 제거모형(HEM), Batsell and

된다.

Polking(BP) 모형(Batsell and Polking 1985)에

가격전략에 대한 반응의 연구로 대표적인 연

대하여 어떤 모형이 음료수의 선택의향 자료를

구는 박찬수(1997)의 제화 상품권 할인발행의

잘 예측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비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

교연구를 통하여 상황에 따라 HEM, BP모형,

는 소비자집단을 할인상품권을 사용하는 집단

Defender 모형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두 기업의

를 잘 논의하고 있다.

제품을 선택하는 수평적 차별화 모형을 제시
하고, 이 시장들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
들이 정상적 가격과 상품권의 할인폭을 결정
74

계량적 접근에 의한 소비자행동 연구 분석: 1990-1999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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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났다. (6) 고려상표군의 연구, 인식지도 도출
방법의 개선, 다양한 선호구조를 활용하는 선
택모형, 반복구매 상품을 위한 소비자 신제품

이 연구는 과거 10년간 국내 주요 학술지에

수용모형, 속성지각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속성

발표된 계량적 소비자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확산모형, 서비스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촉진

분석하여 보았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객관

효과측정모형 등은 계량적 소비자 연구의 중

적인 소비자 행동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요한 성과들로 평가된다. (7) 또한 경제적 관

불가능한 국내 현실 속에서도 비교적 많은 수

점의 소비자이론에 바탕을 두어 보상판매나

의 계량적 연구가 발견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제화 상품권 할인발행 전략을 분석한 연구들

바람직한 연구 기준을 훌륭하게 충족시키는

도 주요 마케팅 현안을 이론적 관점에서 체계

연구들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적으로 해석해 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기여

앞에서 살펴본 국내 연구 현황에서 도출되는

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으로 선

한편, 그 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된 논문이 161편으로 매년 16.1편이 발표된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도 발견되었다.

다는 것은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된

첫째, 아직 연구학자들의 풀(pool)이 매우 제

다. 그러나, 그 중 약 32% 정도는 탐색적 또는

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서 공부한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로 분류된다. 즉 확

학자들의 연구가 매우 적게 발견되고 있다. 국

고한 결론을 유도하는 계량적 연구의 비중이

내에서도 계량적 방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적으며, 특히 모형개발 및 개선연구와 review

교육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둘째, 박

연구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학위 논문의 일부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고 여겨진다. (2) 연구의 주제가 제한되어 있

이러한 연구들이 연속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다. 개인의 감성(affect)에 관한 연구, 마케팅

드러났다. 하나의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지속

에 대한 시장의 총괄적 반응 연구 등 연구주

적인 연구성과가 계속 나타나는 연구가 더 많

제의 다양화가 바람직해 보인다. (3) 분석자료

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학회지에

가 설문조사에 너무 치우쳐 있다. 소비자의 행

게재된 많은 계량모형 연구들이 전문적인 계

동자료를 측정하여 축적시키는 작업이 매우

량지식을 가진 일부 독자층을 제외하고는 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4) 분석 기법 측면에서

부분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게 제시되고 있다

GLS(Generalized Least Square estimation),

고 보인다. 물론 계량적인 수식이나 기호들이

베이지안 계량분석 등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

없을 수 없지만 연구목적이나 연구의 주요 결

이 사용되는 보다 진보된 계량경제적 분석 방

론에 대해 계량적인 전문지식이 깊지 않은 독

법이 국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알기

러한 방법론적 연구와 발전도 시급한 분야의

쉽게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

하나로 여겨진다. (5) 고려상표군의 형성을 중

건이 충족될 때 계량적 연구의 독자층도 넓어

심으로 연속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상만

질 것이다. 넷째, 여러 연구들이 지나치게 복

교수와 그 연구동료의 업적은 특기할만 하다.

잡한 모형으로 제시되거나 이론적 제시에 치

지속적으로 연관된 주제의 연구를 발전시켜나

우쳐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가는 경우가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

론 모형을 통한 이론적 실험(Moorthy 1993)은
소비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0년 6월)

75

중요한 것으로 이론적 연구도 있어야 한다. 그

주고 있다. 따라서, 선택의 연구도 IIA(Inde-

러나,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모형들은 그 실용

pendence from Irrelavant Alternatives)의 상

성이 뒷받침 되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황이 적용되지 않는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골고

고 판단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

루 취급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특수한 선택상

베이스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

황을 전제로 하는 로짓연구가 많다는 것이 아

시점에서 이 분야와 관련된 실용성 있는 계량

니라 다른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적 소비자행동 연구에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없다는 데 있다. IIA가정의 틀을 벗어나는 선

보다 많은 외국브랜드의 범람이라는 현실에서

택모형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찬과 안광호

국내브랜드와의 관계를 계량적 소비자행동 연

(1999)의 연구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

구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연구의

생각된다.

(1979)의 Prospect theory를 비롯하여 이미

경향은

Kahneman

and

Tversky

계량적 소비자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형

highlighting and balancing(Dhar and Simon-

이 로짓모형이다. 로짓모형이 그 간단함에 비

son 1999), 불완전한 정보 상태에서의 소비자

하여 많은 마케팅 시사점을 준다는 면에서 실

선택(Huber

용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택의

accounting model(Thaler 1985), 비교불가능한

상황이 다양함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표 8>

대안에서의 선택(Johnson 1988) 등 소비자행

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택상황을 보여

동 연구의 폭이 다양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다

and

McCann

1982),

<표 8> 선택 상황의 분류
구분
전

제

상황 1
P′(2)/P′(1)
= P(2)/P(1)

상황 2
P′(2)/P′(1)
<P(2)/P(1)

상황 3
P′(2)/P′(1)
>P(2)/P(1)

서술
(1) 대안 {1,2}에 대하여 선택확률이 P(1), P(2)이다.
(2) 대안 {1,2,3}에 대하여 선택확률이 P′(1), P′(2), P′(3)이다.
(2) 대안 {1,2,3}에 대하여 선택확률이 P′(1), P′(2), P′(3)이다.
(3) 대안 1은 독특하며, 대안 2와 대안 3은 서로 유사한 대안들이다.
로짓모형 등 Luce 유형의 선택모형에서 가정하는 IIA (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임.
(1) P′(1)=P(1) 이면 P′(2)=P(2). 즉 P′(3)=0. (가능성이 거의 없음.)
(2) P′(1)<P(1) 이면 P′(2)<P(2), P′(3)>0. (보통 IIA로 보는 상황)
(3) P′(1)>P(1) 인 경우는 불가능함.
아래의 세 경우 모두 유사성 또는 대체성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임.
(1) P′(1)=P(1) 이면 P′(2)<P(2)
(2) P′이면 P′(2)<<P(2)
(3) P′(1)>P(1) 이면 P'(2)<P(2) (정규성을 위반하는 경우로 소비자가 독
특한 대안을 선호하는 경우에 해당함.)
가능한 상황은 유인효과 (attraction effect)가 나타나는 상황임.
(1) P′(1)=P(1) 인 경우는 불가능함.
(2) P′(1)>P(1) 인 경우는 불가능함.
(3) P′(1)<P(1) 이면
P′(2)>P(2) 인 경우 유인효과 또는 유일대안효과 (lone alternative
effect)가 나타나며 정규성을 위반하는 경우임.
P′(2)=P(2), 또는 P′(2)<P(2) 이고 P′(2)P(1)>P(2)P′(1) 인 경우
기존 연구에 특별한 용어가 없으나 약한 유인효과가 나
타나는 상황임.

* 정규성이란 대안이 많아질 때 같은 대안의 선택확률이 대안이 적은 경우보다 늘어날 수 없다는
선택이론의 원칙임. 상황2와 상황3에서 정규성을 위반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유인효과도 그러한
위반 경우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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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양한 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 감정적 반응에 대한 실증연구: 스키 리조

선택모형의 개발이나, 상품군간 및 상품군내

트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1), 59-78.

선택을 반영하는 2단계 선택모형의 개발 연구

김경찬(1999), “서비스 품질의 통제를 통한 관계

도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마케팅 전략수립," 마케팅연구, 14(4), 91-115.

끝으로, 우리의 계량연구가 계속 발전하려면

김경훈(1991), “저몰입 상품에 대한 상표충성도

소비자 행동에 대한 신뢰성 높은 자료가 축적

와 소비자특성과의 관계," 마케팅연구, 6(1),

되어야 한다. 아직 스캐너 자료나 소비자 패널

82-111.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량

김근배(1996), “밀도추정방식과 LOS 측정치를

적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판단

이용한 다차원전개모형," 마케팅연구, 11(2),

된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들의 과학적 의사결정

23-43.

에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스캐너 자료의 수집,

김근배, 이훈영(1995a), “기준 축의 회전을 고정

관리,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킨 MDS: 포지셔닝맵의 합성에 응용," 마케

여겨진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소비자 다양한

팅연구, 10(1), 1-18.

상황에 맞는 선택모형을 활용하고, 이들을 이용

김근배, 이훈영(1995b), “제품속성간의 계층구조

하여 시장세분화, 시장구조분석을 하고 마케팅

와 연관성 파악을 위한 기법: 비대칭형 다차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에 마케팅은 보다 과학적

원척도법의 응용," 경영학연구, 24(3), 239-264.

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김근배, 이훈영(1998), “컴퓨터에 의해 속성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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