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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we analyze the effects of price discounts and scarcity message (both quantity limitation message 

and time limitation message)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the smart-phone environment. The purchase intention be-

comes higher at high discount rate and with scarcity message (both quantity limitation message and time limitation 

message). We als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sumer's shopping value and distance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store on the effects of price discounts and scarcity message (both quantity limitation message and time limi-

tation message) on the purchase intention. On average, the effects of price discount, time limitation message and 

quantity limitation message on the purchase intention become the highest levels for consumers pursuing hedonic shop-

ping value. The effects of price discount, time limitation message and quantity limitation message on the purchase 

intention become higher when they are offered within a short distance between the coupon provider and the target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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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smart phone)이란 일반 PC와 같이 고

기능의 범용 운 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

바일앱(mobile app.)을 자유롭게 설치,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 폰으로 정의될 수 있다[11]. 과거 

일부 비즈니스 계층과 신성향이 강한 소비자들에 

한정되어 이용되었던 스마트폰은 2008년 7월 애

이 사용편리성이 개선되고 콘텐츠 이용이 용이한 

스마트폰으로서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이용자가 확

되기 시작하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은 

2009년 11월 KT의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속히 

확산되기 시작하 다. 국내에 도입된 지 5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매

우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 6월까지 우리나라 스

마트폰 이용자 수는 3,905만 명으로 같은 시기 이

동 화가입자 수 5,567만 명의 70.1%에 이르고 있

다[55]. 스마트폰은 PC와 같은 운 체제를 탑재하

여 다양한 애 리 이션을 설치, 동작시킬 수 있기

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휴 폰 하나로 인터넷, 멀

티미디어, 사무업무 기능 등을 종합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은 정보이용, 업무처리, 오락, 

쇼핑 등 생활 반에 리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을 격히 바꾸

며 다양한 변화를 견인함으로써 개인의 라이 스타

일의 변화, 신시장/비즈니스 모델의 출 , 기업 간 

경쟁구도의 변화 등을 유발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1]. 이에 따라 스마트폰은 다양한 모바일 애 리

이션 시장을 창출하고, 치기반․개인맞춤 정보 

 고의 제공 등 기업의 마  략 측면에서

도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스

마트폰을 이용한 치기반 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치기반정

보를 활용하여 능동 으로 응함으로써 매우 효

과 인 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19].

스마트폰이 기업의 마  략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이

용자들이 재 다운로드 받는 모바일 앱들  게임 

․오락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78.6%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커뮤니 이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53.5%인 것으로 조사된[11]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아직까지 주로 게임․오락 

는 통신수단 등의 개인 인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

용자의 86.9%가 스마트폰 고를 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 배 고, 메시

지 고, 검색 고 등을 하 고, 모바일 특성이 

결합된 치기반 고를 한 경우는 11.7%에 불

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스마트폰이 개인의 생활 반에 걸쳐 폭 넓게 이

용될 수 있기에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 비즈

니스에 한 연구들은 최근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련 연

구들은 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왜 스마트폰을 이

용하고자 하는지를 규명하기 한 연구들에서 비롯

되었는데, 이러한 스마트폰 채택(수용) 요인들을 밝

히고 있는 연구들로는 배재권, 정화민[12], 정 구, 장

기진[25], 박인곤, 신동희[9], 양일 , 이수 [16], 손

승혜 외[13] 등이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스

마트폰 이용 련 연구들도 단순히 스마트폰 채택

(수용) 요인들을 밝히는데서 나아가 스마트폰 이용

이 주는 가치와 그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에 한 연

구들[17, 29, 30],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 한 채

택과 이용에 한 연구들[2, 3, 7, 18]로 확 되었다.

그러나, 재까지 진행된 스마트폰 이용 련 연

구들 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효과 인 마

략의 실행에 한 연구는 고 매체로서 스마트

폰을 근하고 있는 일부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고 매체로서의 스마트폰에 한 

연구로는 김주란 외[5], 최민욱[28], 한은경, 김좌

[31]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들도 스마트폰을 활용

한 고 실행의 효과 분석보다는 앞서 진행되었던 

스마트폰 채택(수용)이나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채택(수용)의 연장에서 스마트폰 고에 한 채

택(수용)에 주로 집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 련 

연구들과는 달리 스마트폰에 의한 마  기회를 

더 구체 으로 탐색하기 함을 목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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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 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

한 쿠폰 고 실행의 효과 분석에 집 하여, 스마트

폰을 활용한 마  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격할인과 희소성

메시지(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 등의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해당 제품에 

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소비자가 추구하는 

쇼핑가치  소비자와 쿠폰을 발행한 포간의 거

리에 따른 조 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스마트폰 쿠

폰 고 실행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연구

배경을 고찰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 3장에

서는 연구설계와 함께 련 변수들의 수집  추

정을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 실험설계

에 한 조작검정 결과를 제시하 다. 이어서 제 4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에 한 검정

결과를,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을 

제시하 다.

2. 연구배경  가설

2.1 스마트폰 쿠폰 고의 실행요인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치기반 쿠폰 고는 일반

인 쿠폰 고의 주된 실행요인인 가격할인과 함께 

소비자의 치기반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는 서

비스)에 한 지리 인 근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선별하여 시간한정  수량한정 등 희소성 

소구의 효과를 극 화한 쿠폰 고를 제공할 수 있다.

쿠폰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 는 서비

스)에 하여 할인  무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

매동기를 유발하기 한 로모션 도구로서 Brock 

and Robinson[37]은 소비자에게 가격할인이나 제

품의 무상제공 등의 명시된 가치를 제공하는 증명

물이라 하 으며, Schultz et al.[48]은 쿠폰은 그

것을 소지한 사람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증서라고 정의하 다. 쿠

폰의 효과는 일반 으로 쿠폰할인율에 의해 비교

되는데, 쿠폰할인율은 가격할인을 일정수 에 고정

시킨 객  가격할인으로 Raju and Hastak[46]

은 높은 할인율이 쿠폰에 한 정 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쿠폰이 제공된 상표에 한 호

의  태도  구매의도와 연결된다고 주장하 고, 

양윤 외[15]는 쿠폰이 제공된 가치에 해서는 할

인가격을 통한 쿠폰의 액면가치가 아닌 할인율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는 가격할인을 제시하는 

임과 련하여 사람들은  차이보다는 비율

 차이에 더 의존 이기 때문이라고 하 다.

최근 들어 쿠폰은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인쇄매체 쿠폰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격할인  증정, 교환을 목 으로 제작된 온라인 

쿠폰의 형태로 발 되었고, 온라인 쿠폰은 오 라

인 쿠폰 못지않게 이용률이 증가하 으며 일방향

이었던 쿠폰에서 배포 단계에서부터 마  

리자와 소비자 사이에 방향 인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쿠폰의 형태로 발 하 다[26].

한편, 치기반 쿠폰 고는 소비자의 치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는 서비스)이 제공되는 

치( 포 등)에 물리 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잠

재 고객들을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단

순한 온라인 쿠폰과도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치기반 쿠폰 고에서는 포에 인 한 소비자들

이 더 효과 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희소성메시지

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쿠폰에 의한 가격할

인 효과는 희소성메시지와 결합되어 더 높은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다[21].

희소성(scarcity)은 제품이 부족하거나 제품 구

매를 제한하는 경우 제품이 희소하다고 느끼는 것

으로[45], 희소성은 제품  제품 구매기회에 한 

지각된 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39]. 희소성은 제

한 인 공 에 기인한 공 측면의 희소성과 많은 

수요로 인하여 매량이 제한 일 수 있는 수요측

면의 희소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52, 53], 공

측면에서의 희소성은 시 인 소비와 결합될 경

우에 효과 인 반면 수요측면에서의 희소성은 

시 이지 않은 소비에서 효과 이다[41]. 시  소

비가 요한 제품에서 공 측면의 희소성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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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소비자의 독특성에 한 욕구로도 설명

될 수 있다[50]. Snyder[50]에 의하면 독특성에 

한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이 희소성 있는 제품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본 연구에서는 희소성의 두 가지 측면 에서 

매 진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수요측

면의 희소성을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매

진에서 많이 이용되는 희소성메시지는 제품을 구

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는 수량한정메시지와 

제품을 구매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시간한정메시지

로 구분될 수 있다[39]. TV홈쇼핑과 같이 실시간

으로 소비자와 반응할 수 있는 고 매체를 통

하는 경우에는 김진병, 도성실[6]의 연구와 같이 

수량이나 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을 장감 있게 보

여 으로써 효과를 더욱 극 화 시킬 수 있다. 희

소성과 유사하게 쿠폰의 상환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용되기도 한다[8, 10].

2.2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쿠폰 고의 가격할인에 한 효과에 한 연구로 

Reibstein and Traver[47]은 쿠폰의 액면가가 높

을수록 상환률이 높게 나타남을, Bawa and Shoe-

maker[34]는 상환률은 쿠폰할인가격에 따라 증가

함을 보여주었다. 이유재, 김학균[20]은 소비자가 쿠

폰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후회감이 구매

안에 한 구매의도를 낮추고, 구매를 다음 기회로 

미루려는 연기의도를 높이는 것을 실증하 는데, 

이는 가격할인과 같은 쿠폰이 주는 실제  혜택이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상

, 정유성[8]은 코 일 쿠폰을 상으로 할인율과 

상환기간 간의 연 성을 분석하여 할인으로 인한 

경제  이득이 증가할수록 쿠폰의 상환이 빨라진

다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 다.

희소성메시지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구매 가능성

을 제한함을 알림으로써 제품의 희소가치를 강조

하고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진시킬 수 있다[36]. 

이러한 희소성메시지는 구매 가능한 수량이나 시

간을 제한하고 심리  압박감을 일으킴으로써 비

희소성메시지보다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이며, 지

불의향가격  구매제품에 한 평가 등에서도 

정 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53, 54]. Swain et 

al.[51]의 연구에서는 시간한정은 합리 인 측면에

서는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어 거래 가치를 하락시

키는 부정  효과가 있는 반면 감정 인 측면과 

본능 인 측면에서는 가격할인기회를 상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회나 시 성으로 인하여 구매의

도를 높이는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시간한정소구의 양면 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치기

반 쿠폰 고의 주요 실행요인인 가격할인(쿠폰할인

률)과 두 가지의 희소성메시지(수량한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 인 효

과를 검정하고가 다음의 가설 1을 제시하 다.

가설 1：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은 구매의

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1-1：스마트폰 쿠폰 고에서 제시된 가격할

인폭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구

매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스마트폰 쿠폰 고에서 수량한정메시지

가 제시된 경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보다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스마트폰 쿠폰 고에서 시간한정메시지

가 제시된 경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보다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2.3 소비자가 추구하는 쇼핑가치에 따른 

쿠폰 고 효과의 차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의 치기반정보와 결

합되어 제공될 쿠폰 고는 소비자에게 가격할인에 

의한 실제 인  혜택과 함께 오락 인 재미를 

함께  것으로 기 되며, 이에 따라 치기반 쿠폰

고의 가격할인에 의한 실용 가치와 함께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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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문 한정된 메시지나 로모션에 반응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쾌락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 으로 소비자가 추구하는 쇼핑가치는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33]. 실용

가치에 의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이성 이

고, 기능 이며 합리 인 동기에 의하여 소비 행동

을 하는데 반하여, 쾌락 가치에 의하여 제품을 선

택하는 소비자는 감정 , 체험  동기에 의해 소비 

행동을 한다. Babin et al.[33]은 쾌락 가치 집단

은 제품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재미와 즐거움을 

요시함을 밝혔으며, Gabler and Reynolds[40]은 

벼룩시장  백화  상황을 가정한 연구를 통해 희

소성이 감정 가치를 발생시켜 구매의도를 증가시

킨다고 밝힘으로써 희소성과 소비자의 감정  측

면을 통해 효과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치기반 쿠폰 고가 실용

가치와 함께 쾌락 가치를 제공함에 따라 스마트

폰 치기반 쿠폰 고는 실용 가치 집단보다 쾌락

가치 집단에서 더 효과 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 된

다. 한, 실용 가치 집단은 실질 인 혜택과 직

으로 련된 가격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으로, 쾌락 가치 집단은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희

소성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치

기반 쿠폰 고의 주요 실행요인인 가격할인(쿠폰

할인률)과 두 가지의 희소성메시지(수량한정메시지

와 시간한정메시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

인 효과가 소비자의 쇼핑가치(실용 가치 ⇔ 쾌락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정하

고자 다음의 가설 2를 제시하 다.

가설 2：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

도에 미치는 향은 소비자의 쇼핑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할인 효과는 

쾌락 가치 집단보다 실용 가치 집단

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스마트폰 쿠폰 고의 수량한정메시지 

효과는 실용 가치 집단보다 쾌락 가

치 집단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스마트폰 쿠폰 고의 시간한정메시지 

효과는 실용 가치 집단보다 쾌락 가

치 집단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2.4 거리에 따른 쿠폰 고 효과의 차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소비자의 치기반정보와 결

합되어 제공될 쿠폰 고의 효과는 소비자와 쿠폰이 

제시되는 포 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리는 소비자가 포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요한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표 인 포선택

모형인 Huff 모형[43, 44]은 소비자의 특정 포에 

한 효용이 포의 크기와 포까지의 거리에 의

해 결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포에 한 효용은 

포의 매장면 이 클수록 증가하고, 포까지의 거

리가 멀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률  모형을 이용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포선택

에서 거리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42, 49]. 국내 연

구에서도 달 , 김용환[22]는 MNL(multinomial 

logit) 모형으로 추정된 소비자의 할인 에 한 선

택확률이 포까지의 거리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

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채명수, 서옥순[27]은 거

리의 근 성, 교통의 편리한 등으로 측정된 근성

이 SSM(super supermarket)에 한 지각된 품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치정보에 기반

하여 쿠폰 고를 효과 으로 목표고객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극 으로는 스마트폰에서 푸시기

법을 이용하여 쿠폰 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매장

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치한 고객에게 치기반

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소비자 

치를 고려한 모바일 쿠폰의 상황  제공성은 모

바일 쿠폰의 이용의도를 높이는 요한 요인으로 

악되었다[24]. 이에 따라 스마트폰 환경에서 소

비자의 치기반정보와 결합되어 제공될 쿠폰 고

는 소비자와 쿠폰 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매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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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

거리쇼핑가치

구매의도

H1-1

H1-2

H1-3
H2-2

H2-1 H2-3

H3-2

H3-1 H3-3

[그림 1] 연구모형

의 거리가 먼 경우보다 가까운 경우에 더 높은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치

기반 쿠폰 고의 주요 실행요인인 가격할인(쿠폰

할인률)과 두 가지의 희소성메시지(수량한정메시

지와 시간한정메시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

인 효과가 거리(가까운 거리 ⇔ 먼 거리)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정하고자 다음의 

가설 3을 제시하 다.

가설 3：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

도에 미치는 향은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1：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할인 효과는 

거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까운 경

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2：스마트폰 쿠폰 고의 수량한정메시지 

효과는 거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

까운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3：스마트폰 쿠폰 고의 시간한정메시지 

효과는 거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

까운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1, 가설 2  가설 3에 따른 연

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3. 연구설계  측정

3.1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제 2장에서 제시된 연구가설들을 

검정하기 해 커피 문 을 상으로 스마트폰 쿠

폰 고 실행요인인 가격할인, 시간한정메시지, 수량

한정메시지 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과 스마

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소비자특성인 쇼핑가치와 스마트폰 이용

특성인 거리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2
3-1
×2 실험설계모

형을 용하 다. 23-1×2 실험설계에서 23-1은 스마

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인 가격할인, 시간한정메시

지, 수량한정메시지에 한 부분요인설계(fractio-

nal factorial design)[35]를 의미하며 2는 거리가 가

깝고 먼 것에 따른 조작을 의미한다. 실험설계에 따

른 총 8개 집단별로 30명 내외의 총 229명의 학생

들을 상으로 각 응답자는 하나의 집단에만 속하

게 하고, 각 집단에 맞게 인쇄물로 제작된 스마트

폰 쿠폰 고를 제시한 다음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

을 측정하 다. 실험에서 제시된 쿠폰 고는 인쇄

물로 제작되었으나 스마트폰 이용환경과 가능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스마트폰 이용화면과 

유사하게 제작하 고, 쿠폰 고를 실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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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설계(23-1×2) 집단  집단별 표본 수

집단
쿠폰 고 실행요인

거리 표본 수(총 229)
가격할인 수량한정 시간한정

1
20%

수량한정 없음 시간한정 없음

가까운 거리
(200m)

27

2 수량한정 있음 시간한정 있음 26

3
50%

수량한정 없음 시간한정 있음 28

4 수량한정 있음 시간한정 없음 30

5
20%

수량한정 없음 시간한정 없음

먼 거리
(1,200m)

30

6 수량한정 있음 시간한정 있음 30

7
50%

수량한정 없음 시간한정 있음 28

8 수량한정 있음 시간한정 없음 30

<표 2> 구성개념 별 측정변수

구 분 구성개념 측정변수

쿠폰
고

실행
요인

가격할인

Price1：제시된 할인율은  혜택이 많다고 생각한다.

Price2：제시된 할인율을 통해 충분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Price3：제시된 할인율로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매력 이다.

Price4：제시된 할인율로 매장을 방문하는 것에 해 호감이 간다.

희소성

Scar1：평소 보기 드문 혜택의 고내용이다.

Scar2：평소 이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다.

Scar3：평소 얻기 쉽지 않은 쿠폰이라는 압박감을 느껴 빨리 사야할 것 같다.

근편의성

Conv1：매장까지의 거리는 가깝다.

Conv2：매장을 방문하기에 은 시간이 들 것이다.

Conv3：매장에 근하기가 편리하다.

쇼핑
가치
요인

쾌락 가치

Hedo1：구매와 상 없이 커피 문 에 한 정보탐색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다.

Hedo2：새로운 커피 문 을 탐색하는 것은 즐겁다.

Hedo3：커피 문 에 한 탐색을 통해 일상에서 탈출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Hedo4：신규커피 문 이 있으면 당장 방문하지 않더라도 탐색을 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실용 가치
Util1：나는 합리 이고 리하게 커피 문 을 이용한다.

Util2： 은 노력으로 만족할만한 커피 문 을 찾아낸다.

구매의도

PI1：나는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PI2：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PI3：구매를 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조작된 커피 문 도 응답자들이 응답하는 장에

서 가까운 거리에 실제 존재하는 커피 문 을 

상으로 가상의 쿠폰 고를 제시하 다.

<표 1>의 실험설계에서 가격할인은 20%로 제

시된 낮은 수 의 가격할인과 50%로 제시된 높은 

수 의 가격할인으로 구분되었고, 희소성메시지는 

쿠폰에 의한 20% 는 50%의 로모션이 제공되

는 상황에서 수량한정메시지는 정해진 쿠폰의 수량 

15매의 1/3인 5매가 남은 상황을 가정하 고, 시간

한정메시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로모션 시간 4시간의 1/3인 1시간 20분이 남은 상

황을 가정하 다. 거리는 동일한 랜드의 커피

문  2곳을 상으로 응답자들이 설문을 응답하는 

곳에서부터 측정한 실제 거리를 반 하여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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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탐색요인분석  신뢰성분석 결과

구 분 구성개념 측정변수
요인 재량

Cronbach-α
요인 1 요인 2 요인 3

쿠폰
고

실행
요인

가격할인

Price1 .830 .057 .204

.890
Price2 .881 .055 .092

Price3 .814 .227 .200

Price4 .837 .211 .171

희소성
Scar1 .213 .106 .878

.789
Scar2 .208 .083 .880

근편의성

Conv1 .124 .946 .030

.942Conv2 .130 .936 .117

Conv3 .170 .912 .107

기 고유값 4.199 2.016 1.174

 Communality(%) 33.071 63.329 82.107

쇼핑
가치
요인

쾌락 가치

Hedo1 .857 .196

.916
Hedo2 .908 .207

Hedo3 .874 .123

Hedo4 .870 .167

실용 가치
Util1 .296 .818

.706
Util2 .071 .901

기고 유값 3.593 1.184

 Communality(%) 52.879 79.614

구매
의도
요인

구매의도

PI1 .932

.919PI2 .937

PI3 .915

기 고유값 2.586

 Communality(%) 86.185

거리는 200m로, 먼 거리는 1,200m로 설정하 다.

각 집단별 응답자들로부터 측정한 변수들은 먼

 각 집단별로 제시된 쿠폰 고 상황에 한 조작

검정을 해 가격할인에 따른  혜택에 한 

인지, 수량한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에 따른 희

소성에 한 지각, 거리에 따른 근편의성에 한 

평가 등의 변수들과 각 응답자들의 쇼핑가치를 측

정하기 한 변수들  각 응답자들의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한 변수들로 구분된다.

<표 2>는 가격할인혜택, 희소성메시지, 근편

의성, 쇼핑가치, 구매의도 등의 구성개념들을 추정하

기 해 도입한 측정변수들을 나타내고 있다. 측정

변수들  가격할인, 희소성메시지  근편의성 등

에 한 측정변수는 이유재, 김학균[20], 김재휘, 부

수 [4], 채명수, 서옥순[27] 등의 연구들을 참고하

여 선정하 고, 쇼핑가치에 한 측정변수는 Car-

penter[38], 안 호, 이윤주[14] 등의 연구들을 참

고하여 선정하 다.

3.2 신뢰성  타당성 검토

측정변수들로 부터 각 구성개념을 신뢰성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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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확인요인분석 결과

경 로 표 화계수 AVE C.R.

Price1
Price2
Price3
Price4

<---
<---
<---
<---

가격할인

0.677
0.707
0.907
0.921

0.657 0.873

Scar1
Scar2

<---
<---

희소성
0.831
0.785

0.653 0.723

Conv1
Conv2
Conv3

<---
<---
<---

근편의성
0.933
0.939
0.887

0.846 0.911

Hedo1
Hedo2
Hedo3
Hedo4

<---
<---
<---
<---

쾌락 가치

0.842
0.935
0.813
0.836

0.736 0.896

Util1
Util2

<---
<---

실용 가치
0.952
0.574

0.618 0.754

PI1
PI2
PI3

<---
<---
<---

구매의도
0.904
0.908
0.860

0.794 0.898

  = 292.33, d.f. = 120, p < 0.001, /d.f. = 2.436.

RMSEA = 0.079, GFI = 0.881, AGFI = 0.83, NFI = 0.905, CFI = 0.941.

타당하게 잘 추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 신뢰

성분석과 탐색요인분석, 확인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희소성과 련된 하나의 측정변

수(Scar3)는 제거되었다.

각 구성개념들을 추정하기 한 탐색요인 분석 결

과의 각 측정변수들에 한 요인 재량값과 신뢰

성분석 결과의 Cronbach-α 값은 <표 3>과 같다. 

신뢰성분석결과 모든 구성개념들에 한 Cronbach 

-α값들이 0.7 이상으로 나타나고, 각 구성개념을 추

정하기 한 탐색요인분석결과의 성분행렬의 요인

재량값도 모두 0.8 이상의 높은 값을 보 다.

각 구성개념들과 측정변수들 간의 확인요인분석

을 수행한 결과 각 구성개념들로부터 측정변수들

에 한 표 화된 계수값, 각 구성개념들에 한 평

균분산추출값(AVE), 수렴타당성을 한 CR값, 구

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 등은 <표 4>, <표 5>와 

같다. 확인요인분석 결과 반 인 모형의 합성

은 -검정에 한 유의확률(p-값)은 낮고, RMSEA

값과 GFI, AGFI값이 기 치에 비해 각각 조  

높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NFI값과 CFI값

은 0.9 이상으로 합하게 나타났다. 각 구성개념

들에 한 AVE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고, 

CR값도 0.7 이상을 나타내며, 모든 구성개념들 간

의 상 계수값도 AVE값의 제곱근값보다 작게 나

타나서 측정변수들로부터의 각 구성개념에 한 

추정이 신뢰성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3 실험설계에 한 조작검정

본 연구의 23-1(가격할인, 수량한정, 시간한정)× 

2(거리) 실험설계가 효과 으로 조작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해 가격할인폭이 다른 집단들이 각각 가

격할인에 의한 혜택을 차별 으로 느끼는지, 수량

한정  시간한정 여부에 따른 집단들이 희소성을 

차별 으로 느끼는지, 거리가 다른 집단들이 각각 

제시된 거리에 따른 근편의성을 차별 으로 느

끼는지를 <표 6>에서와 같이 각 집단별 차이를 

보이기 한 t-검정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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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수

가격할인 희소성 근편의성 쾌락 가치 실용 가치 구매의도

가격할인 0.811 　 　 　 　 　

희소성 0.489 0.808 　 　 　 　

근편의성 0.360 0.255 0.920 　 　 　

쾌락 가치 0.146 0.107 -0.056 0.858 　 　

실용 가치 0.188 0.049 0.018 0.479 0.786 　

구매의도 0.592 0.439 0.265 0.262 0.377 0.891

주) 각선은 AVE의 제곱근 값을 의미함.

<표 6> 실험설계에 한 조작검정

 (a) 가격할인폭이 다른 두 집단 간의 가격할인 요인값의 차이 검정

분산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단측)

등분산 1.948 .164 -5.529 227 < .001

이분산 　 　 -5.523 223.948 < .001

 (b) 수량한정메시지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희소성 요인값의 차이 검정

분산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단측)

등분산 .678 .411 -1.718 227 .044

이분산 　 　 -1.717 224.654 .044

 (c) 시간한정메시지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희소성 요인값의 차이 검정

분산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단측)

등분산 18.458 < 0.001 -1.660 227 .049

이분산 　 　 -1.671 211.610 .048

 (d) 거리에 따른 두 집단 간의 근편의성 요인값의 차이 검정

분산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등분산 3.588 .059 14.450 227 < 0.001

이분산 　 　 14.540 225.567 < 0.001

가격할인폭이 각각 20%와 50%로 제시된 두 집단

에서 추정된 가격할인 요인값의 평균은 각각 -0.348, 

0.339로 <표 6>(a)의 t-검정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50%의 가격할인이 제시된 집단이 20%의 가격

할인이 제시된 집단에 비해 가격할인 요인값이 유

의하게(p값 < 0.001) 높게 나타났다.

수량한정메시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제시

된 두 집단에서 추정된 희소성 요인값의 평균은 각

각 -0.115, 0.112로 <표 6>(b)의 t-검정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수량한정메시지가 제시된 집단이 수

량한정메시지가 제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희소성 

요인값이 유의하게(p값 = 0.044) 높게 나타났다.

시간한정메시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제시

된 두 집단에서 추정된 희소성 요인값의 평균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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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격할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a) 가격할인별 구매의도 요인값

구 분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20% 가격할인 113 -.165  .930 .088

50% 가격할인 116  .161 1.042 .097

 (b) 가격할인별 구매의도 요인값 차이 검정

분산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단측)

등분산 1.118 .292 -2.494    227 .007

이분산 　 　 -2.498 225.297 .007

<표 8> 수량한정메시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a) 수량한정메시지별 구매의도 요인값

구 분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수량한정메시지 없음 113 -.117 .992 .093

수량한정메시지 있음 116  .114 .999 .093

 (b) 수량한정메시지별 구매의도 요인값 차이 검정

분산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단측)

등분산 .046 .830 -1.755    227 .040

이분산 　 　 -1.755 226.916 .040

각 -0.107, 0.112로 <표 6>(c)의 t-검정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시간한정메시지가 제시된 집단이 시

간한정메시지가 제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희소성 

요인값이 유의하게(p값 = 0.048) 높게 나타났다.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로 조작된 두 집단에서 추

정된 근편의성 요인값의 평균은 각각 0.718, 

-0.664로 <표 6>(d)의 t-검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까운 거리로 조작된 집단이 먼 거리로 조

작된 집단에 비해 근편의성 요인값이 유의하게

(p값 < 0.001) 높게 나타났다.

4. 가설검정

4.1 가설 1의 검정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를 높

일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정하기 하여 스마트폰 쿠

폰 고 실행요인별로 구분되는 두 집단에서의 구

매의도 요인값의 차이가 유의 인지를 분석하 다.

스마트폰 쿠폰 고에서 제시된 가격할인폭이 높

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

라는 가설 1-1에 한 검정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매의도 

요인값은 50%의 가격할인이 제시된 경우가 20%

의 가격할인이 제시된 경우보다 유의하게(p값 = 

0.007) 높게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될 수 있다.

스마트폰 쿠폰 고에서 수량한정메시지가 제시

된 경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의도가 높

아질 것이라는 가설 1-2에 한 검정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매의도 요인값은 수량한정메시지가 제시된 경우

가 수량한정메시지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유

의하게(p값 = 0.04) 높게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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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간한정메시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a) 시간한정메시지별 구매의도 요인값

구 분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시간한정메시지 없음 117 -.135 1.026 .095

시간한정메시지 있음 112  .141 .956 .090

(b) 시간한정메시지별 구매의도 요인값 차이 검정

분산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단측)

등분산 1.541 .216 -2.106    227 .018

이분산 　 　 -2.109 226.842 .018

스마트폰 쿠폰 고에서 시간한정메시지가 제시

된 경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의도가 높

아질 것이라는 가설 1-3에 한 검정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매의도 요인값은 시간한정메시지가 제시된 경우

가 시간한정메시지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유

의하게(p값 = 0.018) 높게 나타나 가설 1-3은 채

택될 수 있다.

4.2 가설 2의 검정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

치는 향은 소비자의 쇼핑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는 가설 2를 검정하기 하여 먼  응답자들이 

답한 쇼핑가치 련 문항들로부터 추정한 쾌락 가

치 요인값과 실용 가치 요인값을 이용한 군집분석

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 결과 총 229명의 응답자들

은 쾌락 가치 집단(91명), 실용 가치 집단(77명) 

 가치 집단(61명)의 3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쾌락 가치 집단의 쾌락 가치 요인값 평균과 실

용 가치 요인값 평균은 0.998과 0.179로, 실용

가치 집단의 쾌락 가치 요인값 평균과 실용 가

치 요인값 평균은 -0.829와 0.701로, 가치 집단

의 쾌락 가치 요인값 평균과 실용 가치 요인값 

평균은 -0.443과 -1.153으로 나타났다. 쾌락 가치 

집단의 쾌락 가치 요인값 평균(0.998)은 나머지 두 

집단의 쾌락 가치 요인값 평균(-0.658)보다 유의

하게(p값 < 0.001) 크게, 실용 가치 집단의 실용

가치 요인값 평균(0.701)은 나머지 두 집단의 실

용 가치 요인값 평균(-0.355)보다 유의하게(p값 

< 0.001) 크게 비될 수 있다.

가설 2에 한 검정은 <표 10>의 쇼핑가치에 

따라 쿠폰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산분석의 결과와 [그림 2]의 쇼핑가치에 

따른 쿠폰실행요인별 구매의도 요인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할인 효과는 쾌락 가

치 집단보다 실용 가치 집단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1에 한 검정결과는 <표 10> 

(a)와 같이 나타났다. <표 10>(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격할인과 쇼핑가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p값 = 0.329)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쇼핑가치의 주효과는 유의한(p값= 0.001)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쇼핑가치의 주효과는 [그

림 2]에서와 같이 쾌락 가치나 실용 가치 집단

이 가치 집단에 비해 평균 으로 가격할인에 크

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림 2]에서

와 같이 집단별 구매의도 요인의 평균은 낮은 수

(20%)의 가격할인이 제시된 경우에는 쾌락 가

치 집단, 실용 가치 집단, 가치 집단 순으로 높

게 나타나고, 높은 수 (50%)의 가격할인이 제시

된 경우에는 실용 가치 집단, 쾌락 가치 집단, 

가치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격할인

의 효과는 비록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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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쇼핑가치에 따라 쿠폰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산분석

 (a) 가격할인：R2 = .094(수정된 R2 = .070)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모형 16.514a 6 2.752 2.902 .010

수량한정메시지 1.837 1 1.837 1.937 .165

쇼핑가치군집 13.100 2 6.550 6.906 .001

수량한정메시지×쇼핑가치 .711 2 .355 .375 .688

오차 211.486 223 .948 　 　

합계 228.000 229 　 　 　

 (b) 수량한정메시지：R
2
 = .072(수정된 R

2
 = .047)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모형 16.514a 6 2.752 2.902 .010

수량한정메시지 1.837 1 1.837 1.937 .165

쇼핑가치군집 13.100 2 6.550 6.906 .001

수량한정메시지×쇼핑가치 .711 2 .355 .375 .688

오차 211.486 223 .948 　 　

합계 228.000 229 　 　 　

 (c) 시간한정메시지：R
2
 = .073(수정된 R

2
 = .048)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모형 16.542a 6 2.757 2.907 .009

시간한정메시지 1.942 1 1.942 2.047 .154

쇼핑가치 12.138 2 6.069 6.400 .002

시간한정메시지×쇼핑가치 .565 2 .282 .298 .743

오차 211.458 223 .948 　 　

합계 228.000 229 　 　 　

않지만 실용 가치 집단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

나고, 쾌락 가치 집단에서 가장 둔감하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쿠폰 고의 수량한정메시지 효과는 실

용 가치 집단보다 쾌락 가치 집단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2에 한 검정결과는 <표 

10>(b)와 같이 나타났다. <표 10>(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량한정메시지와 쇼핑가치 간의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p값 = 0.688) 가설 2-2

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쇼핑가치의 주효과는 유의

한(p값 = 0.001)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쇼핑가

치의 주효과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쾌락 가치나 

실용 가치 집단이 가치 집단에 비해 평균 으

로 수량한정메시지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집단별 구매의도 요인의 평균은 수량

한정메시지에 상 없이 쾌락 가치 집단, 실용 가

치 집단, 가치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쿠폰 고의 시간한정메시지 효과는 실

용 가치 집단보다 쾌락 가치 집단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3에 한 검정결과는 <표 

10>(c)와 같이 나타났다. <표 10>(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한정메시지와 쇼핑가치 간의 상호

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p값 = 0.743) 가설 2-3

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쇼핑가치의 주효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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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쇼핑가치에 따른 쿠폰실행요인별 구매의도 요인값의 차이

한(p값 = 0.002)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쇼핑가치

의 주효과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쾌락 가치나 

실용 가치 집단이 가치 집단에 비해 평균 으

로 시간한정메시지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집단별 구매의도 요인의 평균은 시간

한정메시지에 상 없이 쾌락 가치 집단, 실용 가

치 집단, 가치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설 2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쿠폰 고에 의한 구매의도는 

체 으로 쾌락 가치 집단과 실용 가치 집단이 

가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할

인과 쇼핑가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

으나(p값 = 0.329) 실용 가치 집단은 가격할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낮은 수 의 가격할인에서는 

쾌락 가치 집단에 비해 구매의도가 크게 낮았던 

실용 가치 집단이 높은 수 의 가격할인에서는 쾌

락 가치 집단보다 약간 높은 수 의 구매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쾌락 가치 집단은 수량한

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가 제시된 경우에 효과

으로 반응하여 실용 가치 집단보다 약간 높은 

수 의 구매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쿠폰 고를 소비자의 특성

에 따라 더 효과 으로 실행하기 해서는 실용

가치 집단에 해서는 더 큰 폭의 가격할인을 제

시하여 실질 인 혜택을 높게 하고, 쾌락 가치 집

단에 해서는 수량한정메시지나 시간한정메시지

와 같은 희소성메시지를 결합함으로써 재미를 느

끼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가설 3의 검정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

치는 향은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3

에 한 검정은 <표 11>의 거리에 따라 쿠폰실행

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산분

석의 결과와 [그림 3]의 거리에 따른 쿠폰실행요

인별 구매의도 요인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할인 효과는 거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1에 한 검정결과는 <표 11>(a)

와 같이 나타났다. <표 11>(a)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가격할인과 거리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p값 = 0.318)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그러

나 거리의 주효과는 유의한(p값 = 0.006)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리의 주효과는 [그림 3]에서와 

같이 가까운 거리가 먼 거리에 비해 가격할인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 구매

의도 요인의 평균은 가격할인의 정도에 상 없이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쿠폰 고의 수량한정메시지 효과는 거

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2에 한 검정결과는 <표 

11>(b)와 같이 나타났다. <표 11>(b)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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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거리에 따라 쿠폰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분산분석

(a) 가격할인：R2 = .063(수정된 R2 = .046)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모형 14.393a 4 3.598 3.790 .005

가격할인 5.961 1 5.961 6.279 .013

거리 7.282 1 7.282 7.670 .006

가격할인×거리 .951 1 .951 1.002 .318

오차 213.607 225 .949 　 　

합계 228.000 229 　 　 　

 (b) 수량한정메시지：R
2
 = .063(수정된 R

2
 = .046)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모형 14.257a 4 3.564 3.752 .006

수량한정메시지 3.432 1 3.432 3.612 .059

거리 7.658 1 7.658 8.062 .005

수량한정메시지×거리 3.422 1 3.422 3.602 .059

오차 213.743 225 .950 　 　

합계 228.000 229 　 　 　

 (c) 시간한정메시지：R
2
 = .064(수정된 R

2
 = .047)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모형 14.588a 4 3.647 3.845 .005

시간한정메시지 4.590 1 4.590 4.839 .029

거리 7.809 1 7.809 8.234 .005

시간한정메시지×거리 2.597 1 2.597 2.738 .099

오차 213.412 225 .948 　 　

합계 228.000 229 　 　 　

바와 같이 수량한정메시지와 거리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여(p값 = 0.059) 가설 3-2는 채택되

었다. 한 거리의 주효과도 유의한(p값 = 0.005)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리의 주효과는 [그림 3]

에서와 같이 가까운 거리가 먼 거리에 비해 수량

한정메시지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집단별 구매의도 요인의 평균은 수량한정메시

지에 상 없이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량한정메시지와 거리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수량한정메시지가 먼 거리에서 제시

될 경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제시될 경우 구매의

도가 훨씬 더 민감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쿠폰 고의 시간한정메시지 효과는 거

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3에 한 검정결과는 <표 

11>(c)와 같이 나타났다. <표 11>(c)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시간한정메시지와 거리 간의 상호작용효

과는 유의하여(p값 = 0.099) 가설 3-3은 채택되었

다. 한 거리의 주효과도 유의한(p값 = 0.005)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리의 주효과는 [그림 3]

에서와 같이 가까운 거리가 먼 거리에 비해 시간

한정메시지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집단별 구매의도 요인의 평균은 시간한정메시

지에 상 없이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순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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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거리에 따른 쿠폰실행요인별 구매의도 요인값의 차이

나타났다. 특히, 시간한정메시지와 거리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시간한정메시지가 먼 거리에서 제시

될 경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제시될 경우 구매의

도가 훨씬 더 민감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1은 기각되었으나 가설 3-2와 가설 3-3

은 채택되었고,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마

트폰 쿠폰 고에 의한 구매의도는 체 으로 가

까운 거리가 먼 거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 모

도 먼 거리에서 제시된 경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제시된 경우에 구매의도는 더 크게 반응하 다. 

특히 수량한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는 거리와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먼 거리에서 제시된 경우보

다 가까운 거리에서 제시된 경우에 구매의도가 훨

씬 더 크게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쿠폰 고를 거리에 따라 더 

효과 으로 실행하기 해서는 스마트폰 쿠폰 고

가 제공되는 포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치한 

소비자를 선별 으로 목표하고, 목표한 소비자가 

효과 으로 반응할 수 있는 큰 폭의 가격할인, 수

량한정메시지나 시간한정메시지와 같은 희소성메

시지를 결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한계

5.1 연구결과  시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쿠폰 고의 효과를 살펴

보기 하여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로 정

의된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

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과 이들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이 소

비자특성인 쇼핑가치와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반

한 치기반특성인 거리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가격할

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은 구매의도

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고,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소비자의 쇼핑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거리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는 가설 3의 경우, 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

할인 효과는 거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

되었으나, 스마트폰 쿠폰 고의 수량한정메시지 효

과와 시간한정메시지 효과는 거리가 먼 경우보다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2와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채택된 가설 1에 의하면 쿠

폰 고의 실행요인들인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들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매우 유

용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채택된 가

설 3-2와 가설 3-3에 의하면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

행되는 수량한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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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치가 가까운 경우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하 다. 기각된 가설 2와 련해서

는 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와 쇼핑가치 간의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하지 않으나, 쇼핑가치의 주효과에 의하여 

반 으로 쾌락 가치 집단에서 가격할인, 수량한

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고, 실용 가치 집단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가격할인에 조  더 민감한 경

향을 나타내기도 하 다. 한, 기각된 가설 3-1와 

련해서도 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할인과 거리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으나, 거리의 주효과

에 의해 가까운 거리의 소비자가 먼거리의 소비자

에 비해 가격할인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 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 , 최근 속히 개된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제

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스마트폰의 확산

[9, 12, 13, 16, 25]이나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확

산 [2, 3, 7, 18]에서 진행되었거나, 스마트폰 이

용에 의한 가치와 만족을 설명한[17, 29, 30]것들

이 많았다. 고 매체로서의 스마트폰에 한 연구

들[5, 28, 31]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고의 채택(수

용)에 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 찾기 어려운 스마트폰 쿠폰 고의 효

과를 실증하고 있다는 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한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일반 인 쿠폰 고의 실행요인들인 가격할인, 수량

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와 스마트폰의 치

기반특성인 거리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 략에서 치기반특성

을 고려한 시장세분화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기업은 기존의 오 라

인 마 채 이나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마

채 과는  다른 모바일 환경에서의 마 채

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차 확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근에는 스마트폰과 결합된 소셜커머스(social com-

merce)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환경은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치기반정보를 

활용하여 능동 인 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

다[19]. 이와 같은 환경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련 기업들이 스마트폰 쿠폰 고를 실행함에 있

어 비용 비 더 효과 인 마  략을 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쿠폰 고의 실행요인들인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는 유의

하게 구매의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들 실행요인들

을 더욱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소비자의 

쇼핑가치와 치기반정보를 결합하여 실행될 필요

가 있다. 먼 , 소비자의 쇼핑가치 측면에서 본 연

구에서는 쇼핑가치에 따른 소비자집단을 쾌락 가

치 집단, 실용 가치 집단, 가치 집단으로 구분

하 는데 스마트폰 쿠폰 고의 효과는 쾌락 가치 

집단 > 실용 가치 집단 > 가치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설 2에서 살펴본 스마트폰 

쿠폰 고 실행요인들과 쇼핑가치 간의 상호작용은 

기각됨에 따라 쇼핑가치 집단별로 세부 인 실행

요인을 차별화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나, 쇼핑가

치에 한 유의한 주효과는 효과성 높은 쇼핑가치 

집단을 우선 목표하는 시장세분화 략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치기반정보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3-2와 

가설 3-3을 채택하여 스마트폰 쿠폰 고의 수량한

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의 효과가 가까운 거리

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 확인하 고, 가설 3-1이 

기각됨에 따라 스마트폰 쿠폰 고의 가격할인은 

거리와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 으나 거

리에 한 유의한 주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스마트

폰 쿠폰 고에서 거리를 고려한 치기반정보에 의

한 시장세분화 략이 효과 임을 시사하고 있다. 

쇼핑가치 측면과 치기반정보 측면을 종합하면 

스마트폰 쿠폰 고는 가격할인, 수량한정  시간

한정 등의 희소성메시지의 제시가 모두 유의하게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특히 가까운 거리에 

치한 소비자를 선별 으로 목표하여 실용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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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가격할인을 주된 수단으로 쾌락 가치 집

단은 수량한정메시지나 시간한정메시지와 같은 희

소성메시지를 주된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임을 기 할 수 있다. 한, [그림 2]에서 보

이는 것과 같이 가치 집단은 수량한정  시간

한정 등의 희소성메시지에 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고, 높은 수 의 가격할인에 해서만 구매의도

를 높이는 것으로 악되었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 들은 다음과 같다. 먼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쿠폰 고의 효과를 살

펴보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실제 환

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설문지를 이용

하여 측정하 는데, 향후 실제 실행된 치기반 스

마트폰 고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환경에서의 자

료를 이용한 더 타당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쿠폰 고의 3가지 실행

요인(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 시간한정메시지)과 

거리를 포함한 실험설계에서 실험집단의 수를 통

제하기 한 목 으로 쿠폰 고의 실행요인들 간

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부분요인설계(frac-

tional factorial design)를 용하 다. 실무 으

로 보다 효과성을 높이기 한 목 으로 쿠폰 고

의 실행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면 향후 연구에서는 완 요인 설계(full factorial 

design)를 이용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쿠폰 고의 효과가 소비자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비

자의 쇼핑가치를 고려하 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실행요인들과 쇼핑가치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고, 

쇼핑가치의 주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확인된 쇼핑가치의 주효과를 고려한 쿠폰 고를 

효과 으로 실행하기 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소

비자를 쾌락 가치 집단, 실용 가치 집단  가

치 집단 등으로 구분하기 한 집단별 로 일

(profile)을 구체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쿠폰 고의 효과에 

향을  수 있는 소비자특성을 스마트폰 이용환경 

맥락에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

지  시간한정메시지 등의 스마트폰 쿠폰 고 실

행요인들이 특정 상황에서 갖는 효과의 상  차

이는 거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았

는데, 수량한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의 상  

효과에 한 다수의 기존연구들에서는 수량한정메

시지가 시간한정메시지에 비해 더 효과 인 것으

로 밝 지기도 하 다[21, 23, 32]. 향후 연구에서는 

가격할인, 수량한정메시지와 시간한정메시지의 상

 효과를 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쿠폰 고의 효과

를 여 감성재로 볼 수 있는 커피 문 을 

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여도와 이성재와 감성재 

간의 차이 등 다양한 제품 특성을 반 하여 일반

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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