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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촉진 메시지의 대표적인 유형인 수량

한정 메시지와 시간한정 메시지가 조절초점과 가격할인 유무에 따라 판촉태도

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 보다는 예방초점 메시지

에 대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희소성 메시지가 단순히

조절초점 뿐 아니라 가격할인과 같은 판촉 활동에 의해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보다는 가격할인이라는 메시지가 제시되었을 때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증폭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

할인이라는 추가적인 가치가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핵심주제어 : 희소성 메시지, 조절초점, 가격할인, 판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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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최근 들어 인터넷, 케이블 TV, IP-TV 등을 통한 광

고, 홍보, 판매촉진 등 다양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중에서 뉴미디어 등장으로 인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수

단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촉진이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판매촉진은 제품에 대

한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촉진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구

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판매촉진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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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희소성 메시지(scarcity message)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의지를

촉진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개 한정판매’, 또는

‘3일간 한정판매’ 등의 희소성 메시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능성이 제한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Brock, 1968). 이러한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은 대부분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수량한정 메시지와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시간한정 메시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Cialdini, 1985), 이러한 희소성 메시지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rock, 1968; Fromkin, 1971; Inman, Peter, Raghubir, 1997;

김진병, 도성실, 2000; 배윤경, 이석규, 차태훈, 2005; 박현희, 2010; 강용수, 2010;

최은영, 임지은, 황장선, 2011).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나 소비자들의 개인적, 상황적 변인과 관련된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희소성 메시지 효과의

조절변수로는 관여도 수준,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자기감시 수준,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 등이 연구되면서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

떤 행동(구매 행동 등)을 할 때, 특정 자극에 대한 상황적 동기에 따라 행동 양

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적 동기와 관련된 조절변인에 따라

판촉 상황에서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 검증에 있어서 최근 마케팅 분야 등에서 주

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이라는 변인의 역할에 주

목하였다.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특정 동기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있으며, ‘촉진초점(promotion)' 또는 ’예방초점(prevention)'에 따라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촉진초점은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한 동기

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방초점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거나 향후 처할 가능성

이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동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Higgins,

1998).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동기 중에서 특정 동기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이러한 조절초점은 선천적으

로 소비자 개인의 내재적인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정형화되기도 하지만, 소비자

에게 주어진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Higgins, 1998).

이러한 조절초점은 판매촉진 상황에서는 특히 상황적으로 조작하여 일시적으로

구매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기회를 꼭 누리세요’라는 판촉

메시지는 긍정적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촉진초점 메시지로 동기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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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라는 판촉 메시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거나 예방하고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방초점 메시지로 동기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수량한정 메시

지, 시간한정 메시지)이 조절초점에 따른 조절변인에 따라 판촉태도와 구매의도

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를 규명하

는 데 있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가치(가격할인, 프리미엄, 샘플링

등)가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른 효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

제 온라인에서의 판매촉진 메시지를 보면 이러한 가치 부가적인 혜택이 동시에

제공되어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심리적 혜택을 주어 제품 구매

욕구와 만족감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희소성 메시지의 연구들

은 단순히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수량한정 메시지, 시간한정 메시지)이 가

격판촉(가격할인 有, 가격할인 無)에 따라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차이

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희소성 메시지가 조절초점과 가격할인 판촉에 대해 소비자들

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 이러한 판매촉진 전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브랜드 서비스 제품을 선정하여 실험을 통해 규명하

였다. 이를 통해 희소성 메시지가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희소성(Scarcity)의 개념과 효과

희소성(稀少性)이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물적

수단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한정된 경우’를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이러한 희소성 메시지(Scarcity Message)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구매 가능성이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

하거나 증가시켜 구매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촉진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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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말한다(Brock, 1968; Lynn, 1989; 김진병, 도성실, 2000).

선행 연구들은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김재

휘, 부수현, 2007; 김진병, 도성실, 2000). 즉, ‘수량한정 메시지’, ‘시간한정 메시

지’, ‘구매조건 한정 메시지’, ‘판매장소 한정 메시지’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고 있으나 마케팅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희소성 메시지는 수량한정 메

시지와 시간한정 메시지이다. 먼저 ‘수량한정 메시지’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한정하는 촉진 방법이며, ‘시간한정 메시지’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두어 한정하는 촉빈 방법이다. 이러

한 시간한정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기간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주문 가능한 시간

을 한정하여 희소성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형태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공급부족 상황을 유발하

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정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구매조건 한정 메시지’는 가격 할인이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구매 조건을 한정하는 판촉 형태이며, ‘판매장소 한정 메시지’는 타 유통업체와

의 차별화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매장소를 한정하는 메시지를 통

해 희소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경제학자들은 경

험적으로 희소성은 제품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고 품질에 대한 지각수준을 높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 효과를 다양하게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희소성에 대한 메시지 효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희소성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Kelman, 1953; Knishinsky, 1982; Verhallen

& Robben, 1994 등).

지난 수십여년 간 마케팅 및 심리학 분야에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또한 상당히 중요한 진보를 거듭해

왔다. 초기의 희소성 메시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희소성 메시지 자체의 효

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Kelman, 1953; West, 1975; Simonson,

1992 등). 최근 들어서는 희소성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내재적

조절변수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효과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Jung & Kellaris, 2004; Wu & Hsing, 2006; 전성률,

허종호, 김헌동, 2004; 김재휘, 부수현, 2007 등)

희소성 메시지 효과의 조절변수로는 관여도 수준,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 조

절초점,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 등이 연구되면서 연구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Inman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구매의사 결정에 있어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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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메시지는 중요한 정보원천으로 활용되며, 이러한 희소성 메시지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격할인에 대한 정도 폭이 크거나 인지적 동기 수준이

낮은 경우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Jung과 Kellaris(2004)는 희소성 메시지

에 대한 구매의도 효과는 정보처리 수준과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수준, 제품에

대한 친숙도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성률, 허종호, 김헌동(2004)

은 수량한정 메시지가 시간한정 메시지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을 촉발하

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손실감이 생기기 때문에 구매의

도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Verhallen과

Robben(1994)도 수량한정 메시지가 시간한정 메시지에 비해 제품에 대한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량한정 메시지가 시간한정 메시지에 비해 상징적인

제품 본연의 배타성을 강화시켜 이러한 배타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김진병과

도성실(2000)의 연구에서는 관여도 수준이라는 조절변인에 따라 CATV 홈쇼핑

에서 활용되는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 희소성 메시지의 광고효과에 대해 검증하

였다. 연구결과 저관여 제품에 비해 고관여 제품에서 희소성 메시지의 광고효

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메시지프레이밍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김재휘와 부수

현(2007)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 프레이밍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 프레

이밍에서 희소성 메시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eo

와 Park(2009)은 인지적인 추론과정에서 희소성 메시지를 마케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윤경, 이석규, 차태훈(2004)는 희소성 메시지

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제품지식과 관여도를 설정하여 연구한 결과 시간한정 메

시지의 경우 저지식 집단에 비해 고지식 집단에서 높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량

한정 메시지는 고지식 집단에 비해 저지식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고관여 제품에 비해 저관여 제품에서 한정 메시지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소비자들의 정보처리과정을 통한

최종 구매의사 결정에 있어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이

러한 차이는 다양한 조절변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조절변수들을 규명하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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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

Higgins(1997, 2002)에 의해 제안된 조절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소비자들의 동기와 정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절초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특정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촉진’과 ‘예방’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이 쾌락

을 추구하는 성향은 유사해 보이지만, 목표를 달성해서 얻는 유쾌함이나 안도감

에 접근하는 동기는 서로 상반되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접근 동기

는 개인이 지닌 성향에 따라 다르게 조절되며, 이러한 개인의 성향 조절 초점은

촉진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하였다.

촉진초점은 이득에 접근하려는 자기조절 유형이며, 예방초점은 손실을 회피하

려는 자기조절 유형이다. 즉, 촉진초점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 행동을 통해 긍정

적 결과를 성취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 대

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Higgins, 2002). 촉진초점의 사람

들은 성취, 향상, 증진, 열망과 같은 진취적인 성향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새

로운 상황에 대한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Higgins 등, 1998). 즉, 촉진초

점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

이든 도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행동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에 대해

강한 열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촉진초점의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위해 기꺼

이 위험을 감수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회피적

인 성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방어와 같은 욕구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대해 소극적이고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을 신중하게

분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Friedman & Forster, 2002). 결국, 촉진초점 성향의

개인은 고통이 없는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는 동기성향을 가지는 반면, 예방

초점의 개인은 부정적인 결과가 없는 안전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와 불일치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 성향을 가진다(Crowe & Higgins, 1997; 한광석, 2011).

이러한 조절초점은 개인의 내재적 성격이나 성향과 같이 잘 변하지 않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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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변수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점화시켜 상황적 조작에 의해 촉진

초점이나 방어초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조절초점과 제시되는 자

극의 조절 초점 유형이 서로 일치할 때 대상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조절 일치성 또는 조절 적합성(regulatory fit)이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긍정적인 이득과 관련된 메시지는 촉진초점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이

며, 부정적인 손실과 관련된 메시지는 예방초점 상황에서 더욱 설득적이다.

Zhu와 Levy(2007)는 촉진초점과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서로 상이한 정보처리

를 한다고 하였다. 즉, 촉진초점 성향의 사람들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

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처리 보다는 세부적인 정보들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종합적인 정보처리를 하는 반면,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정보에 대

한 세부적인 내용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개별적인 방식으로 정보처리를 한다

고 하였다. Mogilner 등(2008)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동차 사이트에서 촉진초

점과 예방초점을 조작하여 구매시점과 시간적 거리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구매시점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촉진초점

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간적으로 촉박할 경우에는 예방초점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가설설정

희소성 메시지는 ‘희소하다’고 인식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매력과 가치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증가시킨다(Brock,

1968; Fronkin, 1970; Lynn, 1992). 최근 마케팅 상황에서도 이러한 희소성 메시

지는 ‘한정판 판매’, ‘오늘까지 한정 세일’ 등의 메시지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의 구매나 소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심리적 압

박을 유발하여 구매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희소성 메시지는 일반적으

로 수량을 한정하여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수령한정 메시지’와 시간을 한정

하여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시간한정 메시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Cialdini(1985)는 사람들이 희소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인

과의 경쟁 상황에서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이는 희소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타인과의 경쟁이 유발되면 소유 욕구가 형성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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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시간한정 메시지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주어

진 시간 안에 언제든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한정 메시지보다 타인과의

경쟁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수량한정 메시지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성률, 허종호, 김헌동, 2004; 이준환, 김용준, 성정연,

2010).

이렇듯 희소성 메시지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증가시키며, 특히 시간 한정

메시지보다는 수량한정 메시지의 효과가 높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양

하게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조절 효과에 대

한 연구들은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희소성 메시지가 구매 욕구를 증가시키지만 모든 소비자들에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인 내재적 특성이나 외부적 환경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까지 마케팅 상황에서 희소성 메시지가 다양한 방

식으로 프레이밍 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 즉, 단순히 수량한정 메시지

라 하더라도 희소성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이밍 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적 정보처리 뿐 아니라 심리적 반응까지도 달라진다(김재휘, 부수현, 2007).

예를 들면, “200개 한정, 이번 기회를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라는 경우는 수

량한정 메시지에 촉진초점에 프레이밍 된 상황이며, “200개 한정, 절대 놓치지

마세요!”는 수량한정 메시지에 예방초점에 프레이밍 된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

히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를 수량한정 또는 시간한정 메시지에 대한 효과만을

규명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인지적, 심리적 반응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 메시지의 수량한정, 시간한정 메시지에 촉진초점으로 점화된 메

시지와 예방촉진으로 점화된 메시지의 효과를 동시에 규명하는 것이 마케팅 실

무에서도 매우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절초점은 상황변수와의 조절 적합성에 따라 발현되는 동기 및

행동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Higgins, 1998). 즉, 촉진초점에 점화된 메

시지를 본 사람들은 해당 제품의 메시지가 제시된 상황에서 ‘이득-무이득’의 상

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를 판단하려 할 것이다. 반면, 촉진초점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방촉진에 점화된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손실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낮춰 비

손실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손실-무손실’의 상황에 보다 민간하게 반응할 것이

다(Forster & Higgins, 200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수량한정 메시지와 시간한정 메시지의 효과는

조절초점에 의해 점화된 메시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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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있다. 즉, 촉진초점에 점화된 소비자들에 비해 예방초점에 점화된 소비

자들은 수량한정으로 인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예방촉진에 점화된 소비자들이

촉진촉진에 점화된 소비자들보다 희소성 메시지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하

기 때문이다. 즉, 수량한정 메시지에서는 예방촉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 때문에 시간한정 메시지보다 더 높은 가

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에는 촉진초점에 점화

된 소비자들과 예방촉진에 점화된 소비자들 간의 가치지각 차이는 크게 존재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는 시간한정 메시지에 비해 수량한정 메시

지가 상징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본연의 배타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나 주

어진 시간 내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간한정 메시지는 이

러한 배타성이 감소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효

과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실제 마케팅 상황에서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 가격

할인이나 프리미엄 등 다양한 혜택들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특히 가격 할인

판촉은 소비자들이 가격 할인에 대한 금전적 혜택 뿐 아니라 좋은 품질의 제품

을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심리적 혜택을 주어 제품 구매 욕구와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Dickson과 Sawyer(1990)는 가격할인에 대한 판촉은 소비

자들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할인이 되어 할인금액 만큼의 손실이 감

소된 것으로 구조화 한다고 하였다. 결국, 수량한정 메시지에서는 손실이 감소

되었다라고 인식되어 구조화된 가격할인 판촉이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판

촉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으로 가격할

인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손실감이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판촉보다 더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량한정 메시지에서는 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판촉

메시지보다 가격 할인이 제시된 판촉 메시지에 대해 태도와 구매의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한정 메시지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수량한정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판촉에 대한 태도나 구매의도 간의 차

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수량한정 메시

지/ 시간한정 메시지)에 따라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점화된 광고와 가격

할인이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 간에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아래와 같은 가설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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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에 점화된 메시지에 비해 예방촉

진에 점화된 메시지에 대한 판촉태도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에 점화된 메시지에 비해 예방촉

진에 점화된 메시지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3: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에 점화된 메시지와 예방촉진에

점화된 메시지 간의 판촉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1-4: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에 점화된 메시지와 예방촉진에

점화된 메시지 간의 구매의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1: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 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에 비해

가격할인이 제시된 메시지에 대한 판촉태도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

이다.

가설 2-2: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 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에 비해

가격할인이 제시된 메시지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시간한정 메시지의 가격 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와 가격할인

이 제시된 메시지 간의 판촉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4: 시간한정 메시지의 가격 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와 가격할인

이 제시된 메시지 간의 구매의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수량한정 메시지/ 시간한정 메시지)에 따라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점화된 광고와 가격할인이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 간에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실험은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수량한정 vs. 시간한정)에 따른 조절초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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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초점 vs. 예방초점)과 가격할인의 유무(가격할인 有 vs. 가격할인 無)에 따라

판촉태도와 구매의도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2(희소성 유형: 수량한정, 시간한정) X 2(조절초점: 촉진초점, 예

방초점) X 2(가격할인의 유무: 가격할인 有, 가격할인 無) 피험자간 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Two-Way MANOVA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종속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전제되므로 종속변인별로 ANOVA분석을 반복

하는 것보다 MANOVA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더 타당한 통계분석으로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2. 사전조사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이 될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해 대학생 8명과의

표적집단면접(FGI)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품 선정 기준은 첫째, 피

험자인 대학생들이 낯설지 않고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이어야 하며, 둘째, 가격할인과 관련된 판촉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이면서, 셋째, 제품에 대한 관여도 수

준이나 지식수준 뿐 아니라 가격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모든 피험자에게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자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

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의해 ‘이어폰’, ‘MP3

음원 서비스’, ‘커피 전문점’, ‘온라인 쇼핑몰’의 네 가지 제품군이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가격 할인과 관련된 판촉행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은 ‘이어폰’

과 ‘MP3 음원 서비스’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은 최근 스마트폰이나 MP3기

기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휴대용 기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많아 온라인 음원 다운 사이트에서의 이벤트를 통한 판매촉진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최근 방송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진

행되면서 하이엔드급 휴대용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대한 구매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P3 음원 다운’ 서비스에 하이엔드급 이어폰이라는 부

가 가치가 부여되었을 때 수량한정 메시지와 시간한정 메시지에 따라 촉진촉점

과 예방촉진 간에 어떠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차이를 보이며, 추가적으로 가

격할인의 유무에 따른 메시지 제시에 있어서도 희소성 메시지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이들 제품군을 선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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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브랜드와 관련된 ‘혼돈효과(confounding effect)'를 방지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가상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

상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오히려 현실성이 현저히 낮아 희소성 메시지에 대한

온라인 판매촉진 효과를 자극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제품군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NHN(주)의

마케팅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희소성 메시지를 구

성하는 데 있어 MP3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네이버 Music'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적 가치를 통해 판촉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피험

자인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어폰인 ‘Boss IE2'라는 제품을 선정하였다.

3. 실험물 조작 및 측정

본 실험은 모두 온라인에서 실험과 설문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 사

용할 자극물은 총 8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다(①수량한정/촉진초점/가격有, ②

수량한정/촉진초점/가격無, ③시간한정/촉진초점/가격有, ④시간한정/촉진초점/가

격無, ⑤수량한정/예방초점/가격有, ⑥수량한정/예방초점/가격無, ⑦시간한정/예

방초점/가격有, ⑧시간한정/예방초점/가격無).

먼저 희소성 메시지를 조작화하기에 앞서 판매촉진 메시지를 구성하는 작업

을 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버 마케팅과 음악채널 담당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실제 메시지를 조작하였다. 판매촉진은 2012년 네이버 음악 채널의 1년 이용권

을 일시에 선결제하면 하이엔드급의 이어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메시지로 구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뮤직’의 MP3 40곡을 제공하는 1년 이용권의 가격인

138,600원을 결제하면 시중가 143,000원에 해당하는 ‘Bose IE2'이어폰을 제공하

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희소성 메시지의 자극을 위해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선착순 200명에게만

한정판매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였으며,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이벤트 개시일

자정부터 단 하루만 예약 한정 판매하는 조건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

으로 수량한정 메시지는 ‘선착순 200명 한정판매!’, ‘200명 한정판매하며 이벤트

의 특성 상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라는 한정판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간한정 메시지는 ‘12월 4일 단 하루만 한정 판매’와 ‘이벤트 개시일 자정부터

시작하여 단 하루만 예약 한정 판매합니다’라는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

격할인에 대한 유무를 조작하기 위해 가격할인 제시의 조작물에는 1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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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이용권 138,000원, 이어폰 143,000원으로 총 281,600원이나 138,600원의 가격

할인을 적용한다라는 메시지를 추가하였으나 가격할인에 대한 추가 혜택이 없

는 자극물에는 이러한 가격할인 메시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절초점을 조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절초점은 개인의 내재적 성

향을 측정하는 방식과 피험자가 특정한 동기에 집중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Crowe & Higgins, 1997; 나준희, 최지호, 2005). 본 연구에서는 후자

의 방식으로 조절초점을 조작하였다. 이에 이준환(2010)의 조절초점에 대한 조

작 방법을 참조하여 “이번 기회를 꼭 누리세요”라는 열망에 프레이밍된 촉진초

점과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라는 주의에 프레이밍된 예방촉점으로 메시지

를 조작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에게 이렇게 조작된 조절초점 메시지에 동기화되

도록 촉진초점에 노출된 피험자에게는 해당 메시지를 보고나서 판촉행사를 이

용할 경우 어떠한 ‘기회’가 예상되는지 또는 예방초점에 노출된 피험자에게는

어떠한 ‘손실’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했다.

4. 실험절차 및 측정

본 실험은 모두 온라인상을 통해 진행되었다. 실험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피

험자들은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실험에 대한 안내와 주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실험물이 게재된 가상의 온라인 페이지의 웹사

이트 주소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수량한정 메시지에는 133명의 피험자가 참여하

였으며, 이들에게는 수량한정 메시지에 접속 가능한 이벤트 페이지

(http://music.naver.com/promotion/eventContent.nhn?quantity limited)가 발송되

었으며,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가격할인 또는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촉진초점과 예방초점 자극물에 노출되도록 조절하였다. 반면, 시간한정 메

시지에는 126명의 피험자가 배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시간한정 메시지에 접속

가능한 이벤트 페이지(http://music.naver.com/promotion/eventContent.nhn?time

limited)가 발송되어 접속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무작

위로 가격할인 또는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촉진초점과 예방초점 자극물에

노출되도록 조절하였다.

본 실험에는 234명의 천안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을 제외한 216명의 응답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안내에 따라 실험을 위한 자극물에 노출되고 피험자들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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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서 판촉행사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기회’가 예상되는지 또는 예방초점에

노출된 피험자에게는 어떠한 ‘손실’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후 피험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 참여하기’ 페이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판촉태

도’와 ‘구매의도’의 측정 문항에 응답하는 페이지가 열리면서 해당 질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판촉에 대한 태도 척도는 다섯 개의 7점 양극형용사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한광석, 고한준(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포함된 문항들은

‘믿을 수 있는/믿을 수 없는,’ ‘주의를 끄는/주의를 끌지 않는,’ ‘설득적인/설득적

이지 않는,’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 않는,’ ‘만족스러운/불만족스러운’ 등이다.

또한 구매의도의 측정을 위해서 이상빈, 오병수(1999)의 연구에서 3개의 양극

형용사로 된 7점 척도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구매 척도에 포함된 문

항은 ‘살 것 같지 않은/살 것 같은’, ‘살 가능성이 없는/살 가능성이 있는’, 그리

고 ‘확실히 사지 않을/ 확실히 살 것 같은’이다.

Ⅴ. 연구결과

1. 데이터의 수집 및 조작검증

본 실험에는 대학생 피험자가 참여하여 온라인을 통해 실험이 진행되었다.

총 234명이 참여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나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8명의

응답지를 제외한 216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수량한정 메

시지 소구에는 106명, 시간한정 메시지 소구에는 110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다.

이에 실험설계에 따라 <표 1>과 같이 실험집단이 구성되었다.

<표 1> 요인별 피험자 수

촉진초점 예방초점
Total

가격 有 가격 無 가격 有 가격 無

수량한정 23명 28명 24명 31명 106명

시간한정 27명 32명 29명 22명 110명

Total 50명 60명 53명 53명 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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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설 검증에 앞서 수량한정 메시지와 시간한정 메시지에 대한 실험물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2개 항목으로 구성된

희소성 메시지 유형에 따른 조작검증을 시행하였다. 수량한정 메시지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이 희소성 메시지가 시간한정 메시지(M=2.52, SD=0.69)라고 인식하

기 보다는 수량한정 메시지(M=4.91, SD=0.71)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22.82, df=105, p<.01). 반면, 시간한정 메시지에 노

출된 피험자들은 이 희소성 메시지가 수량한정 메시지(M=3.21, SD=0.98)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시간한정 메시지(M=5.58, SD=1.21)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4.31, df=109, p<.01). 이에 첫 번째 독립변

인인 수량한정 메시지와 시간한정 메시지의 조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한 조절초점인 촉진초점과 예방초점의 조작검증을 위해 3개 항목으로 구성된

문항을 통해 조작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촉진동기에 점화된 피험자들은 해당

자극물이 촉진동기(M=5.40, SD=1.21)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인식하

였다(t=6.58, df=109, p<.01). 반면 예방초점 동기에 점화된 피험자들은 해당 자

극물이 예방동기를(M=4.59, SD=0.91)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인식하

였다(t=4.18, df=105, p<.01). 이에 두 번째 독립변인인 조절초점의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두 개의 종속변인인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판촉태도(α=.84)와 구매의도(α=.92) 모두 만족할 만

한 신뢰도를 보였다.

2. 가설검증

본 연구는 온라인 판매촉진에 있어 희소성 메시지의 유형(수량한정 메시지/

시간한정 메시지)에 따라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점화된 광고와 가격할인

이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 간에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차이

가 나타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희소성 메시지 유형(수

량한정/ 시간한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조절변인인 조절초점(촉진초점/ 예방초

점)과 가격할인 유무(가격할인 有/ 가격할인 無)에 따라 종속변인인 판촉태도와

구매의도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wo-Way

M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각 종속변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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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속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희소성
조절초점

(평균/표준편차)

가격할인

유무
평균 표준편차 N

판촉태도

수량한정

촉진초점

(3.54/.65)

가격할인 有 3.60 0.75 23

가격할인 無 3.49 0.57 28

예방초점

(4.86/1.27)

가격할인 有 6.12 0.55 24

가격할인 無 3.88 0.63 31

가격유무 합
가격할인 有 4.89 1.42 47

가격할인 無 3.69 0.62 59

시간한정

촉진초점

(3.75/0.52)

가격할인 有 3.97 0.55 27

가격할인 無 3.56 3.56 32

예방초점

(4.54/0.51)

가격할인 有 4.44 0.58 29

가격할인 無 4.68 0.38 22

가격유무 합
가격할인 有 4.22 0.61 56

가격할인 無 4.02 0.68 54

구매의도

수량한정

촉진초점

(3.58/0.69)

가격할인 有 3.98 0.56 23

가격할인 無 3.25 0.62 28

예방초점

(4.40/.76)

가격할인 有 4.98 0.56 24

가격할인 無 3.95 0.57 31

가격유무 합
가격할인 有 4.49 0.75 47

가격할인 無 3.62 0.69 59

시간한정

촉진초점

(4.04/.58)

가격할인 有 3.87 0.54 27

가격할인 無 4.18 0.58 32

예방초점

(4.37/.59)

가격할인 有 4.52 0.58 29

가격할인 無 4.18 0.55 22

가격유무 합
가격할인 有 4.21 0.65 56

가격할인 無 4.18 0.56 54

가설 검증에 앞서 <표 3>의 MANOVA 분석결과, 희소성 유형(수량한정/시간

한정)에 대한 주효과는 Wilks' Lambda값이 .97(F=3.11, df=2, p<.05)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초점(촉진초점/예방초점)에 대한 주효과는 Wilks' Lambda값이 .46

(F=120.20, df=2,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할인(가격할인 有마/가격할인 無지)에 대한 주효과는 Wilks' Lambda값이

.70(F=44.17 df=2,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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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희소성과 조절초점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Wilks' Lambda값이

.88(F=13.07, df=2,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희소성과

가격할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역시 Wilks' Lambda값이 .74(F=35.28, df=2,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후적인 ANOVA 분석을 통해 통계적인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

다. 먼저, 희소성에 따른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인 판촉태도

(F=1.94, p>.05)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구매의도(F=3.56, p>.05)에 대한 주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절초점과 가격할인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절초점에 따른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인

인 판촉태도(F=208.82, p<.01)와 구매의도(F=55.62,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가격할인에 대한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도

종속변인인 판촉태도(F=66.40, p<.01)와 구매의도(F=32.45, p<.01)도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희소성과 조절초점, 희소성과 가격할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의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

저, 희소성과 조절초점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적인 ANOVA분석에 있어 종속

변인인 판촉태도(18.14, p<.01), 구매의도(F=11.26,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희소성과 가격할인 유무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적인

ANOVA분석도 종속변인인 판촉태도(49.27, p<.01), 구매의도(F=30.04, p<.01)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MANOVA와 ANOVA 분석결과

주효과

MANOVA ANOVA(F값)

Wilks'

Lambda
F값 d.f. 판촉태도 구매의도

희소성

(수량vs.시간)
.97 3.11* 2 1.94 3.56

조절초점

(촉진vs.예방)
.46 120.20** 2 208.82** 55.62**

가격할인

(有vs.無)
.70 44.17** 2 66.40** 32.45**

희소성x조절초점 .88 13.07** 2 18.14** 11.26*

희소성x가격할인 .74 35.28** 2 49.27** 30.04**

Note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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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인에 대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다음과 같이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먼저 <가설 1-1>과 <가설 1-2>는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에 비해

예방초점에 대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희소성 메시지 유형과 조절초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 메시지의 판촉태도

(M=3.54, SD=.65)에 비해 예방촉진 메시지의 판촉태도(M=4.86, SD=1.27)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의도에 있어서도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 메시

지의 구매의도(M=3.58, SD=.69)에 비해 예방촉진 메시지의 구매의도(M=4.40,

SD=.76)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1-1>과 <가설 1-2>는 모두 지지되었다.

반면 <가설 1-3>과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가설은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과 예방초점 간의 판촉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차이는 없

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희소성 메시지 유형과 조절초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촉진초점에 비해 예방초점 메시지

에 있어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 메시지의 판촉태도(M=3.75, SD=.52)에 비해 예방촉진 메시지의

판촉태도(M=4.54, SD=.51)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의도에 있어서도 시간한

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초점 메시지의 구매의도(M=4.04, SD=.58)에 비해 예방촉

진 메시지의 구매의도(M=4.37, SD=.59)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1-3>과

<가설 1-4>는 모두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2-1>과 <가설 2-2>는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에 비해 가격 할인이 제시된 메시지에 대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희소성 메시지 유

형과 가격할인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수량

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판촉태도(M=3.69, SD=.63)에 비

해 가격할인이 제시된 판촉태도(M=4.89, SD=1.42)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

의도에 있어서도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구매의도

(M=3.62, SD=.69)에 비해 가격할인이 제시된 구매의도(M=4.49, SD=0.75)가 높

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2-1>과 <가설 2-2>는 모두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2-3>과 <가설 2-4>도 모두 지지되었다. 이에 대한 가설은 시간

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와 가격 할인이 제시된

메시지에 대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가설 검증 결과 희소성 메시지 유형과 가격할인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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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판촉태도(M=4.02, SD=.68)와 가격할인이 제시된 판촉태도(M=4.22,

SD=0.61)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구매의도에 있

어서도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구매의도(M=4.18,

SD=.56)와 가격할인이 제시된 구매의도(M=4.21, SD=0.65)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3>과 <가설 2-4>도 모

두 지지되었다.

<그림 1> 희소성 메시지와 조절초점의 판촉광고 및 구매의도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희소성 메시지와 가격할인의 판촉광고 구매의도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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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기업들의 판매촉진 활동이 다양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판매촉진 메시지 중 희소성 메시지의

수량한정 메시지와 시간한정 메시지가 조절변인인 조절초점과 가격할인 유무에

따라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자 하였다. 특히 조절초점의 경우 판매촉진 상황에서 개인의 내재적인 성향에

따른 조절변수보다는 상황적으로 조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이에 따

른 동기적 행동이 오히려 내재적인 조절초점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절초점의 대표적인 유형인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과 일치하는 자극

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있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구매욕구가 형성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동기적 성향은 판촉메시지의 가격할인 메시지 존재

유무와 조절초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태도가 구매 욕구에 있어 상이한 결

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다소 부

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판매촉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

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촉진

초점 보다는 예방초점 메시지에 대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촉진초점에 점화된 메시지보다는 예방초점에 점화된 메시지에 대한 희소성

메시지에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방촉진에 점화된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손실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낮춰 비손실의 가

능성을 높이고자 ‘손실-무손실’의 상황에 보다 민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희소

성 메시지에서도 수량한정 메시지가 시간한정 메시지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경

쟁심을 촉발하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손실감이 생겨 수

량한정 메시지의 예방초점 판촉 메시지에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한정 메시지에 비해 수량한정 메시지가 상징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본연의 배타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나 주어진 시간 내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간한정 메시지는 이러한 배타성이

감소되기 쉽기 때문에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 조절초점에 따른 판촉태도와 구

매의도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시간한정 메시지

의 경우 촉진초점과 예방촉진 간의 판촉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수량한정 메시지의 결과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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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예방초점 메시지에 대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간한정 메시지에 비해 수량한정 메시지가 일관되게 촉진초

점보다는 예방초점에서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실험물의 자극물에 있어 단순히 네이버 음원 1년 구독과 관련된 메시지 이

외에 하이엔드급 이어폰이라는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자극이 시간한정 메

시지와 예방초점 메시지에 노출된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신중하게 다른 대

안들과 비교하여 분석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어폰

이라는 추가적인 가치가 오히려 가외변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희소성 메시지 유형의 차별적 효과는 기존 연구처럼 수량한정 메시지가 시간한

정 메시지보다 긍정적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소

비자들은 판촉 제품이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통해 보다 동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판

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희소성 메시지가 단순히 조절초점 뿐 아니라 가격할인과

같은 판촉 활동에 의해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수량

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 제시되지 않은 메시지보다는 가격할인이라는

메시지가 제시되었을 때 판촉태도와 구매의도가 증폭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시간한정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할인이라는 추가적인 가치가

판촉태도와 구매의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즉, 시

간한정 메시지보다는 수량한정 메시지에 있어 가격할인에 대한 판촉 전략이 매

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판촉 전략 메시지

를 구성할 때 수량한정 메시지의 경우 가격할인이라는 판촉 전략에 대해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온라인 상황에서 판촉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하여 가능

한 실제 온라인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담당자들의 도움으로 판촉메시지를 구성

하여 온라인에서 실험이 이루어져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 판매촉진 전략 수립에 있어 지금까지의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 뿐

아니라 희소성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이밍 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인지

적 정보처리 뿐 아니라 심리적 반응이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절초점이라

는 조절효과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치부가를 제

공하기 위하여 가격할인 등 추가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판촉 전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여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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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방법론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판촉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가치를 주고자 이어폰을 제공

하는 판촉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인 가치가 부가되어

희소성 메시지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추가적인 판

촉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 희소성 메시지와 판촉 유형을 구분하여 가격할인

또는 가치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판촉 메시지를 구성하였다면 희소성 메시지와

조절초점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조절초점을 촉

진초점과 예방초점으로 유형화 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성향을 측정하여 구분하거나 실험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절초점을 실험으로 조작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내재적 성향에 따른 조절초점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심리적 동기가

실험물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었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절 초점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한정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피험자들은 시간 또는 기간의 시점

에 따라 심리적 압박감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시간압박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압박을 단기간에 할 것인지

장기간에 할 것인지에 따라 판촉효과의 단기적 효과 또는 장기적 효과가 상이

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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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e Effectiveness On Regulatory Focus And Prices

Discounts Of Scarcity Messages

Han, Kwang-Seok
*

This study scarcity of recent online message promotion limited quantity of

messages and time the message is limited controlled variable message

whose regulatory focus and promotional discount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any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appears, was to verify

empir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f limited quantity of messages focus on

prevention rather than focusing on messages promoting promotio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was higher. Second, the scarcity message is simply,

as well as adjust the focus, such as price discounts and promotional

activities can be controlled by a variety of points were identified. If the

message is particularly limited quantity discounts are not present, rather

than the message, the message is presented when the discount promotional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except that the amplification has been

demonstrated. If the message is limited time, however, these discounts are

worth the extra promotion o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are least

likely to affect the thing that was found.

Key Words : Scarcity Messages, Regulatory Focus, Price Promotion, Sales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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