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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types of mobile coupons(text- 
vs. image-focused coupons; free-gift vs. discount coupons) on characteristic perception 
of mobile coupons, an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istic perception, 
attitude, and use intention of mobile coupons. A total of 140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experiments with questionnaires including one of the four stimuli.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mage-focused mobile coupons generated 
more enjoyment than did text-focused coupons. However, the text/image-focused 
coupons were not different in perception of informativeness and credibility of mobile 
coupons. Second, enjoyment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image-focused 
contents were combined with discount coupons whereas enjoyment perception was 
decreased when text-focused contents were combined with free-gift coupons. This inter-
action effect reflects that the level of enjoyment of consumers can be changed in 
terms of the combination of the value-provision types of coupons and the text-image 
focused contents. Third, it was found that consumer perception of coupon charac-
teristics formed attitudes toward mobile coupons, and use intention of mobile coupons 
was determined by attitudes toward mobile coupons. Study findings may fill the void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ext-image contents and the types of coupons 
on consumer reponses toward mobile coupons. Mobile coupons have limited quantity 
of information within a small size of mobile phone screen, therefore, the results were 
no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ested with mobile advertisements indicating the 
effect of text-image contents on perception of informativeness and credibility.

Keywords: mobile coupon(모바일 쿠폰), text(텍스트), image(이미지), coupon type(쿠
폰유형), mobile coupon characteristic perception (모바일쿠폰 특성 지각)

I. Introduction

모바일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비자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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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하며, 쇼핑을 즐기는 

등 일상생활의 많은 행위들이 모바일 미디어로 옮겨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판매촉진의 주요 수단인 쿠

폰(coupon)은 기존 종이 쿠폰 형태에서 모바일 쿠폰

(mobile coupon)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모바일 

쿠폰은 많은 온․오프라인 기업들의 판매촉진 수단으

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모바일 쿠폰이란 종이 쿠폰을 

모바일 기기로 옮긴 것으로 문자로 전송되거나 인터

넷 접속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Moon & Suh, 2018). 모바일 쿠폰은 이를 소지한 고

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를 제시하여 제

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증서라 할 수 있다

(Lee, 2014). 기존의 종이 쿠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지만 종이 쿠폰과는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소
비자 입장에서 모바일 쿠폰은 종이 쿠폰을 자르거나 

보관하는 번거로움이나 이에 따른 분실위험이 없으

며, 탐색, 보관, 사용이 용이하다(Choi & Pae, 2018).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

으로 단문자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나 멀

티메시지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를 통해 혜택 내용과 QR코드/바코드를 함께 전송함

으로써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며, 쿠폰 사용과 관련된 

정보수집이 용이하다(Lee, 2012).
모바일 쿠폰은 가치제공 유형별로 가격할인형 쿠

폰과 물품제공형 쿠폰 등이 있으며, 쿠폰 안에는 제공

하는 혜택, 유효기간, 제약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 모바일 쿠폰의 확산과 함께 소액의 선물을 주고받

을 수 있는 기프티콘,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답례품 

쿠폰 등 새로운 목적의 쿠폰들도 등장하고 있으며, 모
바일 쿠폰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모바일 쿠폰만을 

보관하는 쿠폰지갑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까지 등

장했다. 현재 모바일을 통해 패션․뷰티 제품을 판매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모바일 쿠폰은 활용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용이 활발하다.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매출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 60% 이상 모바일로 거래되는 금액이다 (“Cosmetics 
shopping”, 2019). 이처럼 모바일을 통한 화장품 쇼핑

이 활발해지면서 브랜드간 판매촉진 경쟁도 치열해졌

으며, 언어적/시각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판매

촉진 방법 개발에 업계의 관심이 크다.

모바일 쿠폰은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간 모바일 쿠폰의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에 따른 소

비자 반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하지만 전통

적인 인쇄매체 광고 분야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효

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Seo(2015)는 일반적

으로 텍스트는 이미지보다 정보전달 명확성이 더 뛰

어날 수 있지만, 이미지가 고객의 관심을 끄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글이나 단어로 된 언어적 

정보는 두뇌를 집중시켜 이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지 등 시각적 정보는 즉각적

으로 시선을 끌고 잔상이 남아 더 오랫동안 내용을 기

억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Li, 2018). 한편 모바일 광고

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를 조사한 Kwon(2007)의 연구

결과에서는 텍스트로만 된 형태의 모바일 광고는 많

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합하지만 소비자의 주

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우므로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

된 모바일 광고 형태가 선호된다고 하였다.
모바일 쿠폰에 적용된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 효과

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광고 분야의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모바일 쿠폰의 텍스

트와 이미지 구성 유형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이 가격할인형이나 물품제공형 쿠

폰의 유형과 결합할 때 모바일 쿠폰 특성 지각에 차이

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

바일 쿠폰에 제시된 정보의 텍스트-이미지 구성 유형

(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과 모바일 쿠폰 유형(가격

할인 쿠폰/물품제공 쿠폰)에 따라 소비자의 모바일 쿠

폰 특성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특

성지각, 태도, 사용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모바일 쿠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날로 치열해져가는 모바일 쇼

핑 시장에서 모바일 쿠폰의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 Mobile coupons

모바일 광고는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텍스트, 이미

지, 동영상 등으로 구현된 광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이다(Han, 2002). 모바일 미디어의 기술 발전으로 인

해 모바일 광고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다.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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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2018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모바

일 광고 시장 규모는 3조 5,978억 원으로 총 광고 시

장의 25%를 넘어서며, 연간 15% 이상의 증가세를 보

였다(MSIT & KOBAKO, 2018).
모바일 광고 중 모바일 쿠폰은 단기간에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어 중요

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된다(Song & Yoon, 2011). 
모바일 쿠폰이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격할인형이나 

물품제공형 등의 혜택 정보를 특정 소비자들에게 전

송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이를 제시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Lee, 2014). 
모바일 쿠폰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고객의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며, 다른 광고의 

보완이나 가격 차별화 시도에 도움을 준다(Jung, Kim, 
& Kim, 2016). 모바일 쿠폰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휴대성과 즉시 접속성 등의 편의성이 높고, 인터넷 접

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 보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

객 정보를 바탕으로 선별된 고객에게 맞춤 쿠폰을 발

송할 수 있으므로 비용대비 판매촉진 효과가 높아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Wu, 2018).
쿠폰의 유형은 가치제공 방식에 따라 가격할인형 쿠

폰, 물품제공형 쿠폰으로 나눌 수 있다(Kyung & Hwang, 
2015). 가격할인형 쿠폰에는 일정한 할인율을 제시하

거나 액면가격을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다. Kim(2001)
은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할인율 쿠폰보다 액면가격 

할인쿠폰이 더 선호된다고 하였다. Moon and Park(2007)
은 가격할인형 쿠폰은 할인혜택을 제시하여 구매를 자

극하는 수단이 되지만,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품

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였다. 외식업

계의 경우 물품제공형(예, 무료음식제공) 쿠폰이 가격

할인형 쿠폰보다 더 선호되는 결과가 있었던 반면(Lim, 
2002), 가격할인형 쿠폰이 물품제공형 쿠폰보다 더 선

호되는 결과(Jang, 2003)도 있었다. 외식업 쿠폰 유형

에 따른 매력도와 사용의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소비

자들이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제시 쿠폰보다 무료음식 

제공 쿠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와 사용의도를 보

이기도 했다(Kim, Nam, & Jang, 2006). 이처럼 모바일 

쿠폰의 가치제공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연구는 선

호도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루어졌지만, 이의 결과

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모바일 쿠폰의 가치제공 유형

별 쿠폰 특성 지각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2. Responses toward text and image contents of 

mobile coupons

광고는 제품의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속성을 소비

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text)와 

이미지(image)는 그 매개 역할을 한다. 광고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텍스트와 이미지는 서로 유기

적으로 연관되어 제시되어야 한다(Seo, 2015). 광고에

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다의적이며 의미 해석 가능성

이 다양하므로, 텍스트 제시를 통해 그 의미를 명료화

시켜야 한다(Suh, 2012). 소비자들은 인쇄 광고물을 

볼 때 언어적 요소보다 시각적 요소를 먼저 보며, 소
비자의 주의를 얻는데 있어서도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더 효과적이다(Woo & Sung, 2005). 광고의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감정은 브랜드로 전이되므로 광

고에 표현된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나 구매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Park & Ko, 2013).
모바일 광고에서 텍스트는 독자의 능동적 읽기를 

통해 그 내용이 전달되는데, 스마트폰의 제한된 화면

에 집약된 정보를 일시에 통합하여 처리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

장들로 표현된 정보만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Park, 
2014). 이미지는 소비자의 인지를 쉽게 이끌어 내고, 
텍스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창성을 살릴 수 있으므

로, 언어적 요소를 강조한 텍스트 중심 광고에 비해 

더 오랫동안 그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You & Choi, 2014).
모바일 광고 연구에서 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 구

성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연구한 경우는 있었으나, 그 

결과에 있어 일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Song(2005)
은 텍스트 중심광고는 이미지 중심 광고보다 선호도

가 더 높지만, 이미지 중심 광고는 텍스트 중심 광고

보다 정보 전달성이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반대로 

Yoon and Kim(2002)은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에 

대한 연구에서 제품 위주의 광고일 경우에는 이미지 

중심 광고가 텍스트 중심 광고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모바일 광고에서의 이미지와 텍스트 사용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쿠폰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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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바일 쿠폰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해 

매우 작은 사이즈의 콘텐츠를 전달하며, 이 안에 고객

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거나 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

는 혜택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텍스트 중

심 혹은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된 쿠폰을 받은 소비자

는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쿠폰이 유용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신뢰할만한지, 즐거움을 

줄 것인지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한 지각할 것이다. 이
러한 쿠폰의 구성(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은 쿠폰의 

유형(가격할인형/물품제공형)과 결합될 때 또 다른 결

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해당 연구 주제

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istic perception, 

attitude, and use intention of mobile coupons

모바일 쿠폰의 특성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다루

어졌다. 소비자는 쿠폰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하게 제

품을 구매했다는 경제적 효용을 지각하고 즐거운 감

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쿠폰을 이용하기 위해 복잡

한 개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소

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쿠폰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

질 수 있다(Lee, 2012). Yoon(2012)은 모바일 쿠폰이 

가지는 주요 특성으로 정보성, 유희성, 신뢰성을 들었

다. 정보성은 쿠폰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

한 지각이며, 유희성은 쿠폰의 획득, 보관, 사용과정

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한 지각이다. 신뢰성은 쿠폰

이 믿을만한지 혹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지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희성은 

모바일 쿠폰이 가지는 주요 특성 중 하나였으며(Ha & 
Im, 2014; Jeong, Cho, & Kim, 2011; Lee, 2012; Lee, 
2014), 신뢰성도 모바일 쿠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

으로 인식되어 왔다(Lee, 2012). 정보성은 정보의 유

용성으로 대변되어 여러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다(Jung 
et al., 2016; Lee, 2012).

Fishbein and Ajzen(1975)의 행동의도이론에 따르

면 대상에 대한 특성 평가는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치고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상에 

대한 태도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감정이며, 행
동을 하고자 하는 정도를 말하는 행동의도는 가장 핵

심적인 행동예측 변수이다(Jeong et al., 2011). 이를 

모바일 쿠폰에 적용하면 모바일 쿠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은 모바일 쿠폰에 대한 태도이며, 모
바일 쿠폰 사용의도는 모바일 쿠폰 사용에 대한 계획

의 강도라 할 수 있다(Jung et al., 2016).
모바일 광고의 특성 중 유희성은 모바일 광고에 대

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연

구가 있었다(Ha & Im, 2014; Yang, 2005). Lee(2012)
와 Yoon(2012)도 모바일 쿠폰의 특성 중 유희성이 소

비자 만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모바일 

쿠폰의 신뢰성(Lee, 2012; Yoon, 2012)과 정보성(Yoon, 
2012)도 모바일 쿠폰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만족도와 태도는 동일 변인은 아

니지만 소비자의 총체적 감정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결과의 일관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성, 유희성, 신뢰성 등 모바일 쿠폰 특성에 대한 

지각이 모바일 쿠폰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쿠폰

에 대한 태도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임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었다(Choi & Pae, 2018; 
Dickinger & Kleijnen, 2008). 이를 바탕으로 연구문

제와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Research problems and hypotheses

연구문제 1. 모바일 쿠폰의 텍스트-이미지 구성(텍
스트 중심/이미지 중심)과 가치제공 유형(물
품제공형 쿠폰/가격할인형 쿠폰)에 따라 모

바일 쿠폰에 대한 특성 지각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H1-1. 모바일 쿠폰의 텍스트-이미지 구성(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에 따라 모바일 쿠폰에 대

한 정보성 지각 수준이 다를 것이다.
H1-2. 모바일 쿠폰의 텍스트-이미지 구성(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에 따라 모바일 쿠폰에 대

한 유희성 지각 수준이 다를 것이다.
H1-3. 모바일 쿠폰의 텍스트-이미지 구성(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에 따라 모바일 쿠폰에 대

한 신뢰성 지각 수준이 다를 것이다.
H1-4. 모바일 쿠폰의 가치제공 유형(물품제공형 쿠

폰/가격할인형 쿠폰)에 따라 모바일 쿠폰에 

대한 정보성 지각 수준이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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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5. 모바일 쿠폰의 가치제공 유형(물품제공형 쿠

폰/가격할인형 쿠폰)에 따라 모바일 쿠폰에 

대한 유희성 지각 수준이 다를 것이다.
H1-6. 모바일 쿠폰의 가치제공 유형(물품제공형 쿠

폰/가격할인형 쿠폰)에 따라 모바일 쿠폰에 

대한 신뢰성 지각 수준이 다를 것이다.

연구문제 2. 모바일 쿠폰에 대한 텍스트-이미지 구

성(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과 가치제공 유

형(물품제공형 쿠폰/가격할인형 쿠폰)이 모

바일 쿠폰에 대한 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H2-1. 모바일 쿠폰에 대한 텍스트-이미지 구성(텍

스트 중심/이미지 중심)과 가치제공 유형(물
품제공 쿠폰/가격할인 쿠폰)의 상호작용이 

모바일 쿠폰에 대한 정보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모바일 쿠폰에 대한 텍스트-이미지 구성(텍

스트 중심/이미지 중심)과 가치제공 유형(물
품제공형 쿠폰/가격할인형 쿠폰)의 상호작용

이 모바일 쿠폰에 대한 유희성 지각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3. 모바일 쿠폰에 대한 텍스트-이미지 구성(텍

스트 중심/이미지 중심)과 가치제공 유형(물
품제공형 쿠폰/가격할인형 쿠폰)의 상호작용

이 모바일 쿠폰에 대한 신뢰성 지각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모바일 쿠폰의 특성지각, 태도, 사용의

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H3-1. 모바일 쿠폰의 특성지각은 모바일 쿠폰의 태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모바일 쿠폰에 대한 태도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Methods

1. Pretest to select mobile coupon types for stimuli

모바일 쿠폰 이용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자극물 제작

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편의표집된 남녀 대학

생 중 월 1회 이상 모바일 쿠폰을 수신한 적이 있는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는 모바

일 인터넷 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세대이며(KOBAKO, 
2018), 대학생 집단은 모바일 기기 이용률이 다른 세

대에 비해 더 높고 실생활에서 모바일 기기를 가장 익

숙하게 사용하는 세대이므로(Choi & Pae, 2018) 모바

일 쿠폰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서 

모바일 쿠폰 수신횟수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
는 응답자가 6명(8.6%), ‘1회’ 5명(7.1%), ‘2~3회’ 25
명(35.7%), ‘4회 이상’의 응답자가 34명(48.6%)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모바일 쿠폰 수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떤 제품에 대하여 모바일 쿠

폰을 자주 받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화장품 제품이 가

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류, 가전, 보
험 등에 대한 쿠폰을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모바일 쿠폰 유형별 선호도에 대한 평균값은 <Table 
1>과 같다. 물품제공형, 가격할인형, 포인트적립형, 정
보제공형, 추첨방식형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포인트적립형, 정보제공형, 추첨방

식형보다 혜택이 즉시 제공되는 물품제공형이나 가격

할인형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모바

일 쿠폰의 단점(복수응답 허용)은 제품설명 부족 24
명(25.8%), 데이터사용비 발생 21명(22.6%), 기타 18
명(19.4%), 제한적인 화면 17명(18.3%), 사생활침해 
13명(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사용

절차의 번거로움, 기간 및 할인율, 점포의 제한성, 중
복광고, 사기 및 악성코드 같은 바이러스 침투우려, 
어렵고 복잡한 광고내용, 흥미도가 떨어지는 광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광고 등의 답변이 있었다.

2. Stimuli development

실험제품 군으로 화장품을 선정하여 쿠폰 자극물

<Table 1> Preference for mobile coupon types

Rank Mobile coupon type Mean (SD)

1 Free gift type 4.22( .88)

2 Discount coupon type 3.61(1.05)

3 Point saving type 3.20(1.03)

4 Information provision type 3.01( .99)

5 Lottery type 2.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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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였다. 화장품은 온라인 쿠폰에 대한 조사에

서 20대 대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품목으로 지목되

었으며, 모바일 쿠폰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그 적용성

이 확인된 제품군이다(Moon & Suh, 2018). 예비조사

에서 모바일 쿠폰 유형 중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선행연구(Kim et al., 2006)에서 두 유형별 선호

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물품제공형과 가격할인형 

두 가지에 대한 자극물을 개발하였다. 각 모바일 쿠폰 

유형별로 텍스트 중심과 이미지 중심 구성의 자극물 
두 가지씩, 총 네 가지의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Fig. 1). 실제 발송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의 모바일 

문자 쿠폰 사례 10개를 수집하여 이를 참고하여 가장 

보편적인 모바일 쿠폰 문구와 이미지를 넣어 자극물

을 제작하였다. 모바일 쿠폰에 혜택정보(물품증정형 

또는 가격할인형 쿠폰의 안내 및 바코드번호)와 제약

조건(수신 후 4주 안에 사용 가능)은 모두 동일하게 

명시하였으며, 실험자들이 실제 모바일 쿠폰이라고 

느끼도록 실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 이미지에 

모바일 쿠폰 이미지를 삽입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였

다. 화면의 구성으로 텍스트 중심 유형에서는 화면 전

체에 상품 또는 할인에 대한 정보와 바코드 번호를 텍

스트로만 제시하였다. 이미지 유형에서는 화면 전체 

상단에 이미지를 제공하여 이미지 안에 할인정보와 

제약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바코드번호를 기입하

였다. 브랜드 후광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기존 브랜드

명을 사용하는 대신 ‘Spring house’라는 임의의 가상 

Free gift coupon

Text Image

Discount coupon

Text Image

<Fig. 1> Stimuli for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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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만들어 쿠폰에 제시하였다.

3. Questionnaire and experimental procedure

모바일 쿠폰의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에 따른 소비

자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4가지 모바일 쿠폰 유형 중 

한 가지를 무작위로 삽입하고, “제시된 모바일 쿠폰을 

직접 받았다는 가정하에 다음 설문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었다. 설문에 포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쿠폰 특성에 대한 요소 중 정보

성, 유희성, 신뢰성에 대한 문항은 Yoon(2012)의 연구

에서 사용된 15개의 문항[(이 모바일 쿠폰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한다. 좋은 정

보원이다, 흥미가 있다, 재미가 있다, 유쾌하다, 믿을 

수 있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마음에 든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력도를 높여준다, 
나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유익하다, 유용하다]으로 구

성하였다. 태도에 대한 4문항(좋다, 호감이 간다, 유익

하다, 긍정적이다)과 구매의도에 대한 3문항(사용할 

것 같다,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사용한다)은 

Fishbein and Ajzen(1975)의 행동의도모델의 항목들

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 ‘전혀아니

다(1)-매우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항목으로 성별, 소득, 화장품구매액, 모바

일 쿠폰 사용 경험 유무에 대한 항목을 명목척도로 구

성하였으며, 화장품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9가지 

항목(중요하지 않은-중요한, 지루한-흥미로운, 상관없

는-상관있는, 내게 의미가 전혀 없는-내게 의미가 큰, 
마음에 끌리지 않는-마음을 끄는, 흔해빠진-매혹적인, 
가치없는-가치있는, 관련되지 않은-관련된, 필요없는-
필요한)에 대하여 5점 의미미분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조작검증을 위하여 3가지 문항(실제 모바일 

쿠폰과 유사해 보인다, 글의 양이 많다, 이미지의 크

기가 크다)을 사용하였으며, 이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10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사전조사를 통해 문항 및 자극물 이해도에 대한 검

증을 거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두 대학에서 강

사의 사전 협조를 받은 강의실 6곳을 방문하고, 학생

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참가에 동의

한 학생들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실험 자극물 네 가지 유형 중 하나가 무작위로 삽입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모바일 쿠폰의 사진 자극물을 보

면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213부

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과 오류 응

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140부가 최종 분석 자료

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이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고,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인과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Respondents’ characteristics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남성 50명(35.7%), 여성 90명(64.3%)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20~24세가 98명(70.1%)으로 가

장 많았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 63명(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 원 미만 12명(8.6%), 300~ 
400만 원 미만 20명(14.3%), 400만 원 이상 32명(22.9%)
이었다. 응답자들의 화장품 구매액은 연간 10만 원 미

만이 25명(10.8%), 10~20만 원 미만이 38명(16.3%)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30만 원 미만 27
명(11.7%), 30~40만 원 미만 25명(6.9%), 40만 원 이

상 33명(14.2%)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쿠폰 사용 경

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화장품 쿠폰에 대해 조사

하므로 화장품에 대한 관여도를 알아본 결과 평균값

이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인 3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7.1%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화장품

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Manipulation checks

모바일 쿠폰 이미지 자극물이 적절히 적용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3). 
물품제공형 쿠폰과 가격할인형 쿠폰 유형 모두에서 

‘제시된 이미지는 실제 모바일 쿠폰과 유사하다’는 응

답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값도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 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히 조작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물품제공 쿠폰과 가격할인 

쿠폰 두 가지 종류 모두 두 가지 자극물(텍스트 중심/
이미지 중심) 사이에 ‘텍스트의 양이 많다’와 ‘그림이 

크다’ 항목에서 유의한 평균값 차이를 보였다. 이는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된 자극물과 이미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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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 Contents Frequency (N) Rate (%)

Gender
Male 50 35.7

Female 90 64.3

Monthly income
(Million KWR)

Less than 1 63 45.0

1 ~ less than 2 12  8.6

2 ~ less than 3 13  9.3

3 ~ less than 4 20 14.3

4 and over 32 22.9

Monthly expenditure 
on cosmetics/yr 

(KRW)

Less than 100,000 25 10.8

100,000 ~ less than 200,000 38 16.3

200,000 ~ less than 300,000 27 11.7

300,000 ~ less than 400,000 25  6.9

400,000 and over 33 14.2

Mobile coupon 
use experience

Experienced 98 70.0

Not experienced 42 30.0

Involvement with cosmetics*

Less than 2  2  1.4

2 ~ less than 3 16 11.4

3 ~ less than 4 57 40.7

4 and over 65 46.4

*Involvement with cosmetics were assessed with a means of 9 items based on communality prov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nce=66.4%; Cronbach’s alpha=.94).

<Table 3> Manipulation checks

Verification questions 
for test operation

Free gift coupon Discount coupon

Text Image t-value
(p-value)

Text Image t-value
(p-value)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Looks similar with 
actual mobile coupons 3.54(1.09) 3.31(.99)  .92(.363) 3.29( .98) 3.60(.94) ‒1.36(.178)

Much text 2.83( .85) 2.29(.71)  2.89**(.005) 2.96( .93) 2.54(.97) 2.56*(.017)

Large image size 2.20( .93) 2.86(.94) ‒2.93**(.005) 2.14(1.03) 2.86(.81) ‒3.22**(.002)

Mobile coupon 
use experience .71( .46) .80(.41) ‒.83(.410) .71( .46) .57(.50) 1.24(.218)

Involvement 
with cosmetics 2.20( .93) 2.86(.94) ‒.69(.493) 4.03( .94) 3.79(.70) 1.22(.228)

* p<.05, ** p<.01; Coupon use experience was assessed with a dummy variable (0-not experienced, 1-experi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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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자극물이 각각 적절히 조작되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쿠폰 사용 경험 유무와 화장품 관여도에 따

라 실험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이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피험자 특성이 실험집단별

로 편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Factor analysis of variables measured by multiple 

items

다문항으로 측정된 변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측정변수

는 구성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으

며, 베리멕스(Varimax) 회전 후 고유치가 1 이상인 요

인만을 선택하였고 요인부하량(요인적재량)이 .50 이

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Cronbach’ alpha)로 측정하였다.
모바일 쿠폰 속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결

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명을 정보성, 
유희성, 신뢰성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모바일 쿠

폰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대해서는 각각 한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2.24부터 2.85
까지 분포되었으며, 각 요인 부하량은 .68부터 .94까

지 분포되어 양호하였다. 신뢰도는 .81부터 .88까지 

분포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의 평균값을 

요인값으로 사용하였다.

2. Effect of text-image contents and coupon types 

on characteristic perception of mobile coupons

텍스트-이미지 중심 구성과 가치제공에 따른 쿠폰 

<Table 4>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search variables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
Reliability Mean

(SD)

Mobile
coupon 

character-
istics

Informativeness

Provide appropriate infor-
mation .82

2.64 26.43 26.43 .82 3.09
(.78)Conveniently provide 

information .80

Good information source .76

Enjoyment

Interesting .68

2.85 24.90 51.33 .81 2.42
(.87)

Pleasant .76

Attractive design .80

Catching my mind .80

Credibility

Reliable .83

2.24 22.37 73.70 .88 2.78
(.85)Honest .85

Truthful .85

Attitude toward coupon 

Good .88

2.85 71.31 71.31 .88 3.00
(.74)

Likable .85

Useful .76

Positive .88

Intention to use coupon

I may use. .94

2.39 79.53 79.53 .87 2.90
(.94)I am possible to use. .86

I will absolutely us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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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모바일 쿠폰 특성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결과 변수로 정보

성, 유희성, 신뢰성을 결과변인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중 유희성에서만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모바

일 쿠폰의 텍스트-이미지 중심 구성은 유희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나(F=18.70, p<.001), 쿠폰 유형(물
품제공형 쿠폰/가격할인형 쿠폰)은 유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평균값 비교 결과를 보면 이미지 중심 
쿠폰이 텍스트 중심 쿠폰에 비해 지각된 유희성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이는 이미지 중심의 
정보 제시가 소비자들의 시각 자극을 통해 즐거움을 

더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바일 쿠폰의 텍스

트-이미지 구성과 쿠폰유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유희성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영향이 유

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F=10.10, p<.01). <Fig. 2>에
서 가격할인형 쿠폰이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되면 유

희성을 더 크게 지각하게 해주고, 반대로 물품제공형 

쿠폰이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되면 유희성을 더 낮게 

지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할인쿠폰이 물품제공형 쿠폰인지, 가격할인

형 쿠폰인지, 그리고 가격할인형 쿠폰이 텍스트 중심

으로 구성되었는지 아니면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되었

는지가 쿠폰에 대한 정보성과 신뢰성에는 별다른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길지 않은 단순한 

정보를 담은 모바일 쿠폰의 특성을 생각할 때 적은 양

의 정보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유용성 지각이나 

신뢰성 지각이 크지 않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로서 연

구가설 1-2와 2-2는 채택되고, 가설 1-1, 1-3, 1-4, 1-5, 
1-6, 2-1, 2-3은 기각되었다. 모바일 광고 관련 선행연

구에서 텍스트 중심과 이미지 중심 구성에 있어 선호

도와 주목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논의(Yoon 
& Kim, 2002; You & Choi, 2014)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과도 일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쿠폰에 대한 텍스트-이미지 중심 구성의 영향을 연구

하여 관련된 실증 결과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Table 5> Effect of text-image contents and coupon types on dependent variable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Informativeness

Model .45 3 .15   .25

Text-image .06 1 .06   .11

Types of coupons .10 1 .10   .16

Text-image X types of coupons .29 1 .29   .48

Enjoyment

Model 19.81 3 6.60 10.04***

Text-image 12.30 1 12.30 18.70***

Types of coupons .86 1 .86  1.31

Text-image X types of coupons 6.65 1 6.65 10.10**

Credibility

Model 2.42 3 1.13   .34

Text-image 2.06 1 2.06  2.90

Types of coupons .35 1 .35   .49

Text-image X types of coupons .01 1 .01   .92

** p<.01, *** p<.001

<Table 6> Mean differences in enjoyment according to 
text-image contents and coupon types

Enjoyment t

Text-image
Text Image ‒4.18***

2.10(.73) 2.69(.94)

Types of 
coupons

Free gift Discount ‒1.05
2.31(.88) 2.47(.8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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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istic perception, 

attitude, and use intention of mobile coupons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변인간 인과모형 검증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모형적합도 지수에서 χ2값은 258.511(df=109, 
p=000), Q값(CMIN/DF)은 2.372로 기준값인 3 이하

로 나타나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Kim, 2010), CFI
는 .936, IFI .937, RMSEA는 .081로 양호하게 나타났

다. 모든 관측변수들은 잠재변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로계수를 보였으며, 경로계수의 CR값이 모두 

2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Hair, Babin, Anderson, and Black(2018)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평

균분산추출값(AVE)과 개념신뢰도값(CR)을 계산하였

다. 결과에서 모든 값들이 일반적 기준(AVE>.50, CR> 
.70)을 충족하여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각 변인

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이 상관관계 제곱 값보다 크

게 나타나 잠재변인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Fornell & Larcker, 1981; Table 8), 본 모형에 대하여 

AMOS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 Interactions of text-image contents and 
coupon types affecting enjoyment

<Table 7>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Path Std coefficient Std error C.R.(p-value) Fit

Informativeness 1 ← Informativeness .809 .102 10.864***(.000)

χ2=258.511 
df=109

CMIN/df=2.372

IFT=.937
TLI=.920
CFI=.936

RMSEA=.081

Informativeness 2 ← Informativeness .788 .106 10.673***(.000)

Informativeness 3 ← Informativeness .754 ‒ ‒
Enjoyment 1 ← Enjoyment .743 .160  7.713***(.000)

Enjoyment 2 ← Enjoyment .767 .149  7.861***(.000)

Enjoyment 3 ← Enjoyment .558 ‒ ‒
Enjoyment 4 ← Enjoyment .837 .159  8.192***(.000)

Credibility 1 ← Credibility .819 .073 14.507***(.000)

Credibility 2 ← Credibility .870 .060 15.772***(.000)

Credibility 3 ← Credibility .874 ‒ ‒
Attitude 1 ← Attitude .887 ‒ ‒
Attitude 2 ← Attitude .858 .064 16.262***(.000)

Attitude 3 ← Attitude .718 .070 12.512***(.000)

Attitude 4 ← Attitude .825 .060 15.463***(.000)

Use intention 1 ← Use intention .913 .079 14.732***(.000)

Use intention 2 ← Use intention .797 .077 12.755***(.000)

Use intention 3 ← Use intention .811 ‒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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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ual relationship analysis

AMOS 22.0을 이용하여 인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 CMIN은 268.605(DF=.112), Q값(CMIN/DF)
은 2.398로 기준값인 3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CFI는 

.933, IFI .933, RMSEA는 .082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

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에서 모바일 쿠

폰 특성 중 정보성, 유희성, 신뢰성이 모바일 쿠폰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CR>2). 이 세 가지 속성 중 경로계수의 영향관계가 

가장 큰 것은 유희성이었다. 모바일 쿠폰에 대한 태도

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를 바탕

으로 모바일 쿠폰의 특성지각이 태도를 형성하고 이 

태도는 모바일 쿠폰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모바일 쿠폰이 정보성, 유희

성, 신뢰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모바일 쿠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

록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3-1, 3-2, 3-3은 지지되었

다. 이 결과는 모바일 광고의 정보성이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광고 태도가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Choi(2013)의 결과와도 일관된 것이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화장품에 대한 모바일 쿠폰의 가치제공 

유형(물품제공형 쿠폰/가격할인형 쿠폰)과 텍스트-이
미지 구성(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에 따라 모바일 

쿠폰에 대한 특성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모바일 쿠폰에 대한 특성지각, 태도, 사용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모바일 쿠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극

물을 이용한 실험조사에서 얻은 연구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쿠폰의 구성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내

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바일 쿠폰 제작 시 제한된 사이즈의 쿠

<Table 8> AVE and squared correlations of research variables

Informativeness Enjoyment Credibility Attitude Use intention

Informativeness .91(.97)

Enjoyment 36 .87(.97)

Credibility .29 .30 .95(.98)

Attitude .30 .30 .28 .92(.98)

Use intention .11 .16 .05 .28 .92(.97)

AVE(CR) values were indicated in diagonal lines.
Square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indicated under diagonal lines.

<Fig. 3> Relationship of characteristic perception, attitude, and use intention of mobile cou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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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안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의 양

을 늘리려고 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모바일 쿠폰을 제작한다면 소비자의 즐거움 

감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고 관련 선

행연구에서 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 구성이 호감도

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거나 주장한 연

구는 있었지만(Song, 2005; Yoon & Kim, 2002; You 
& Choi, 2014), 모바일 쿠폰의 텍스트 중심/이미지 중

심 구성이 쿠폰 특성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경

우는 없었으며, 다양한 특성 중 유희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처음 보고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텍스트-이미지 구성은 쿠폰의 가치제공 

유형(물품제공형/가격할인형)과 결합될 때 유희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격할인

형 쿠폰이 이미지 중심으로 제시될 때 소비자가 지각

하는 즐거움의 크기는 더 커지고, 반대로 물품제공형 

쿠폰이 텍스트 중심으로 제시될 때 소비자가 지각하

는 즐거움의 크기는 더 작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제공 유형과 텍스트-이미

지 구성의 결합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기쁨의 크기

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격할인 쿠폰의 

경우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내용의 구성으로 

고객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모바일 쿠폰을 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쿠폰의 정보성과 신

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정보

전달의 명확성에 대해서 이미지보다는 텍스트가, 정

보의 주의 집중성에 대해서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있었으나(Woo & Sung, 2005), 
적은 양의 정보만 전달 가능한 모바일 쿠폰의 경우에

는 정보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체적

으로 전달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텍스트 중심/이미지 

중심의 효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쿠폰 신뢰성에 대한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뢰성에 대해

서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일반적으로 신뢰성 형성에는 브랜드의 영향이 강

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Ha & Perks, 2005), 시
장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브랜드를 제시하는 연구 

자극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신뢰성을 형성하는 데 근거

가 되는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넷째, 모바일 쿠폰의 가치제공(가격할인형/물품제

공형)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성, 유희성, 신뢰성 

지각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가격할인형과 물품제

공형 등 가치제공 유형별로 이 쿠폰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즐거움을 제공하는지, 신뢰할만한지에 대

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 유형은 달

랐으나, 둘다 1,000원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혜택

을 제공하였는데, 제공하는 가치혜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물이 제시하는 

금액적 혜택 수준이나 제공물품의 종류를 다변화하여 

검증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비자는 모바일 쿠폰의 정보성, 유희성, 

신뢰성에 대한 지각을 강하게 할수록 모바일 쿠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모

바일 쿠폰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소비

자가 모바일 쿠폰이 유용한 정보라고 느끼고,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신뢰할만하다고 느낄수록 모바일 

쿠폰에 대해 총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것이 그 쿠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이는 Yoon(2012)과 Fishbein and Ajzen(1975)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었다. 이러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

여 쿠폰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긍정

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모바일 쿠폰의 사용의도

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

하고, 쿠폰의 판매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 태

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20대 대학생으로 한정 지

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 모바일 쇼핑이 폭넓은 연령대에서 두루 확산되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

군을 포함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실험조사에서 자극물을 4가지 형태로 제한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는데,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제작한 자극물이라 하더라도 모바일 쿠폰의 

다양한 유형을 대변하기에는 자극물 개수가 적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극물의 제품군을 화장품 외에 다

른 제품군까지 확대하고, 가치혜택도 1,000원 수준인 

적은 금액대 쿠폰 외에 폭넓은 금액대의 가치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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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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