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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want to express their original unique personality, and even are willing to 
endure high expenses in order to do this. One noticeable strategy in the market, used 
by companies to suit for this consumer sentiment, is that of employing limited edition 
marketing and limited free gif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limited free gifts 
on consumer response.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 need for 
uniqueness moderated the effects of limited free gifts on brand commitment and 
attitudes. The online survey method was used to gather the data and a total of 224 data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findings 
revealed four dimensions of limited free gifts: scarcity/specialty, not for sale, complemen-
tarity, and risk. Complementarity positively affected brand commitment, while all four 
dimensions of limited free gifts positively influenced brand attitude. In addition, the 
need for uniqueness was proven to be the strongest variable which positively 
influenced brand commitment and attitudes. Also, when the need for uniqueness was 
applied as a moderating variable, depending on the levels of the need for uniqueness, 
the effects of riskiness on the consumer’s response were shown to be differ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fer various academ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Keywords: limited free gifts(한정판 사은품), brand attitude(브랜드태도), brand commitment
(브랜드몰입), need for uniqueness(독특성욕구), sales promotion(판매촉진)

I. Introduction

개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현상은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방면으로 보여

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을 표출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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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 Park, 2010). 이러한 소비심리에 적합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한정판이다(T. K. Kim, 2015). 
한정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희소성과 특별

함은 소비자들을 열광케 했고, 구매의 기회를 제한함

으로써 소비자들 간의 경쟁, 심리적 긴장감을 불러일

으켰다(Im, 2016). 이는 제품 자체에 한정 생산이라는 

성질을 가미해 희소성을 높여, 차별화된 나만의 물건

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E. S. Park, 2015). 최근에 등장한 한정판 사은품은 

기존의 한정판과는 유사하면서도 일정부분에 있어서 

상이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한정품을 얻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새로운 판매 촉진의 방법

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빠르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K. H. Lee, 2015).
한정판 사은품은 기존의 사은품 판촉에 한정판이

라는 속성이 추가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사은품으로 

라면 한 박스, 비누,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했지만, 
현재는 기업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한정판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Lee, 2014). 소비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를 통

해 수령할 수 있는 한정판 사은품을 위해 기꺼이 추가

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I. H. Park, 2015). 즉, 
한정판 사은품이란 기업이 사은품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며, 따로 판매를 하지 않는 사은품이다(S. 
J. Lee, 2015). 기업의 판촉 활동에는 가격할인과 관련

된 금전적 판촉과 사은품 제공과 같은 비금전적 판촉이 
있다(Wu, 2010). 한정판 사은품은 비금전적 판촉활동

으로 분류되며, 소비자는 비금전적 판촉활동을 더 가치 
있게 간주한다고 밝혀졌다(Diamond, 1992; Diamond 
& Sanyal, 1990). 반면에 선행연구들은 금전적 판촉활

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Moon & Suh, 2019).
최근의 이러한 한정판 사은품의 제공은 소비자들

의 사은품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특히 패

션 산업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 캐주얼 브랜드 톰보이는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

상의 구매 고객에게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스케

치와 사인이 담긴 토트백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소
비자들은 사은품의 별도 판매에 대한 문의를 보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S. J. Lee, 2015). 이외에도 유

니클로(S. J. Lee, 2015), 한섬의 잡화브랜드 덱케(Sim, 
2014), 남성 정장브랜드 코모도스퀘어(S. J. Lee, 2015), 

컨템포러리 잡화 브랜드 빈치스(Park, 2016) 등 많은 

패션브랜드들이 한정판 사은품을 진행하고 있다. 한

정판 사은품은 그 자체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 한정판 사은품은 한정판 제품과 사은품의 결합이

므로, 한정판의 특성과 사은품의 특성을 모두 내포하

고 있다고 본다. 수량을 제한하는 한정판은 소비자들

에게 지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경쟁심리를 유발

하고(Lee & Kim, 2018),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 제품

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정판 사은품에도 

한정판의 특성과 유사한 희소성과 특별함이 있다(Im, 
2016). 또한 소비자가 사은품에 만족하지 못하면, 기업

에게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처럼(Wu, 2010), 
한정판 사은품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

판 사은품은 기업에서 사은품으로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하는 것이며, 트렌드를 반영하고, 브랜드 

시그니처 로고를 새기기도 하기 때문에(Kang, 2015) 
브랜드 자체를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정판 사은품만의 비매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정판 사은품들은 돈을 

지불해도 매장에서 살 수 없는 제품들이며, 특정한 소

비자들에게만 무료로 배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S. J. 
Lee, 2015) ‘비매품’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 한정판 제품이나 일반 사은품과는 달리 한정판 사

은품은 비매성이 중요한 특성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정판 제품과 사은품의 제공이 브랜드에게 

가져다주는 각각의 영향은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한정

판 사은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정판과 유

사하게 한정판 사은품의 희소성의 가치와 고급스러운 

품질은 유행에 민감하고 의복에서의 과시성 요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만족감과 편익을 주며, 기업에

게는 매출의 증대와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

므로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S. J. Lee, 2015). 반면에 사은품 제공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전환을 이끄는데 효과가 있었고, 브랜드를 이

용해 본 적은 있지만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고객에게 

브랜드에 충성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Kim, 
2005). 또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뿐만 아니라, 
낮은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면, 해당 브랜드의 재

구매를 이끌었다(Kim, 2005).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

서는 브랜드 태도뿐 아니라,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Jeon & Ha, 2010).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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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완성이 뛰어난 사은품은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사은품의 보완성 특성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Wu, 2010). 이렇듯 

한정판 제품과 사은품이 각각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인

지도, 이미지, 태도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아, 한정판과 사은품의 속성을 모두 내재

한 한정판 사은품 역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한다.
희소성 메시지와 사은품 제공 메시지는 소비자들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이러한 특성들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판 

사은품에 있어서 이러한 소비자의 차이는 소비자의 

특성이 독특성 욕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한정판 사은품이 희소성과 독특함

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소구되기 때문이

다. 독특성 욕구는 자신만의 독특성이나 고유성을 표

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이며, 
사람들은 이 욕구를 직접 행동으로 표출하여 대중과 자

신을 분리하고자 한다(Snyder, 1992; Snyder & Fromkin,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정판 사은품이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때, 독특성 욕구를 조절변수로 

적용하여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에 따라 한정판 사은

품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한정판 제품은 소비자의 우월감과 희소성을 

강조함(Oh, 2011)과 동시에,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

인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m, 2016). 패션브랜드 간

의 제품 품질 간의 차별화는 약화되나, 강력하고 높은 

충성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노력의 일

환으로 기업은 이러한 한정판의 강점을 사은품에 적

용하였다(E. M. Park, 2010).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촉

에 대한 연구 논문들은 대부분 금전적 판촉활동인 가

격할인과 쿠폰 판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실정

이다(Blattberg & Neslin, 1989; Moon & Suh, 2019). 
그리고 한정판의 연구(Baek, 2010; Im, 2016; Y. L. 
Kim, 2015)와 사은품에 대한 연구(Kim, 2012; Wu, 
2010) 등 한정판과 사은품의 연구가 독립적으로는 많

이 진행되었지만,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패션기업의 다양한 한정판 

사은품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한정판 사은품

이 가지는 효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매촉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

는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촉진 방법 중 한정판 

사은품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을 규

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브랜드 태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과 브랜드 태도와 몰입과의 관계가 소비자 특성 중 독

특성 욕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조절효

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브랜드

가 한정판 사은품 제작 시 특히 중요시해야 할 특성을 

규명하고, 한정판 사은품이 해당 브랜드에 미치는 영

향력을 규명함으로써 패션기업의 한정판 사은품 관련 

전략수립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Background

1.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s

1) Definition and current market situation of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s

한정판 사은품이란 사은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

에서 특별히 제작한 제품이다(Kang, 2015; S. J. Lee, 
2015). 이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증정되

며,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패션 

산업에서의 한정판 사은품의 사례는 다양하게 보여지

고 있다. 여성 캐주얼 브랜드 톰보이는 25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되지 않는 토

트백을 사은품으로 제공했고, 글로벌 SPA 브랜드 유

니클로도 ‘이네스 드 라 프레상쥬’와의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을 출시했을 때, 해당 제품을 7만 원 이상 구매

하는 고객에게 에코백을 제공했다(S. J. Lee, 2015). 
잡화브랜드 ‘덱케’는 처음 매장을 열면서 가방을 구매

하는 고객에게 해외에서 들여온 고급 소재로 제작한 

손가방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Sim, 2014). 컨템포러

리 잡화 브랜드 빈치스는 타투이스트 NOVO와 컬래

버레이션한 한정판 파우치를 3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증정하였다(Park, 2016). 이러한 한정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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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품 제공 이벤트들은 소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

었고, 사은품의 별도 판매에 대한 문의로도 이어졌다. 
한정판 사은품을 얻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면서 다

른 즐거움을 얻는다고 느꼈으며, 사은품임에도 불구

하고 최신 유행에 적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패션아

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Min, 2015). 
이는 덤으로 주는 패션 사은품이 소비자를 더 돋보이

게 해주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여겨진다는 것으로 기

존의 사은품과는 달리 한정판 사은품의 긍정적인 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당 브랜드의 마니아 층 

고객은 한정판 사은품을 얻지 못하면 사은품이 무료

로 증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 높은 

값을 지불하고 개인에게 구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

유로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한정판 

사은품을 기획하였고, 소비자들은 그 사은품을 얻기 

위해 주저없이 본품을 구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

다(M. H. Kim, 2015).
사은품을 제공하는 판촉활동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한정판 사은품은 일반적인 사은품

에 한정판이라는 속성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에는 차별화된 나만의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

자의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Hyun, 2019; E. S. 
Park, 2015), 소비자들의 사은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정판 사은품이 등장하였다

(S. J. Lee, 2015). 이러한 기존의 사은품과 한정판 사

은품 간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사은품은 사은품으로 제

공받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한정판 사은품은 특별 제작하여 사은품으로만 제공되

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한

정판 사은품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를 새기거나 

브랜드의 개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은품과 

달리 한정판 사은품은 브랜드의 홍보 역할도 하고 있

다(Kang, 2015).

2)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limited edition and 

free gifts

한정판 사은품은 한정판 제품과 사은품의 결합이

라고 할 수 있으며, 한정판 제품과 사은품에 대한 연

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정판은 수량

이나 기간을 한정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희소

성을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Choi, 2014), 사람들

의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동시에 브랜드 가치의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m, 2016). 리미티드 에디

션이라고도 불리우는 한정판은 차별화된 품질과 디자

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수집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 긍정

적인 이미지가 부여되고,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의 구

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매출 증대에 효과적

이다(Choi, 2014). 과거에는 럭셔리 명품 브랜드에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브랜드의 파워를 높이

기 위해 한정판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며, 한정판 마케

팅을 통해 남들과 다른 독특성을 추구하는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였고(Hwang, 2013), 이는 브

랜드의 관계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Hwang, 
2013). 럭셔리 명품 브랜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

하고, 브랜드의 영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한정판 상

품을 출시하기도 하며, 한정판 마케팅을 통해 남들과 

다른 독특성을 추구하는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정판 상품은 브랜드의 관계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wang, 2013).
지금까지 진행된 한정판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한

정판과 브랜드 관계(Choi, 2014; Im, 2016), 한정판과 

소비자의 구매의도(Jung, 2013)에 대한 방향으로 진

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Im(2016)은 한정판은 수량

이 제한적이고, 일반 제품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한정판의 특성을 희소성과 특별함으로 분류하였

다. 연구결과, 한정판의 희소성과 특별함이 브랜드 자

산의 구성요소인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

드 충성도, 지각된 품질 모두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Im, 2016).
기업의 판촉활동 유형은 금전적 판촉과 비금전적 판

촉으로 분류된다(Diamond & Campbell, 1989). Kotler 
(1972)는 비금전적 판촉 중 사은품 제공을 기업이 무

료나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증정하여 특정한 상품의 구

매율을 높이려는 하나의 판촉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은품 판촉은 대표적인 판촉 수단이며, 사은품의 유형

은 매우 다양하기에 무료 제품, 무료 선물, 샘플로 세

분화가 가능하다. 또한 한정판 사은품 제공과 같은 비금

전적 판촉은 가격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가 별도

의 이익획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한다(Wu, 2010).
사은품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사은품 구성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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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Wu, 2010; Xu, 2016)으로 이

루어져 왔다. Wu(2010)에 따르면 본품과 사은품 사이

에 기능상관성이 있을 때 사은품의 가치를 더 높게 지

각하며, 구매의도도 높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여기

서 기능상관성이란 제품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의미

한다. 높은 보완성을 가진 제품은 소비자가 자신의 노

력과 시간을 사용하여 조합제품을 따로 구매하는 시

간을 절약하도록 돕는다(Wu, 2010). 본품과 사은품이 

기능상관이 있으면 소비자는 사용가치에 따라 사은품

을 평가하고, 기능상관이 없으면 브랜드 가치에 따라 

사은품을 평가한다(Wu, 2010). Kim(2005)의 연구는 

의류기업에서 사은품을 제공하면 브랜드에 비충성 고

객들을 브랜드로의 전환으로 이끄는데 효과가 있으

며, 보다 더 효과적으로 브랜드에 충성하게 하는 수단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사은품 제공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과 낮은 소비자들 모

두에게 브랜드를 재구매하도록 이끌었다(Kim, 2005). 
이처럼 사은품의 연구는 본품과 사은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Xu(2016) 연구에 따르면 본품

과의 보완성이 높거나 혜택이 일치하면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또한 사은품 제공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데 효과

적이었다고 하였다(Kim, 2005).
이처럼 한정판의 연구와 사은품에 대한 연구 등 한

정판과 사은품의 연구가 독립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다양하다(Choi, 2014; Hwang, 2013; Im, 2016; Kim, 
2005; Wu, 2010). 하지만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의 패션기업의 다양한 한정판 
사은품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한정판 사은품이 

가지는 효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Kang, 2015; 
M. H. Kim, 2015; Lee, 2014; S. J. Lee, 2015; Sim, 
2014),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정판 사은품은 기존의 사은품 판촉에 한정판

이라는 속성이 추가된 판촉활동이다. 본품은 아니지

만, 한정판 사은품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이 다

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는 한정판의 특성에서 

비롯된 한정판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본품의 구매를 통

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사은품 특성 또

한 한정판 사은품에 포함된다. 

2. Characteristics of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

한정판 사은품은 한정판과 사은품의 결합이므로, 
한정판과 사은품 각각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

서 한정판의 희소성과 특별함, 사은품의 위험성과 보

완성, 그리고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의 비매성을 한정

판 사은품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1) Scarcity

희소성(scarcity)이란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구매

할 시간과 수량을 제한함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

정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극하여 결정을 촉진하고

자 하는 효과이다(Lynn, 1989). 즉 소비자의 구매욕구

와 비교하여 제품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우 

희소성의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럭셔리 브랜드에서 

많이 발견된 희소성 전략은 브랜드 자산가치를 향상

시키며,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사료된다(Hwang, 
2013).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품 구매 

가능성을 인지할 경우, 많은 소비자들은 구매를 보류

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행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나 

수량을 한정하여 제품 구매기회가 줄어들 경우 소비

자들은 반발심을 느낌과 동시에 한정된 제품에 보다 

의미있는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는 제품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구매의지의 증가로 이어진

다(Im, 2016).
현재까지 진행된 희소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희소

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Bean, 2009; Y. 
L. Kim, 2015; Yoon, 2013), 희소성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Im, 2016)의 관점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
체적으로 Y. L. Kim(2015)은 공급희소성과 수요희소

성은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밝혔으며, Im(2016)의 연구는 제품의 희소성이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와 충성도로 이루

어진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이러한 희소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희소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은 기업과 브랜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

판 사은품의 경우, 본품으로 제공되는 한정판과 유사

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수량의 제한으로 그 희

소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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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queness

특별함이란 다른 사람과 동조를 회피하며, 차별되

며 특별하게 지각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타인과 구별이 되는 특별한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개

인의 차별성, 개성, 독특성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한

정판은 희소성 이외에도 개성, 실용성, 예술성 등을 

고려한 특별함도 매우 중요한데(Im, 2016), 여기서 특

별함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특이하고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고 표현하려

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이러

한 욕구와 개성을 발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특함 추

구, 차별화, 특별함의 정도로 정의되며, 한정판 사은

품의 특별함은 제한된 수량과 시간으로 제한된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 독특함, 특별함을 제시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Im(2016)은 특별함은 네 가

지의 브랜드 자산인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인지도, 이
미지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의 

가치제고에 기여하는 요소임을 규명하였다. 특별함이 

강조되는 경우 브랜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을 규명

하였다. 한정판 사은품의 사례의 경우, 브랜드에서 기

존에 제공되었던 사은품과는 달리, 사은품만을 위한 

차별화된 소재의 사용, 유명 디자이너의 특별 제작 제

품, 쉽게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정판 사은품 그 자체로 소비자

들에게 특별함, 차별함, 독특함 등을 제시하며, 특별

함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3) Risk

위험성이란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며, 예기치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이다

(Cho, 2009). Wu(2010)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은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는 오히려 기업에게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사은품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

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위험하다고 지각할 

수 있으며, 사은품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따
라서 사은품 자체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은품의 위험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Wu(2010)의 연구에서 사은품은 

무료제품과 무료선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무료제품

은 본품과의 관련이 있어야 하며, ‘무료’라는 가격측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무료선물은 소비자에게 

쾌락적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품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사은품 유형을 비교해보면, 무료제품은 소비자가 노

력하여 구매한 제품이며 마음에 든 것으로 선택하였

기 때문에 무료선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Wu, 2010). 또한 무료선물은 선물을 받은 

소비자가 제품이 마음에 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지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

나 역효과가 일으킨다고 하였다(Wu, 2010).
Chang(2002)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비교적 경제적

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저가의 경품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Yuan(2015)에 따르면 사은품은 잘

못 설정하면 판촉비용을 낭비할 뿐만이 아니라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은품의 위험성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Chang, 2002; Wu, 
2010; Yuan, 2015), 잘못된 사은품의 제공은 기업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소이며, 사은품 자

체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험성을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4) Complementarity

보완성은 브랜드의 제휴전략에서 두 브랜드 간의 

시너지 효과에 그 유의미한 영향력이 연구되었다(Bae, 
2012; Simonin & Ruth, 1995). 브랜드 간의 보완성은 

제휴브랜드에 대한 태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브랜드의 보완성은 제품속성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으며, 제품 보완성(product complementarity)이란 
상호보완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 제품을 보는 것이다

(Choi, 2000). 제품 간에 보완성이나 상관성이 강하게 

존재할 경우,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절약

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부터 보완성과 공동성을 제공해주

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러한 조합제품을 더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도와주며, 전체적인 판촉활동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Wu, 2010). 현재까지 진행된 사

은품의 보완성에 관한 연구는 본품에 보완을 해주는 

사은품에 관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보완성과 상관성

이 판촉활동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Wu, 2010). 그러나 한정판 사은품

은 기업에서 사은품만으로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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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브랜드 시그

니처 로고를 포함하여 제작하기 때문에(Kang, 2015), 
본품에 대한 보완성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품에 대한 기능적인 

보완 외에 브랜드 특징에 대한 보완성을 한정판 사은

품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에 대

한 보완성을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5) Non saleable product

Kim et al.(2014)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

터 잡지부록에 새로운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한
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일본에서도 잡지를 구매하면 

주로 화장품을 부록으로 증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는 럭셔리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한 화장품 파우

치를 부록으로 증정하는 등 새로운 부록이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 잡지 부록의 특징은 오로지 부록으로만 

구할 수 있는 비매품이라는 점이다. 즉 잡지가 완판이 

되면 부록도 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전략은 잠시 침

체된 잡지산업에 활기를 불어주었다.
비매품이란 일반인에게 팔지 않는 물품, 즉, 특정인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제품이나 견본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을 뜻한다. 잡지부록과 마찬가

지로 한정판 사은품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특정한 

집단에게 주어지는 물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매품

이 가진 이러한 성질을 ‘비매성’이라고 칭하고자 한

다. 한정판 사은품은 소비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

매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사은품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고, 따로 판매를 하지 않는 사은품

이다(S. J. Lee, 2015). 또한 Wu(2010)의 연구에서 사

은품은 무료제품과 무료선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한정판이 지니고 있는 희소성과 특별함, 사은

품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과 보완성에 더불어 비매성

을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3. Consumer responses

1) Brand attitudes

Ajzen and Fishbein(1980)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일

관되게 호의적이거나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

는 경향을 태도라고 했으며,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들이 그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특성들

과 속성들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Keller(2003)는 소비자

가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브랜드 태

도라고 정의했고, Mitchell and Olson(1981)은 브랜드

가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소비자의 포괄적인 평가라

고 정의하였다. 브랜드 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지

속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과 같은 소비

자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Hur, 
Lee, & Kim, 2005). Haugtvedt and Petty(1992)에 의

하면 브랜드 태도는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며, 타 브랜드와의 경쟁상황에서는 공격을 방어해 주

는 중요한 수단이다. Ha and Hwang(2014)은 중국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패션 제품을 활용하여 패션

제품의 평가 속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연구 결과, 브랜드/품질 속성, 미적 속성으

로 분류된 패션 제품의 평가 속성은 모두 브랜드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긍정적 혹

은 부정적인 온라인 사용 후기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연구한 Lee and Choi(2009)
에 따르면 긍정적인 온라인 사용 후기에 노출된 집단

이 부정적인 사용 후기에 노출된 집단보다 브랜드 태

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2) Brand commitment

브랜드 몰입은 특정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

어가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 의지이며(Aaker, Fournier, 
& Brasel, 2004), 이는 경쟁 브랜드가 있음에도 특정

한 브랜드를 계속해서 구매하는 행동을 말한다(Chu, 
2013). Anderson and Weitz(1992)에 따르면 브랜드 

몰입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의지와 안정적 관계에 대한 확신을 수반한

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만족스럽거나(Yan, 2014) 혹은 브랜드에 대해 정서적

이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느낀다면, 지속

적으로 그 브랜드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몰입

을 하게 된다(Kim, Lee, & Kim, 2005). 이때 소비자

와 브랜드 사이에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강한 감정

적 관계가 구축된다(Choi, 2008).
브랜드 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명품 브랜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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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성요인의 파악 및 브랜드 몰입과 관계가 있는 요

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Lee and Kim(2012)의 연구

가 있다. 연구 결과, 과시성, 품질성, 고급성, 희소성, 
독특성으로 구성된 명품 브랜드 개성 요인에서 고급

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브랜드 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패션 명품브랜드 가치 차원의 구성 요인

이 브랜드 몰입, 애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Lee(2010)의 연구에서 명품브랜드의 과시적 가치, 
품질가치, 쾌락적 가치가 브랜드 몰입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몰입에, 브랜드 몰입은 구전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되었다.

4. Need for uniqueness

독특성 욕구는 자신만의 독특성이나 고유성을 표

현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비순응적인 

개인의 욕구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독특성 욕구를 행동으로 직접 표출함으로써 대중으로

부터 자신의 독특성을 분리하려고 노력한다(Snyder, 
1992; Snyder & Fromkin, 1977). 사람들은 자신이 구

별되는 행위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독특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Lynn & Harris, 1997). 이를 소비자 독특

성 욕구라고 하며, 독특성 욕구가 소비행동을 통해 드

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품 또는 브랜드의 소비를 

통해 개인이 타인과 다르고자 하는 차별적 욕구가 나

타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다(Tepper & Hoyle, 
1996; Tian, Bearden, & Hunter, 2001). 이러한 소비자 

독특성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사성이 높다고 지

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발생

한다(S. J. Park, 2010).
소비자 특성으로서의 독특성 욕구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어 왔다(Han, Ryu, 
& Sung, 2016; Kim & Han, 2017; Lee, 2013; Park, 
Han, & Kim, 2012). Park et al.(2012)의 연구에서 소

비자의 독특성 욕구는 쇼핑가치와 소비행동간에서 유

의미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는데, 독특성 욕구가 높

은 소비자들은 쾌락적 소비가치가 보다 크게 점포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명된 반면, 독특성 욕구

가 낮은 소비자들은 실용적 소비가치가 보다 강하게 

점포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

되었다. 이외에도 독특성 욕구를 조절효과로써 검증

한 선행연구 중 Lee(2013)는 독특성 욕구 이외에도 

자아존중감과 관여도를 조절변수로 가격촉진 유형이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연구 결과, 배타적 소비자 집단은 가격촉진 유형

과 소비자 태도의 관계에 있어 독특성 욕구, 자아존중

감,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규명하였다. 오늘

날의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독특성 욕구를 만족시

키려고 노력한다는(Im, 2016)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

고 독특성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나 제품의 소비를 중지하고 희

소성 있는 제품의 브랜드를 구매하여 타인과의 차별

화를 추구한다는 선행연구(Kim & Kim, 2005)에 기인

하여, 촉진 유형 중 하나인 한정판 사은품 판촉은 기

업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본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매할 수 없는 희소한 제품

의 구매를 통해 독특성을 소유하고, 그 느낌을 유지하

길 원하는데(Snyder & Fromkin, 1977), 그것은 한정

판 사은품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정판 사

은품이 브랜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때, 독특성 욕구

를 조절변수로 적용하고자 하며, 소비자의 독특성 욕

구에 따라 한정판 사은품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Ⅲ.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이 브랜드 태도

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2. 독특성 욕구에 따라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이 브랜드 태도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한다.

2. Instruments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희소성은 Park(2011)과 H. D. Kim(2003)의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특별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Lynn(1991)이 사용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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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근거한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위험성은 Dowling 
(1986)과 Dowling and Staelin(1994)의 연구에서 사용

된 3문항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보완성은 

Simonin and Ruth(1995) 및 Bae(2012)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수정하여 보완성을 4문항으로 측정하였

으며, 비매성은 해당 특성의 기사를 참고하여 저자가 

개발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브랜드 몰입은 

Kim et al.(2005), Ahn, Lee, and Jeon(2009), Aaker et 
al.(2004)이 사용한 척도에 근거하여 4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runer and 
Hensel(1996)의 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했다. 조절변수

인 소비자 독특성 욕구는 Lynn and Haris(1997)의 연

구에 근거한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인구 

통계적 특성과 한정판 사은품 관련 문항이 포함되었

다. 인구 통계적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설문의 척도는 

7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3. Sample and data collection procedures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30
대 남녀로 편의표집되었으며, 구글을 통한 온라인 설

문 응답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은 소비자 특

성인 독특성 욕구를 응답한 후, 한정판 사은품의 정의

와 함께 다양한 사례(브랜드명 미표시, 5가지의 사례 

제시)가 글로 제시되었다. 이후 한정판 사은품의 특

성, 브랜드 태도 몰입,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총 225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하거나 부

정확하다고 판단된 응답 1부를 제외하여 총 224부를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대응

표본 t검증, 계층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계층적 

회귀분석은 다중공선성 방지를 위해 평균중심화을 활

용한 변수 변환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3.4세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60.7%, 남성이 39.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96.9%가 미혼이었으며, 직업은 학생이 79.4%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400~ 

600만 원 미만이 29.5%, 600~800만 원 미만이 25.4%
를 나타냈고, 월 평균 의복 구입비는 10~20만 원 미만

이 37.9%, 20~30만 원 미만이 19.6%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한정판 사은품에 대해 들어

본 응답자는 87%로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2.1%)에 

비해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한정판 사은품을 실제

로 받아 본 응답자는 64.3%, 받아보지 않은 응답자는 

35.3%로 나타났다. 한정판 사은품에 대해 들어본 경

로 대해서 응답자의 75%가 SNS를 통해서, 46.9%가 

잡지를 통해서, 37.2%가 인터넷 검색과 매장 방문을 

통해서 한정판 사은품을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

정판 사은품을 받아본 응답자의 경우 60%가 패션/의
류 제품을 구입하였을 때, 49%가 화장품을 구입하였

을 때 한정판 사은품을 제공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연
구 참여자가 받아본 한정판의 품목 중에는 액세서리

가 46.5%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45.1%, 가방 41%
를 차지하였다. 한정판 사은품을 받아보지 않은 응답

자가 수령하고 싶은 한정판 사은품은 가방이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의류제

품이 39.2%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한정판 사

은품의 수령경험 유무와 브랜드의 한정판 사은품의 

제공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구의 결과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수령경

험 유무와 제공상품의 종류에 따른 응답자의 통제없

이 전체 응답자의 자료로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진행

하였다.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한정판 사은

품의 특성은 희소성/특별함, 보완성, 위험성, 비매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총 설

명력은 75.74%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의 신뢰도 

값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도출된 요인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소비자 반응변수인 브랜드 몰

입과 브랜드 태도, 그리고 소비자특성인 독특성 욕구

도 요인분석결과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신뢰도 값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이 확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예상과 달리, 한정판 사

은품의 특성 중 희소성과 특별함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어 도출되었는데, 희소한 상품은 특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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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각했다는 선행연구들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

이, 이는 응답자들이 희소성과 특별함의 문항을 유사

하게 지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Effects of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s on brand 

commitment and brand attitudes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

향과 독특성 욕구에 따른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단계별 회귀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1단계 모델에서는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2단계 모델에서는 

독특성 욕구를 투입하여 한정판 사은품과 독특성 욕

구가 브랜드 몰입과 태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 모델에서는 독특성 욕구가 한정판 사은품 특성

과 브랜드 태도와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역할

을 검증하기 위해 2단계의 독립변수들과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었다.

1) Effects of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s on 

brand attitudes: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히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에 제시되었다. 한정판 사은품 특성요인의 주효과를 

분석한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이 검증되

었으며(F=47.862, p<.001), 전체 분산 중 45.7%를 설

명한다(수정된 R2=.457). 이 모형에서 한정판 사은품

의 모든 특성 차원, 희소성/특별함, 보완성, 위험성, 비
매성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규

명되었다. 이는 제공된 한정판 사은품이 희소하고 특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search construct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Scarcity/
uniqueness

It is in limited supply. .798

4.461 26.239 .925

Limited editions of products is desirable. .761

It is scarce. .887

It is an unique product. .857

It is a rare object. .826

It is different and unusual. .696

Non saleable 
product

It is impossible to purchase separately. .782

2.904 17.080 .884
It is hard to purchase itself. .795

It is only provided for the special customers. .761

It is only provided with gifts. .811

Complementarity

It is highly complementary with the brand. .708

2.833 16.664 .840
It is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789

It is good to use for the brand. .867

The product is helpful to the brand. .679

Risk 

It is risky. .897

2.678 15.755 .925It makes me worry. .938

It brings me bad results. .898

Total variance explained % 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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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며 브랜드와 보완적일 때, 한정판 사은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인식할수록 소비

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정판 사은품의 위험성 특성 차

원은 브랜드 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지각

할수록 브랜드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절변수인 독특성 욕구를 추가한 2단계 모델은 유

의하였으며(F=48.158, p<.001), 이 모델은 전체 분산 

중 51.4%를 설명한다(adj.R2=.514). 이 모형에서도 모

든 한정판 사은품 차원의 변수와 독특성 욕구가 브랜

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차원과 브랜드 태도와의 관

계에서 독특성 욕구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모

형 3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이 검증되었고

(F=29.124, p<.001), 전체 분산 중 53.2%를 설명한다

(adj.R2=.532). 새로 투입한 상호작용항 중 위험성과 독

특성욕구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위

험성*독특성 욕구=.145, p<.05). 이에, 모형 1, 2, 3에서 β위험성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131에서 ‒.143, 또 ‒.177로 절

대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독특성욕구가 한정판 

사은품의 위험성과 브랜드 태도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모델에서 모델의 단계

별로 Adjusted R2 값이 증가하여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냈으며(model 1=.468; model 2=.514; model 
3=.532), 단계별 모델에서 F값 변화량의 유의성(model 
1: ∆F=47.862, p<.001; model 2: ∆F=26.795, p<.001; 
model 3: ∆F=3.058, p<.01)은 조절변수인 독특성 욕

구의 유의미한 역할을 규명하였다. <Fig. 1>에 제시된 

것처럼 독특성 욕구의 고집단과 저집단에 따라 브랜

드 태도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위험성에 따른 

브랜드 태도는 독특성 욕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응답자가 위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브랜드 태도가 

높아지나, 독특성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연구참여자가 

위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브랜드 태도가 미미하지

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높게 지각해도 브랜드 태도

<Table 2> Effects of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s on brand attitudes: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Scarcity/uniqueness .351 5.600*** .271 4.420*** .316 4.994***

Complementarity .366 5.924*** .334 5.689*** .353 5.929***

Risk ‒.131 ‒2.448* ‒.143 ‒2.838** ‒.177 ‒3.392**

Non saleable product .134 2.098* .164 2.712** .149 2.455*

Need for uniqueness .258 5.176*** .212 4.182***

Scarcity/uniqueness * Need for uniqueness ‒.079 ‒1.027

Complementarity * Need for uniqueness .021  .271

Risk * Need for uniqueness .145 2.438*

Non saleable product * Need for uniqueness .076 1.030

Adjusted R2 .457 .514 .532

∆R2 .468 .058 .026

F-Value 47.862*** 48.158*** 29.124***

∆F 47.862*** 26.795*** 3.05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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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즉, 독특성 

욕구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한정판 사은품의 위

험성의 정도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나, 독특성 욕구가 높

은 집단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에도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강

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중 

위험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규

명되었다.

2) Effects of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s on brand 

commitment: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uni-

queness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이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연구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한정판 사은

품 특성요인의 주효과를 분석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이 검증되었으며(F=13.275, p<.001), 전
체 분산 중 18.0%를 설명하였다(adj.R2=.180). 이 모형

에서 한정판 사은품의 희소성/특별함, 보완성만 브랜

드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규명되었

다(β희소성/특별함=.216, p<.01, β보완성=.304, p<.001). 이는 

제공된 한정판 사은품이 희소하고 특별하며 브랜드와 

보완적일 때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과 

비매성이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규

명되지 않았다. 조절변수인 독특성 욕구를 독립변수

항으로 추가한 2단계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36.398, p<.001), 전체 분산 중 29.4%의 설명력

을 나타냈다(수정된 R2=.294). 분석 결과, 새로 투입된 

독특성 욕구가 브랜드 몰입에 가장 큰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β독특성욕구=.362, p<.001).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차원과 브랜드 몰입의 관계

에서 독특성 욕구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3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이 검증되었고(F=12.932, 
p<.001), 전체 분산 중 3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adj.R2=.325). 또한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차원 중 위험

성과 독특성욕구의 상호작용항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β위험성*독특성욕구=.215, p<.01).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모델에서 독립변수의 투입 단계별로 Adjusted 
R2 값이 증가하여 모델의 설명력이 높아짐을 나타냈

으며(model 1=.180; model 2=.294; model 3=.325), 단계

별 모델의 F값 변화량의 유의성(model 1: ∆F=13.275, 
p<.001; model 2: ∆F=36.398, p<.001; model 3: ∆F= 
3.466, p<.01)은 조절변수인 독특성 욕구의 유의미한 

역할을 규명하였다. <Fig. 2>에서 독특성 욕구 고집단

과 저집단의 상반되는 기울기의 방향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독특성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브랜드 몰입이 높아지나, 독특성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브랜드 몰

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특성 욕구가 

<Fig. 1>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on the between perceived risk and br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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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높게 지각해도 브랜드 몰입

에 위험성을 낮게 지각하는 소비자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또한 독특성 욕구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한정

판 사은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브랜드 몰입에 미치

는 영향력이 미미하나, 독특성 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는 한정판 사은품의 위험성이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이 독

특성 욕구는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중 위험성과 브랜

<Table 3> Effects of limited editions of free gifts on brand commitment: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Scarcity/uniqueness .216 2.809** .104 1.404 .142 1.868

Complementarity .304 4.014*** .260 3.673*** .291 4.071***

Risk .108 1.650 .090 1.482 .044  .697

Non saleable product ‒.107 ‒1.363 ‒.064 ‒.874 ‒.064 ‒.885

Need for uniqueness .362 6.033*** .306 5.044***

Scarcity/uniqueness * Need for uniqueness ‒.028 ‒.303

Complementarity * Need for uniqueness .087  .915

Risk * Need for uniqueness .215 3.018**

Non saleable product * Need for uniqueness ‒.063 ‒.710

Adjusted R2 .180 .294 .325

∆R2 .195 .115 .042

F-Value 13.275*** 19.617*** 12.932***

∆F 13.275*** 36.398*** 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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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Moderating effect of need for uniqu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and brand commitment

－ 88 －



Vol. 28, No. 1 이윤선․이지은․이현화 89

드 몰입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s

본 연구는 마케팅 전략에서 비금전적인 판매촉진 

방법의 하나인 한정판 사은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한정판 연구와 사은품의 연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사은

품 판촉에 한정판이라는 특성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규명하였다. 또한 소비자 특성 중 

독특성 욕구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지각이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판 사은

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85% 이상이었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서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공지와 안내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잡

지, 인터넷 검색, 매장 방문 순으로 정보를 접하였다. 
한정판 사은품을 획득해 본 응답자는 60% 이상이었

다. 특히 패션/의류 제품과 화장품을 구매할 때 한정

판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 제공받

은 한정판 사은품의 품목은 대부분 액세서리나 화장

품이었다. 둘째,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으로 희소성/특
별함, 보완성, 위험성, 비매성이 도출되었다. 이는 선

행연구(Im, 2016; Wu, 2010)에서 제시된 한정판의 희

소성/특별함 특성, 사은품의 보완성, 위험성 특성을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으로 규명되었음과 동시에, 한

정판 사은품만의 특성인 비매성 특성을 확장하여 한

정판 사은품의 특성 차원을 통합적으로 규명하였다.
셋째, 브랜드 태도에 대한 한정판 사은품 특성의 

영향에서는 모든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

되었다. 구체적으로 브랜드 태도에 대한 한정판 사은

품 특성들의 영향력은 보완성, 희소성/특별함, 비매성, 
위험성의 순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정판 사

은품을 통하여 브랜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려면 

한정판 사은품을 브랜드에 보완이 될 수 있는 상품에 

중점을 두어서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희소

성/특별함과 비매성, 위험성의 순서대로 주목해야 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중 상대

적으로 브랜드 태도에 강한 영향력을 규명한 본 연구

의 결과는 한정판 사은품의 제공상품의 종류를 선정

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본 제품의 특성과 서로 보완

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즉, 본 제품이 패션/의류제품인 경우와 화장품인 

경우에 따라 해당 본 제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각되

는 사은품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제품의 종류

에 따른 적절한 사은품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

가 지각하는 보완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본 연구의 네 번째 결과인 브랜드 몰입에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서 희소성/특
별함, 보완성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

명되었다. 브랜드 몰입에는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중 

위험성과 비매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브
랜드 몰입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위험성, 비매성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브랜드 태도

가 브랜드 몰입의 선행변수이며, 브랜드 태도는 몰입

과 비교하여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평

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Keller, 2003; Mitchell 
& Olson, 1981). 즉,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낮은 위험

성 지각과 별도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은 브랜드에 대

한 세부적인 평가보다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브랜드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비매

성은 사은품으로만 제공된다는 특성으로 한정판 사은

품이 일시적인 판매촉진 활동이므로 특정 브랜드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의미하는 브랜드 몰입까지 이

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유추된다. 또한 브랜드 몰

입은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규명되었듯이, 브랜드 

태도의 결과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한정판 사은품의 

어떠한 특성이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에 기인하여 패션기업에서 한정판 사은품을 

통해 브랜드 몰입을 높이고자 한다면 희소성/특별함, 
보완성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몰입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독특성 욕구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독특성 욕구가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들보다 

브랜드 몰입에 가장 강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고 규명되었다. 이는 독특성욕구가 높은 소비자는 한

정판 사은품을 제공하는 브랜드를 호의적이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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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각하며, 독특성 욕구는 소비자와 브랜드의 지

속적인 관계 유지로 이어지는 브랜드 몰입에도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특성 

욕구를 조절변수로 적용하였을 때, 독특성 욕구 정도

에 따라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중 위험성이 소비자 반

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화함을 검증되었다. 이는 독

특성 욕구가 높은 집단은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위험

성 지각이 높아도 해당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몰입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특성 욕구가 높은 소

비자들은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위험성 지각에도 불

구하고 이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위험성 지각이 높아도 한정판 사은품으로 인하여 해

당 브랜드에 대한 가치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본 연구의 결과로 규명되었다. 독특성 욕구

가 높은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는 이유는 대부

분의 사람들이 회피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제품

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독특성 욕구가 높은 소비자 층을 타

겟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한정판 사은품의 프로

모션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더 긍정적인 판

촉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베이직한 제품

에 중점을 두는 브랜드보다는 혁신적인 스타일의 패

션제품을 다루는 브랜드에게 한정판 사은품의 판촉활

동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2016)의 앞선 연구에서는 한정판의 희소성과 특별

함이 브랜드 자산을 높인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희소성과 특별함을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으로 보았

고, 이 특성이 브랜드에 대한 몰입과 태도를 높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희소성과 특별함이 기업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Im(2016)의 선행

연구를 지지하며,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던 한정판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정판 사은

품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기업이 한정판 사은품을 제작

함에 있어 희소성과 특별함이 중요한 요소임을 실증

적으로 재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독특성 욕구를 독립변수에 적용해

봄으로써 독특성욕구가 한정판 사은품을 제공하는 브

랜드의, 브랜드 태도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정판 사은품은 희소성과 특별함

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일반 제품과는 차별화되기 때

문에 독특한 제품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독

특성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통해 기

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독특성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은 독특한 제품을 

더 선호하고 높은 구매의도가 있다고 밝힌 Y. Kim 
(2003)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독특성 욕

구의 독립변수의 효과 이외에도 조절변수로도 적용하

여 이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효과 차이를 밝혔다. 따
라서 긍정적인 소비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판

촉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가격할인과 같은 금전적 판

촉에 대한 연구였으며(Blattberg & Neslin, 1989), 한
정판 사은품은 비금전적 판촉활동으로, 이러한 활동

을 더 가치 있게 간주한다는 선행연구(Diamond, 1992; 
Diamond & Sanyal, 1990)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

했던 판촉분야의 연구를 한정판 사은품이라는 비금전

적 판촉활동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정판 

사은품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대부

분 SNS를 통해서 한정판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에서 한정판 사은품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정판 사은품이 가지는 효과가 긍정적임에

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가 한정판 사은품 

제작 시 특히 중요시해야 할 특성과 이들이 한정판 사

은품이 해당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패션기업의 한정판 사은품 관련 전략수립에 실질적으

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한정판 사은품과 본품 

제작 시, 각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어떠한 특

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즉, 희소성/
특별함, 보완성, 위험성, 비매성의 모든 특성이 브랜

드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브랜드 보완성의 영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면 브랜드 자체를 보완해 주는 상품

을 제작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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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과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한정판 사은품이 브

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정판 사

은품의 특성 차원을 규명하고, 이들이 브랜드의 긍정

적인 태도 고취와 몰입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한정판 사은품이 브

랜드의 가치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정판 사은품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

써 기업들이 한정판 사은품의 전략을 세우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

가자 수도권 거주 20대 여성 소비자들을 현저하게 많

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

가 진행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

한 응답자의 일부는 화장품 혹은 패션/의류제품 구입

을 통해 한정판 사은품을 제공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한정판 사은품 

수혜관련 사전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 포함된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 이외의 다양한 특

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특성 욕구를 조절효과로 분석

하였지만, 이 외에도 패션 관여도나 사은품 관여도 등 

다양한 소비자의 특성으로 한정판 사은품의 특성과 

소비자 반응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

을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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