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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1) the effects of fashion luxury product price discounts in social commerce on per-

ceived benefit and purchase intention, and 2) differences in such effects by social commerce trust, brand

and design preferences for luxury products as well as social commerce and online luxury product purchase

experiences. Three discount rates representing high, mid, and low for a luxury product sold in social com-

merce were manipulated and tested on female consumers and 486 online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ice discount affected perceived benefit but did not affect purchase intention.

Benefits were highly perceived at high and mid discount rates compared to the low rate. Social commerce

trust, brand preference, and design preference affected perceived benefit and purchase intention, but the

interaction effect with price discount was observed only in the design preference to perceived benefit. The

purchase experience of online luxury products also affected purchase intention.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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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가격할인, 혜택지각

I. 서 론

SNS의 급성장과 함께 새로운 상거래 패러다임으로

소셜커머스는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정

해진 시간 동안 일정 인원이 모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의 새로운 유통채널로(DMC Report, 2011) 미국의

그루폰을 시작으로 2010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시

장규모는 초기 500억 원에서 2011년 1조 원으로 20배

성장하였고, 2014년 현재 70배인 3조~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Im, 2014).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2011)가 20~50대 소비자 1,0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커머스 활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20대 응답자의 59.0%, 30대 응답자의

48.0%, 40대의 26.5%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제품이나 서

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소비문화로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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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소셜커머스 인지도 및 이용실태조사(DMC Report, 2011)

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 이용 시 고려하는 사

항으로 가격(할인)조건(7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및 제품의 퀄리티(69.5%), 평소 필요도(42.7%),

이용가능기간(31.5%), 사이트 신뢰도(23.2%) 등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소셜커머스 경험자 중 58.7%가 소셜커

머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 중 91.4%가 저렴

한 가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셜커머스

는 일반 전자상거래에 비해 50~60% 이상의 높은 할인

율을 적용하고 있어(Suh, 2012)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소셜커머스는 해외 명품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에르메스 버킨백이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최근 소셜커머스 고객들의 선호상품 종

류 및 가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저가상품 취급채널 이

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다. 이러한 고급화 전략은 향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An, 2013; Hong, 2014).

소셜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가격할인율과 이

로 인한 가격혜택이다. 그러나 의류, 외식, 화장품 등 일

반적인 소셜커머스 상품이 5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데(Suh, 2012) 비해 패션명품은 비교적 낮은 할

인율을 보인다. 높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할

인율의 소셜커머스 패션명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어

떠한가? 참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

는 소셜커머스에서 고가의 명품 구매에 대한 위험부담

은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통채널 대비 높은 할인율

의 가격혜택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소셜커머스 명품의

진품여부, A/S 등 위험지각이 높은 상태에서 소비자는

여전히 높은 가격할인에 대해 혜택을 지각하는가?

일반적으로 가격할인율이 높으면 혜택을 더 지각하

고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나(Kang, 2013; Kim & Kang,

2003; Suh, 2012; Yoo & Hyun, 2011) 가격할인이 과도

하게 높으면 오히려 위험인식이 높아져 혜택을 덜 지각

하고 구매의도도 낮아질 수 있다(S. S. Kim, 2009; Kwon

et al., 2011; Moon & Park, 2007). 그러나 가격할인과 가

치/혜택의 관계는 일괄적으로 모든 제품군과 구매상황

에 적용될 수 없다(Kim et al., 2007). 즉 제품군과 구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셜커머스 상황에서 고가의 패션명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그 영향을 가격할인율과 혜택지각,

구매의도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반값할인이 특징인 소

셜커머스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기대

할 것이므로 가격할인율이 낮을 경우 혜택을 지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품의 가격할인율이 높을

때 위험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혜택을 낮게 지각할 가능

성도 있다. 즉 소셜커머스에서 높은 가격대의 상대적으

로 낮은 명품 할인율에 대한 혜택지각은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신뢰, 명품

브랜드나 디자인에 대한 호감, 온라인에서의 명품 구매

경험, 소셜커머스 구매경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러한 신뢰, 선호, 경험 등은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긍

정적으로 작용하여 가격할인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셜커머스에서의 명품 거래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첫째, 소셜커머스에

서 패션명품의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둘째, 이러한 가격할인율

의 영향이 소셜커머스 신뢰, 명품 브랜드와 디자인 선호

도, 온라인 명품 및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에 따라 다른

지를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셜커머스의 명품 거래 현황과 특성

Bain & Company의 ‘2013 전세계 명품 시장 연구’ 보

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명품 판매액은 약 12조

원으로 2006년 이후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다(Kim,

2014). 온라인 명품 판매도 확대되고 있는데, 높은 할인

율과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소

셜커머스도 최근 유명 해외 명품의 고가상품 거래를 확

대하면서 고급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소셜커머

스 1위 업체인 위메프는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최초로

2011년 4월부터 회원제 명품 쇼핑몰 ‘프라이빗 라운지’

를 통해 명품 핸드백, 의류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쿠팡,

티몬도 해외 명품 브랜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다양한 해외 상품과 고가의 명품

까지 병행수입 제품군 판매를 확대해오면서 최근 명품

브랜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 소비

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An, 2013)일 수 있으나 가품 논란이 지속되면서 소

셜커머스 시장 내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위협받기도 하였다(Im, 2014). 최근 정부는 고가의 수입

품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관인증 지원, 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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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A/S 개선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

치를 공식화하였는데(Im, 2014), 소셜커머스 업계는 이

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해외

명품 판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티몬은 프라다,

펜디, 페라가모, 버버리 등 해외 명품 매장을 직접 방문

하여 수입대행업체와 현지 소싱을 통해 마케팅 및 부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도입, 운영 중이며(Bang, 2013),

위메프는 4단계 검열과정을 통해 가품 의혹 제품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메프 직배송 서비스를 보강(Im,

2014)하는 등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명품을 선보이기 위

한 소셜커머스 업계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병행수입 확대정책, 소비자의 명품 소비 등으로 인한 소

셜커머스의 명품 거래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커머스 제품/서비스 거래(의류, 잡화 등의 제품 및

외식, 문화 등의 서비스)는 50~60% 이상의 높은 할인율

이 일반적이지만 명품의 경우 소셜커머스의 최대 장점

인 반값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흔하다. 품목에 따

른 할인율 편차가 심하기는 하나 타 상품군에 비해 소셜

커머스 명품의 할인율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셜

커머스 거래는 구매시간과 함께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구매를 촉진하고 유인하는 판촉이벤트를 활용하는데, 명

품 거래의 경우 그 수량은 더욱 제한적이어서 정해진 수

량에 대한 혜택은 더 크게 지각될 수 있다. 한편 소셜커

머스는 가격할인 정보만을 강조하여 가품 판매, 거짓할

인, 판매자 정보 부재 및 오류 등 거짓정보들로 인한 피

해가 많았다(Lee, 2013).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

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 및 표시방법 구체화, 위조

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검수 및 확인절차 구체화, 고객센

터 응답률 기준 상향 등 정보 표시 구체화를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

인’을 개정하였다(Lee, 2013).

2.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격은 전통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자 혜택지각의 선행요인이

면서 구매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격에 의한

혜택지각은 보통 가격할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

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의 중요한 가치로서 소비자의 제

품 구매를 유도하며(Kim & Kang, 2003), 소셜커머스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소셜커머스의 가격할

인은 사이트에 제시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일정 할인

율만큼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단기간의 높은 할인

율이 특징인데, 이는 소셜커머스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가 일반 온라인 거래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

들은 ‘소셜커머스=반값할인’이라는 인식을 가진다(Suh,

2012).

가격할인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가격할인율이 높

으면 많은 혜택을 지각하며, 이러한 혜택을 매개로 긍

정적인 구매의도를 가지게 된다고 제시한다. Yoo and

Hyun(2011)의 연구에서 의류제품의 할인 크기가 크면

(10~40%보다 40~70%일 때) 할인에 대한 가치인식과

할인거래에 대한 평가, 할인제품에 대한 거래의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Kang(2003)의 연구에서

는 할인규모(10%, 20%, 30%)가 클수록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관여 ·이성제품군과 저관

여 ·감성제품군에 따라 소비자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

었다. Shin and Cho(2002)의 연구에서도 가격할인율이

30%보다 50%일 경우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의 구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의 특성으로 가격할인 연구를 보면, Kim

(2011)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uh(2012)는 소셜커머스 가격

할인율(높음/낮음)이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는데, 레스토랑 식사권에 대해 높은 가격할인을

제시받은 집단이 상품페이지를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

고, 상품에 대해서도 더 좋게 생각하며, 더 높은 구매의

사를 보였다. Kang(2013)의 연구에서도 소셜커머스의

레스토랑 쿠폰할인율이 높으면(20%보다 60%) 제품 태

도와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다한 가격할인은 상품의 품질에 대한 믿음,

이미지 등에 부정적일 수 있고(Cho, 2013; Moon & Park,

2007), 이 경우 구매의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won

et al.(2011)은 할인과 적립 각각의 상황에서 혜택이 큰

경우(50%), 작은 경우(10%), 통제집단 간 비교에서 혜택

(할인)의 크기가 큰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제품 품질지

각이 낮은 것을 밝혔는데, 과다할인의 경우 제품 품질지

각을 저해할 수 있고 재구매와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할인율이 중

요한데, Yoon and Han(2004)의 연구에서는 피자광고의

과장된 할인가격(60%)에서 적정 할인가격(15%와 25%)

보다 지각된 상품가치가 낮았다. Y. G. Kim(2009)의 외식

메뉴 관련 연구에서는 시장가격보다 70% 할인된 높은

할인수준에서는 가치지각과 구매의도가 감소한 반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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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낮은 가격수준에서 가치지각과 구매의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의 과다한 가격할인에 관한 Moon

and Park(2007)의 연구에서는 50%의 할인이 과다하다고

지각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위험지각

이 높지만 혜택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

비자는 인터넷 쇼핑몰 구매 시 가격할인이 과다하더라

도 가격이 싼 만큼 여전히 거래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

이다.

온라인 혹은 소셜커머스에서 가격할인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Cho(2013)는

명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율 20%와 70%를 제시한

결과, 20% 제시 집단의 인지적 및 감정적 신뢰가 더 크

게 나타났으나 온라인 구매의도는 차이가 없었다. Lee

et al.(2012)의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레스토랑 할인

권 판매 관련 연구에서도 가격할인은 소비자의 구매활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g

et al.(2013)은 소셜커머스에서 50%와 80% 가격할인율

을 이용하여 핸드폰 케이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가격할인 자체의 영향력

은 없으며, 위험지각과 신뢰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혜택지각, 나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가격할인의 영향이 제품군과 구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가격할인이 소

비자의 지각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모든 제품

군과 구매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는(Kim et al., 2007) 것

이다. 소비자의 온라인 명품 구매이유는 오프라인 매장

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Cho,

201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값할인이 특징인 소셜커

머스에서 가격할인에 대한 기대는 높을 것이다. 그러

나 소셜커머스 명품의 경우 어느 정도가 과다한 할인율

일까? 일반적으로 50% 이상을 과다한 할인율로 실험한

연구들이 많으나 소셜커머스의 경우 50%의 반값할인이

준거할인율일 수 있다. 그러나 고가의 위험부담이 높은

명품의 경우 과다하다고 지각할 가능성도 있다.

3. 소셜커머스 신뢰, 브랜드와 디자인 선호도, 구

매경험에 따른 차이

1) 소셜커머스 신뢰에 따른 차이

DMC Report(2011)의 소셜커머스 인지도 및 이용실

태 조사에 의하면, 소셜커머스 비이용자의 75.0%가 향

후 이용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서

비스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아서(41.7%)라는 답변이 가

장 많았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기존 온라인 거래의 위

험요소와 함께 거래성사여부, 거래성사 후 서비스 사용

까지 불안감 등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가진다. 특히 소셜

커머스의 상품품질(가짜 상품), 할인율 과장, 서비스 불

만 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최근

까지 가짜 어그부츠, 가짜 모르칸오일, 가짜 천연소가

죽 제품 등 가짜 상품 판매와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되고

있다. 한편 Consumer Research(2013)가 국내 3대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는 상품 80개를 무작위로 추출

해 가격을 조사한 결과, 30%가 기준가를 부풀려 할인

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관계형성

에 중요하며, 거래성사의 요인으로서(Cho, 2007) 구매

에 영향을 준다. 신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온

라인과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대체로 검증되었다(Cho,

2007; S. S. Kim, 2009; Pavlou & Gefen, 2004). 온라인

사이트와 블로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각혜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 & Kim, 2011; Kaye, 2007).

따라서 소셜커머스에 대한 신뢰는 가격할인에 대한 혜

택을 더 지각하게 하며, 구매의도를 높일 것이다.

2) 브랜드와 디자인 선호도에 따른 차이

Lee(2006)의 연구에서 준거할인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은 브랜드 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브랜드 애

호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가격의 수용구간

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호도가 높은 소비자

들은 브랜드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효용을 높이 평가하

기 때문에 제공되는 할인값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지 않기 때문이다. Kim et al.(2007)은 판매가격이 상대

적으로 높은 고관여 상품으로서 브랜드 애호도에 차이

가 있는 휴대폰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할인율의 차이

에 따라 소비자 지각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고찰

하였는데, 브랜드 애호도가 높을 때 지각획득가치 및 지

각거래가치는 가격할인율 6%와 25%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애호도가 강한 경우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

에 가격인하가 브랜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랜드 애호도가 낮을 때는 가격할인

율이 증가하면서 가치가 감소하여 6%보다 25% 할인

시 가치지각이 더 낮게 나타났다. 브랜드 애호도가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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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제품으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편익에 대한 만

족도와 신뢰도가 낮은데, 가격할인이 클 때 제품의 품

질과 편익을 더욱 평가절하거나 심리적인 지각희생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지각가치가 감소된 것이다(Kim

et al., 2007).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명

품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으면 가격할인율에 관계없이

높은 구매의도를 보일 것이나 선호도가 낮은 경우 가격

할인율이 높으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적게 지각

하고 구매의도 또한 낮을 수 있다.

한편,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 동일한 할

인율에서 혜택을 더 지각할 것이다. Hwang et al.(2012)

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마음속에 제품 디자인의 속성과

그 속성이 제공하게 될 디자인 가치를 연결하게 되며,

이 인지구조가 그 제품에 대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

Seo(2008)는 온라인 패션상품 구매 시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디자인, 브랜드, 사이트 인지도 등을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패션명품의 경우 다른

상품군에 비해 소비자 개개인의 디자인 선호 정도는 더

욱 중요시 되는데, Lee and Shin(2002)의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들이 명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며 그

다음으로 품질, 브랜드 이미지, 소장가치의 순으로 나타

났고, Kim and Ko(2010)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자

인 특성이 브랜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구

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and Son(2013)

의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에서 패션명품 구매 시 제품

의 디자인과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구매경험에 따른 차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인터

넷 쇼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Sung and

Kang(2000)은 인터넷 쇼핑 시 신용카드 도용이나 개인정

보 유출에 대한 불안은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것을 밝혔으며, Kim and Park(1999)은 인터넷 쇼핑몰에

서 구매자와 비구매자 간 혜택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지각차이를 조사하였는데, 구매집단이 혜택요인인 시간

절약과 점포방문의 번거로움 해소 등 전자상거래의 장

점을 더 지각하며, 비구매자는 위험요인을 혜택요인보

다 더 크게 지각하여 이전의 쇼핑경험은 구매결과에 대

한 불안을 감소시켜 구매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S. S. Kim(2009)은 오픈마켓에 대한 친숙성이 높을수

록, 보호장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구매경험이 있

는 경우에, 그리고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오픈마켓에

대한 이익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구매경험이 많

을수록 이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증가하였으며 궁극적

으로 구매의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Li(2011)는 소비자의 개인특성인 혁신성, 대인영향

력의 민감성, 소셜커머스 이용경험이 소셜커머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Ryu(2003)은 온라인 명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온라인 쇼핑경험이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밝혔

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경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인

터넷 쇼핑에 대한 친숙도와 지식이 증가하고, 지각된 위

험이 감소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비경험자에 비해 구

매경험자의 불안감이 낮고, 혜택을 높게 지각할 것이며,

구매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셜커머스의 명품 가격할인율이 높으면 혜택지각과 구

매의도도 높은가? 둘째, 소셜커머스의 명품 가격할인율

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커머스 신

뢰, 명품 브랜드 선호도 및 디자인 선호도,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 및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

본 연구는 실제 소셜커머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패션

명품 브랜드와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할인율을 자극물

로 조작하고 실험설계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명품

은 소셜커머스에서 실제로 ‘명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

품을 의미하였다. 실험대상 명품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

해 2011년 11~12월 주요 4대 소셜커머스(그루폰,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의 명품 거래 현황을 분

석하였다. 총 139건의 명품 거래 중 가장 많이 거래된 브

랜드는 페라가모(21회)이어서 이를 실험대상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실험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페라가모 거래 21회를 조

사한 결과, 향수와 지갑이 가장 자주 거래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중 비교적 명품을 잘 대표하는 지갑을 선정하였

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47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되어

온 페라가모 여성지갑에 대한 선호조사를 실시하여 가

장 많이(31명, 78.7%) 선택된 상품을 선정하였다. 할인

전 가격은 이 제품의 실제가격(480,000원)과 동일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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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할인율을 설정하기 위해 페라가모 지갑의 실제 소셜

커머스 거래할인율이 조사되었다. 54%가 가장 높은 할

인율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할인율은 21%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고, 중, 저 3단계 할인율을 54%, 37%,

21%로 설정하고 할인율이 적합한지 보기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47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최저 할인율을 19%로 조정하였다. 결국 54%, 37%, 19%

의 세 가지 할인율이 조작되었고, 응답자는 무작위로 3할

인율 중 하나에 배당되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2. 변인 측정

본 연구의 변수들은 자극물로 조작된 가격할인율 외

혜택지각과 구매의도가 종속변수로 포함되며, 소셜커

머스 신뢰, 브랜드 선호도, 디자인 선호도, 소셜커머스

구매경험,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 등이 조절변수로 포함

되었다. 변수들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

렇다) 및 범주형으로 측정되었다. 혜택지각은 소셜커머

스의 가격할인에 의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긍정적 가치

로서, 가격할인율을 토대로 제시된 거래조건에 대해 소

비자가 느끼는 가격에 대한 혜택지각의 정도로 측정되

었다. 지각된 가치 및 혜택(Moon & Park, 2007), 가격할

인 및 경제성(Kim, 2011) 등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6문

항(이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면: 명품 구매를 실속있게

할 수 있다; 잘 사는 것이다; 금전적인 혜택이 크다; 돈

을 절약할 수 있다; 제품에 비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다;

가격에 비해 구매가치가 높다)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

도는 .92로 나타났다. 구매의도는 제시된 거래조건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도로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구매의도 측정문항을 참조하여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신뢰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믿음의

정도로서, 기존 문헌의 소셜커머스 태도 및 신뢰(Kim,

2011) 측정문항을 참조하여 5문항(소셜커머스는(를): 신

의와 약속을 지킨다; 믿고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물건을 사는 것은 믿을 만하다; 통한 구매과정을 믿을

수 있다; 통해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을 수 있

다)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자극

물로 제시된 명품 브랜드 선호도(제시되는 브랜드는 좋

아하는 브랜드; 호감; 마음에 듬)와 명품 디자인 선호도

(제시된 제품 디자인에 호의적; 마음에 듬; 우수)는 Kim

and Ko(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3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신뢰도는 각 .86과 .93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구매경험과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은 경험

여부를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이외 소셜커머스 실태

를 보기 위해 소셜커머스 구매빈도, 구매품목, 이용사이

트, 소셜커머스에서의 명품 구매경험, 온라인 명품 구

매빈도 등이 범주형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분

산분석과 이원분산분석으로 분석되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온라인 쇼핑경험이 있는 20~

40대 여성이다. 2012년 4월 3~8일간 온라인 대행업체

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86부가 수집, 분

석되었다. 표본추출과정에서 연령별 세 집단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통제되어 각 세대별 162명(33.3%)이 동일하

게 구성되었다. 표본의 54.9%가 미혼이며, 대학 졸업자

가 65.0%로 높아 고학력에 다소 편중되었다. 직업은 사

무직(31.9%)과 전업주부(24.3%)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월 가계소득은 300만 원대가 20.6%로 가

장 높았고, 400만 원대(18.5%), 200만 원대(18.1%) 순으

로 나타나 300만 원대를 중심으로 대체로 정상분포를 보

였다. 경기/인천 거주자가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다음으로 서울이 26.3%를 차지하였다.

IV. 분석 및 결과

1. 소셜커머스 구매실태

응답자의 332명(68.3%)이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동안 소셜커머스 구매

경험자의 구매빈도는 2~3회(37.3%), 4~5회(24.1%), 8회

이상(17.5%), 1회 이하(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셜

커머스 주요 구매품목은 식품/건강(48.8%)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뷰티(17.5%), 패션(13.0%)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주이용사이트는 쿠팡(49.1%), 티켓몬스터

(32.2%), 그루폰 코리아(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

셜커머스 명품 구매경험은 32명(9.6%)만이 경험하였다

고 응답하여, 대부분 구매경험이 없었으며,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49명(30.7%)으로 나타나 구

매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더 많았다. 온라인 명품 구매

경험자의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명품 구매횟수는 1회

(50.3%)가 가장 많았으며, 2회(25.5%), 3회와 5회 이상

(각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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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할인율 조작검증

본 연구는 3가지 가격할인율과 함께 소셜커머스에서

의 명품 쇼핑상황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소셜커머

스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귀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서 이 내용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까?’라는 질

문을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479명, 98.6%)이 예

로 응답하여 소셜커머스 상황에 대한 조작이 잘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가격할인율은 54%, 37%, 19%의 고, 중, 저로 조작되

었다. 실험참가자들이 가격할인율의 차이를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는 제시된 할인율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할인율이 높은 집단(평균 3.40), 할인율이 중간인 집단

(평균 3.03), 할인율이 낮은 집단(평균 2.46)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48.537, p<.001) 가격할인율 조

작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3.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격할인율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할인율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

하는 혜택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3.171, p<

.001). 가격할인율이 높은 순으로 혜택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다(평균 3.06, 2.97, 2.65). Duncan 사후검증

결과, 저할인율(19%)의 혜택지각이 중할인율(37%) 및

고할인율(54%)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중할인율과 고할인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할인율이 높으면 혜택을 더 지각하여 19%의

저할인율보다 37%의 중간 할인의 혜택이 더 높게 지각

되지만, 54%의 높은 가격할인이 중간 가격할인보다 더

높은 혜택으로 지각되지는 않았다. 이는 기존의 가격할

인율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Kim,

2011; Yoo & Hyun, 2011)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다. 한편 54%의 고할인이 과다한 것으로 인식되어 오히

려 혜택지각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Y. G. Kim(2009)

의 연구에서 70% 할인가격보다 30~50% 할인가격의 가

치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30%

대와 50%대 간 소비자 인식에는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

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격할인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격할인율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격할인율이 높은 순으

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나(평균 2.40, 2.26, 2.24),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575, p>.05). 즉 가

격할인율이 높다고 해서 구매의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온라인이나 소셜커머스에서 가격할인이 구매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존 연구결과들(Bang

et al., 2013; Cho, 2013; Lee et al., 2012)과 같은 맥락으

로서 가격할인은 혜택지각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

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편

온라인에서 가격할인이 매장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나아가 매장이미지는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Fa-

ryabi et al., 2012)을 미치는 것처럼 가격할인율이 혜택

지각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소셜커머스 신뢰에 따른 차이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소셜커머스

Table 1. Perceived benefit and purchase intention by price discount

Price discount N Mean S.D. F

Perceived benefit

Low (19%)
a

162 2.65 .742

13.171***
Medium (37%)

b
162 2.97 .725

High (54%)
b

162 3.06 .806

Total 486 2.89 .777

Purchase intention

Low (19%) 162 2.24 .836

 1.575
Medium (37%) 162 2.26 .818

High (54%) 162 2.40 .877

Total 486 2.30 .845

***p<.001

Duncan tes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a, b

– 36 –



소셜커머스의 패션명품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신뢰, 선호, 경험에 따른 차이- 37

신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소셜커머스 신뢰는 평균값(2.749)을

기준으로 두 집단(고집단 N=283, 저집단 N=203)으로

구분 후 분석하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

할인율과 소셜커머스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소셜커머스 신뢰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소셜커머스 신뢰의 혜택지각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23.812, p<.001) 소셜커머스 신뢰가

높으면 혜택을 더 지각하였다(평균 3.04 대 2.70).

한편 구매의도에 대한 가격할인율과 소셜커머스 신

뢰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신뢰의 구매의도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여(F=18.921,

p<.001) 소셜커머스 신뢰가 높으면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43 대 2.11). 즉 혜택지각에 미

치는 가격할인율의 영향에서 소셜커머스 신뢰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온라인이나 오픈마켓에서 검

증(Cho, 2007; Je & Kim, 2011)된 것처럼 신뢰는 혜택

지각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5. 브랜드 선호도와 디자인 선호도에 따른 차이

브랜드 선호도는 평균값(3.027)을 이용하여 두 집단

으로 구분 후(고집단 N=198, 저집단 N=288), 가격할인

율의 영향이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였다. <Table 3>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격할인율과

브랜드 선호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가격

할인율이 혜택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브랜드 선호

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여(F=38.071, p<.001) 제시된 명품

브랜드 선호도가 높으면 혜택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보

인다(평균 3.15 대 2.72). 구매의도에 대한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으나 브랜드 선호도의 구매의도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여(F=43.543, p<.001) 브랜드 선호도가

높으면 구매의도가 높았다(평균 2.59 대 2.10).

디자인 선호도는 평균값(2.919)에 따라 두 집단(고집

단 N=298, 저집단 N=188)으로 구분 후 분석에 이용하

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할인율과 디자

인 선호도의 혜택지각에 대한 상호작용은 유의하여(F

Table 2. Interaction of price discount and social commerce trust

SS df MS F

Perceived benefit

Price discount 13.598 2  6.799 12.384***

Social commerce trust 13.073 1 13.073 23.812***

Price discount * social commerce trust  1.211 2  .605  1.103***

Error 263.531 480  .549

Purchase intention

Price discount  3.302 2  1.651  2.397***

Social commerce trust 13.036 1 13.036 18.921***

Price discount * social commerce trust  .399 2  .199  .290***

Error 330.707 480  .689

***p<.001

Table 3. Interaction of price discount and brand preference

SS df MS F

Perceived benefit

Price discount 16.400 2  8.200 15.459***

Brand preference 20.195 1 20.195 38.071***

Price discount * brand preference  2.892 2  1.446 2.726***

Error 254.621 480  .530

Purchase intention

Price discount  3.261 2  1.630  2.506***

Brand preference 28.325 1 28.325 43.543***

Price discount * brand preference  3.319 2  1.659  2.551***

Error 312.249 480  .65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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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p<.05)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Fig.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 선호도가 높

을 경우 중, 고가격할인율에서 저 할인율에 비해 혜택

지각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F=19.171, p<.001). 반면 디

자인 선호도가 낮을 경우 가격할인율 간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792, p>.05). 이는 패션명품 구매 시

디자인과 가격을 가장 중요시한다는(Kim & Son, 2013;

Seo, 2008) 연구결과에서 나아가 소셜커머스 명품 거래

에 제시된 디자인 선호도가 높을 때 가격할인에 대한

혜택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매의도에 대한 가격할인율과 디자인 선호도의 상

호작용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자인 선호도의

구매의도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여(F=45.673, p<.001).

디자인 선호도가 높으면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평균 2.49 대 1.99). 이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선호

도가 구매의도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6. 소셜커머스 구매경험과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

에 따른 차이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커머스 명품의 혜택

지각과 구매의도에 대한 가격할인율과 소셜커머스 구

매경험(구매자 N=154, 비구매자 N=332)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의 주효과도 유

Table 4. Interaction of price discount and design preference

SS df MS F

Perceived benefit

Price discount 11.657 2  5.829 10.780***

Design preference 14.514 1 14.514 26.842***

Price discount * design preference  4.008 2  2.004  3.707***

Error 259.540 480  .541

Purchase intention

Price discount  2.712 2  1.356 2.076***

Design preference 29.827 1 29.827 45.673***

Price discount * design preference  .624 2  .312  .477***

Error 313.470 480  .653

*p<.05, ***p<.001

Table 5. Perceived benefit by price discount and design preference

Design preference Price discount N Mean S.D. F

High

Low 95 2.69
a

.67

19.171***Medium 109 3.13
b

.65

High 94 3.27
b

.81

Low

Low 67 2.59 .83

00.792***Medium 53 2.65 .78

High 68 2.77 .84

***p<.001

Duncan tes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a, b

Fig. 1. Difference by price discount and design pre-

ference.

– 38 –



소셜커머스의 패션명품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신뢰, 선호, 경험에 따른 차이- 39

의하지 않아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이 있다고 해서 패션

명품의 혜택을 더 지각하는 것은 아니며, 패션명품 구

매의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

구(S. S. Kim, 2009; Ryu, 2003)와 다른 결과로 소셜커

머스 명품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할인율과 온라인 명

품 구매경험(구매자 N=149, 비구매자 N=337)의 상호작

용도 유의하지 않아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가격할인율이 높으면 혜택지각이 더 높

지만,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더 지

각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쳐(F=10.005, p<.01) 온라인 구매경험

자의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평균 2.48 대 2.22). 이는 동

일 업태인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자 경험보다 동일 제

품군인 명품에서의 온라인 구매경험이 더 중요함을 보

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소셜커머스에서 명품의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본 연

구는 소셜커머스 패션명품의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영향이 소셜커머스 신뢰, 명품 브랜드 및 디자인 선호

도, 소셜커머스 구매경험 및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에

Table 7. Interaction of price discount and online luxury product purchase experiences

SS df MS F

Perceived benefit

Price discount 15.243 2 7.621 13.213***

Purchase experience of

online luxury product
 .049 1  .049  .085***

Price discount * purchase experience

of online luxury product
 .880 2  .440  .763***

Error 276.869 480  .577

Purchase intention

Price discount  3.878 2 1.939  2.785***

Purchase experience of

online luxury product
 6.965 1 6.965 10.005***

Price discount * purchase experience

of online luxury product
 2.647 2 1.324 1.901***

Error 334.155 480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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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Interaction of price discount and social commerce purchase experiences

SS df MS F

Perceived benefit

Price discount 11.553 2 5.776 9.988***

Purchase experience in

social commerce
 .055 1  .055  .095***

Price discount * purchase

experience in social commerce
 .159 2  .080  .138***

Error 277.610 480  .578

Purchase intention

Price discount  1.191 2  .596  .834***

Purchase experience in

social commerce
 .001 1  .001  .002***

Price discount * purchase

experience in social commerce
 1.030 2  .515  .721***

Error 342.916 480  .71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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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소셜커머스

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선정하

여 가격할인율을 19%, 37%, 54% 로 조작하여 온라인

쇼핑경험이 있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셜커머스의 패션명품 가격할

인율은 혜택지각에 영향을 미쳤으나 구매의도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의 낮은 가격할인

율에서는 37%와 54%의 중, 고 가격할인율에 비해 혜택

지각이 낮았다. 그러나 37%와 54%의 중, 고 할인율 간

혜택지각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가격할인율이

높으면 혜택을 더 지각하지만, 54%의 높은 가격할인율

이 37%의 중간 가격할인율보다 더 높은 혜택으로 지각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커머스 명품 할인

율에서 30%대의 할인율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54%의 높은 할인에서 혜택지각이 낮아진 것도

아니어서 50%대 할인율의 부정적 효과도 관찰되지 않

았다. 소셜커머스의 준거할인율은 품목마다 다를 수 있

으며,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그것과는 또 다를

수 있다. 특히 패션명품의 소셜커머스에서의 준거할인율

을 조사하고, 다양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가격할인율의

영향을 조사하고 타 품목 및 타 온라인 업태와 비교하

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과다할인이나 적정할인의 기

준은 결국 소비자 인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가격할인율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온라인과 소셜커머스에서 가격할인이 직

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들도 있는데, 이는 가격

할인율이 혜택지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소셜커머스 명품 구매의도

는 가격할인율과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됨을 의

미한다. 향후 다양한 변인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인과관

계를 설정, 검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격할인율이 혜택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명품 디자

인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명품 디자인 선호도

가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중, 고 가격할인율에 의한 혜

택을 더욱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선호도가 높

을 때 중, 고 수준의 가격할인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가격할인율의 영향은 소셜커머스 신뢰, 명품 브랜드 선

호도, 소셜커머스 구매경험과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 등

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가격할인율이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반면 소셜커머스 신뢰와 명품 브랜드

선호도는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변인들은 가격할인율 자체보다 구매

의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구매경험이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은 반면 온라인 명품 구매경험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쳤는데, 동일 업태의 구매경험보다 동일 품목의 구매경

험이 구매의도에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관련 변인들의 연구결과는, 이전의 구매경험보다 업태

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혜택지각과 구매

의도에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패션명

품을 대상으로 시장을 반영한 가격할인율을 설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여 가격할인율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소셜커머스 명품의 가격할인

율만으로 구매의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할인

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결국 구매의도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 변

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향후 보다 면밀히 분석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가격할인율의 혜택지각과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본 연구는 할인율만을 고려하였으

나 다양한 할인제시 방식, 다양한 원래 소비자 가격설

정과 이에 대한 적절성 인식, 다양한 품목과 상황 등을

포함하여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도를 함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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