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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은 전통적 수단인 현금(cash),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용

카드(credit card)나 체크카드(check card)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지불 수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

불 수단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불 수단의 형태(the 

form of payment)를 기준으로 여러 지불 수단들을 구분하였다. 이 기

준에 의하면, 전통적 지불 수단인 현금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인 신

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 투명성(transparency)이 높기 때문에, 즉 

돈의 유출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불의 고통(pain of paying)

이 더 크다. 

체크카드의 사용이 신용카드의 사용과 비슷해지거나 혹은 이를 

초과하게 되면서 선행 연구에서 동일한 지불 수단 카테고리에 속해

있던 이 두 지불 수단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

구는 두 지불 수단의 차이가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가 혹은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가에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다양한 지불 수단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지불완료 시점‖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지불 

수단은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즉시 완료되는 조건 (즉, 체크

카드 결제)과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조건(즉, 신용카드 결제)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조건은 가까운 미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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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먼 미래 조건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1개월 후 완료 (즉, 신용카

드 일시불 결제), 후자는 3개월 후 완료 (즉, 신용카드 3개월 할부)

로 각각 조작적 정의하였다. 지불 수단의 시간적 관점의 영향을 설

명하기 위해 시기추론이론(TCT: Temporal Construal Theory)을 이용하

였다. 또한, 본 연구가 지불완료 시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것에 민감한 정도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소비자

의 인지적 종결욕구(NFCC: Need For Cognitive Closure)를 통해 살펴보

고자 하였다. 

실증연구 1에서는 지불 상황에서 TCT 효과가 소비자의 NFCC 수

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1개

월 후나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상황에 대한 추상성을 더 높게 지

각하였고, 제품의 품질(즉, 바람직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

었다. 또한,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즉시 완료될 때에 제

품의 가격(즉, 실행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였고,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와 즉시 완료될 때에 제품 가격

의 중요성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의 경우에

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실증연구 2에서는 지불완료 시점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의 NFCC 수준과 제품 유형(쾌락적 제품, 실용적 제품)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NFCC가 낮은 소

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3개월 후 완료될 때에 쾌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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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고, 지불이 3개월 후 완료될 때보다 

즉시 완료될 때에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NFCC

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 완료될 때보다 즉시 완료될 때

에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실용적 제품 구매 시

에는 지불완료 시점에 따라 구매의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위 결과에 따르면,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체크카드 조건과 지불

이 지연되어 1개월 후 완료되는 신용카드 일시불 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체크카드 결제보다 

지불완료 시점이 시기적으로 더 멀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용

카드 사용이 익숙한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불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증연구 3에서는 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개월 수를 1개월(즉, 일시불)부터 12개월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불완료 시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정도가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

과,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할부 개월 수를 더 길게 선택하여 지불

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할부 개월 

수를 더 짧게 선택하여 지불을 더 빨리 완료시키고자 하였다. 

결론에서,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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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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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은 전통적 수단인 현금(cash),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용

카드(credit card)나 체크카드(check card)
1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지불 수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불 수단 자체의 물리적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불 수단의 형태(the form of payment)‖를 기준

으로 여러 지불 수단들을 구분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전통적 지

불 수단인 현금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

해 투명성(transparency)이 높기 때문에, 즉 돈의 유출이 명백하게 드

러나기 때문에 ―지불의 고통(pain of paying)‖이 더 크다 (Prelec and 

Loewenstein 1998).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들이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신용카드 프리미엄(credit card 

                                           
1 직불카드(debit card)는 구매자의 은행계좌에서 판매한 가맹점의 계좌로 결제금액

이 바로 이체되는 구조로 지불이 이루어지며,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은행 전산망이 

가동하는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check card)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에서 사용이 가능한 직불카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인 직불카드를 체

크카드가 점차 대체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체크

카드와 직불카드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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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이라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Feinberg 1986). 하지만,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불의 고통을 

감소시켜 지출을 자극하는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회피하고 싶은 

빚(debt)을 안겨주기도 한다 (Prelec and Loewenstein 1998). 이처럼 형

태를 기준으로 지불 수단을 구분했을 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

은, 투명성이 낮은 플라스틱 카드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전세계적 경제난을 보고 겪으면서 소비자가 개인의 재정상태에 

신경 쓰게 되면서 신용카드 부채에 보다 민감해졌고, 체크카드가 신

용카드의 충동적 구매 패턴을 방지한다는 순기능을 인식하면서 체

크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크카드 발급장수가 2013

년 6월말까지 1억장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용건수와 결

제금액(승인기준)도 1년 전보다 각각 31.4%, 7.5% 증가했다 (한국은

행). 반면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폭은 둔화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체크카드의 사용이 신용카드의 사용과 비슷해지거나 혹은 

이를 초과하게 되면서 선행 연구에서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해있던 

이 두 지불 수단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최근 한 연

구는 소비자의 직불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재정적 자기 규제

(financial self-discipline)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Moore and Taylor 2011). 본 연구는 두 지불 수단의 차이가 지

불의 완료가 즉시 이루어지는가 혹은 지연되는가에 있다는 점을 포

착하고, 다양한 지불 수단들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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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되는 시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시간적 관점에서 지불 수단의 지불완료 시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것에 민감한 정도에 있어서 개

인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는 특히 신용

카드 빚에 대해 강한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Prelec 

and Loewenstein 1998; Wilcox et al. 2011). 미해결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시키고자 하며 빠른 결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지불이 지연되는 것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인지적 종결욕구(NFCC: Need For Cognitive 

Closure)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불 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을 

제안한다. 둘째,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석수준이론 중에서도 시

간적 거리를 다루는 시기추론이론의 논리를 적용하여, 지불이 완료

되는 시점과 제품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본다. 셋째,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것에 민감한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이를 소비자의 인지적 종결욕구(이하 NFCC)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NFCC 수준에 따라 위의 효과가 달라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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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불 수단과 제품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가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를 통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고, 세 

개의 실증연구(empirical study)를 실시하였다. 

먼저, 지불 수단의 지불완료 시점이 제품 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해석수준이론(CLT: Construal Level 

Theory)의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고, 시간적 거리를 다루는 시기추론

이론(TCT: Temporal Construal Theory)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실행가

능성(feasibility)의 역할을 이용하여 논리를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가 시간적 지연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는 가정 하에 개인의 인지적 종결욕구, 즉 NFCC에 대한 기존 문헌

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실증연구에서 지불완료 시점은 지불 수단을 통해 조작적 정의하

였다. 구체적으로,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즉시 완료되는 조

건 (즉, 체크카드 결제)과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조건으로 구분하

였다. 특히,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조건은 가까운 미래 조건과 먼 

미래 조건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1개월 후 완료 (즉, 신용카드 일시

불 결제), 후자는 3개월 후 완료 (즉,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각각 

조작적 정의하였다. 모든 실증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험 제품군은 사

전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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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증연구는 본 연구에서 세운 논리의 이론적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지불 상황에서 시기추론이론(이하 TCT)의 

효과가 개인의 NFCC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 실증연구는 지불 수단과 제품 유형에 따른 구

매의도가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 

실험하였다. 세 번째 실증연구는 실험을 통해 개인의 NFCC 수준에 

따라 지불완료 시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제품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SPSS 20을 이용하여 t-test, 분산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불 수단을 제공하는 카드회사, 가맹점의 입장인 일

반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공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체계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그리고 연

구의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문헌 연구에서는 지불 수단의 시간적 관점의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한 TCT와 NFCC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제 1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지불 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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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지불 수단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시간

적 관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해석수준이론(이하 

CLT)과 TCT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고, 제품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였다. 제 3 절에서는 지불완료 시점의 지

연에 민감한 정도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NFCC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NFCC의 정의와 특징, 측정 방법을 중

심으로 정리하고, NFCC 수준에 따라 지불 수단이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3 장 연구가설 및 실증연구 개관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논리를 세우고 연구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실증연구를 개관하였다. 

제 4 장 실증연구 1에서는 지불 상황에서 TCT의 효과가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실험 설계, 절차 등의 실험 방법을, 제 2 절에서는 

조작 확인과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고, 제 3 절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였다. 

제 5 장 실증연구 2에서는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지불 수

단의 지불 완료 시점이 제품 유형(쾌락적 제품, 실용적 제품)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제 1 절

에서는 실험 설계, 절차 등의 실험 방법을, 제 2 절에서는 조작 확

인과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고, 제 3 절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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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증연구 3에서는 소비자의 NFCC 수준과 제품 유형에 

따라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

다. 제 1 절에서는 실험 설계, 절차 등의 실험 방법을, 제 2 절에서

는 조작 확인과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고, 제 3 절에서는 결과

를 요약하고 논의하였다. 

제 7 장 결론에서는 제 1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

였고, 제 2 절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제 3 절에서는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흐름을 <표 1-1>에 정리하였다. 

 

 

 

 

 

 

 

 

 

 

 

 

 

 

 



8 

<표 1-1>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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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지불 수단 

 

1. 지불 수단의 형태 

 

과거에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돈을 지불할 때에 

현금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지불 수단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불의 고통이 적은 형태의 지불 수단인 플라스틱 카드가 등장하면

서 소비자의 현금 지불이 감소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카

드가 지불 수단으로서 현금을 대체하고 일반화되었다 (Thomas et al. 

2011; Hoelzl et al. 2011). 

이처럼 지불 수단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분해서 살펴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지불수단의 형태‖를 기준으로 지불 수단을 구분하여 

(Prelec and Loewenstein 1998; Raghubir and Srivastava 2008; Thomas et al. 

201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여

겨졌다. 이 때 현금과 플라스틱 카드의 차이는 바로 투명성

(transparency)인데, 투명성이란 소비자가 돈의 빠져나감, 돈의 유출을 

경험하는 생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Bagchi and Block 2011; Raghubir 

and Srivastava 2008). 이 기준에 의하면, 투명성이 높은 지불 수단일

수록 소비자는 지불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 따라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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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돈의 유출이 명백한 현금 결제는 카드 결제보다 지불의 고

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Bagchi and Block 2011; Raghubir and 

Srivastava 2008). 

현금으로 결제하면 돈이 지출되는 것이 쉽게 보이고 돈을 세어서 

주는 과정을 거쳐서 금액을 기억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와 금액의 측면에서 지불이 매우 부각된다 (Soman 2003; <그림 

2-1> 참고). 수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형태의 현저성

(salience)은 다소 약화되지만,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직접 쓰는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금액의 현저성은 강화된다 (Soman 2003). 신용카

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형태와 금액의 현저성이 모두 약화

된다. 카드는 현금처럼 물리적 형태의 특징을 가지지 않으며,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액의 현저성이 강화되

지도 않기 때문이다 (Soman 2003). 

이처럼, 현금 지불과 같이 돈의 유출이 명백할수록 지불의 고통도 

더 크고 따라서 돈을 쓰기도 더 어렵다 (Bagchi and Block 2011; 

Raghubir and Srivastava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선행연구들이 실

증연구와 현장 조사(field study)를 통해 공통적으로 ―신용카드 프리미

엄(credit card premium)‖이라는 현상을 보여왔는데, 이는 동일한 상황

에서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빨리 

지출한다는 것이다 (Feinberg 1986; Hirschman 1979; Prelec and Simester 

2001; Soman 2001). Feinberg (1986)와 Hirschman (1979)은 동일한 구매

상황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하는 사람들보다 신용카드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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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구매 상황에서

뿐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팁을 주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레스

토랑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더 많은 팁을 남겼다 (Feinberg 1986). 또한 사람들은 단순히 신용카

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지출

하려고 하고, 더 많이 지출하려고 하고, 또 더 빨리 지출하려고 하

였다 (Feinberg 1986; Raghubir and Srivastava 2008). 마찬가지로 레스토

랑에서 팁을 주는 상황에서도, 신용카드 로고가 그려져 있는 팁 트

레이(tip tray)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팁 트레이를 받은 사람

보다 더 많을 팁을 주었다 (McCall and Belmont 1996). 

이처럼, 지불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지불 수단 

자체의 물리적 특성, 즉 지불 수단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 

Chatterjee and Rose 2012; Thomas et al. 2011). 하지만, Prelec and 

Loewenstein (1998)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비내구재(short-lived goods) 

(예, 휴가)보다는 내구재(durable goods) (예, 전자레인지 오븐)를 구매

할 때 더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지불과 소비의 흐름

을 일치시킴으로써 거래의 지각된 매력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신용카드 결제 시 대부분의 경우에 구매 후 몇 주 동안 실질적인 

지불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품의 초기 사용(initial use)이 지불의 고통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Chatterjee and Rose 2012). 즉, 신용

카드는 지불의 고통스러운 영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

문에 소비로부터 지불이 심리적으로 분리되어(decoupled) 소비의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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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을 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Chatterjee and Rose 2012; Prelec and 

Loewenstein 1998). 그렇기 때문에 지불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

은 지불 수단의 물리적 특성 자체뿐 아니라, 지불이 완료되는 시기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불이 완료

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불 상황에서 시간적 관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불완료 시점 

 

현금 결제는 소비자의 부(wealth)에서 즉각적인 고갈(depletion)이 

발생하고, 수표나 직불카드(debit card)로 결제 시에는 고갈이 발생하

기까지 짧은 지연(minor delay)이 존재하지만 이는 비교적 즉시 발생

하는 고갈이다 (Soman 2001). 반면 신용카드는 긴 시간적 지연(large 

temporal delay)이 존재한다 (Soman 2001). Soman (2003)은 여러 지불 

수단들의 특징을 구매 후 실제로 돈이 유출되는 시점, 투명성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2-1> 참고). 그에 따르면, 충전식 

카드(stored value card), 현금, 직불카드, 오토페이(autopay), 수표, 신용

카드의 순으로 돈이 유출되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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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불 수단의 특징 

(출처: Soman 2003) 

 

즉, 투명성의 기준에서 보면 같은 카드 결제라도, 체크카드는 결

제와 동시에 소비자의 은행계좌 잔액 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신용

카드의 경우는 결제와 실질적인 고갈 간에 상당한 시간적 지연이 

존재한다. 즉, 전자는 결제를 하면 즉시 지불이 완료되는 반면, 후자

는 결제 후 시간이 흐른 뒤 미래에 지불이 완료된다. 

기존 연구에서 직불카드(debit card)가 지불 수단의 하나로서 다루

어지기는 했지만 (예, Soman 2001), 소비자의 구매의도 맥락에서 비

중 있게 다루어져 오진 않았다. 하지만, 체크카드가 소비자의 재정

적 자기 규제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Moore and 

Taylor 2011), 그리고 체크카드의 발급규모(2013년 상반기 1억 369만 

장)가 신용카드 발급규모(2013년 1억 1534만 장)에 근접하게 되고, 

체크카드 사용실적 증가율이 신용카드 사용실적 증가율을 넘어서면

서 (한국은행), 기존 연구에서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해있던 이 두 지

불 수단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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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의 지각과 구매행

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구매의도에 미치는 지불 수단의 영향을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TCT에 대해 알아보자. 

 

 

제 2 절 지불 상황에서 시간적 관점의 영향 

 

1.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과 시기추론이론 

(Temporal Construal Theory) 

 

CLT는 심리적인 거리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는 이론으로, 거리와 추론∙사고의 수준을 연결하는 체계

(framework)이다 (Trope et al. 2007). 심리적 거리는 자신, 이 곳, 지금

을 기준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

인의 주관적 경험이다. 즉,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기준점인 자신, 이 

곳, 지금으로부터 시간, 공간, 사회적, 가상적∙확률적으로 얼마나 떨

어져있는가에 따라 심리적 거리가 다르게 지각된다. 

CLT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경우에

는 하위수준의 추론을 하는데, 이 때에는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맥락

에 따라 비일관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차적이고 표면적으

로 사고한다 (Trope and Liberman 2003; Trope et al. 2007). 반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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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먼 경우에는 상위수준의 추론을 하는데, 이 때에는 추상적이고 

단순하며 비맥락적으로 일관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일차적이

고 핵심적으로 사고한다 (Trope and Liberman 2003; Trope et al. 2007).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추론의 추상성이 높아지고 가까울수록 구체

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

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하는 것을 묘사할 때 하위 수준에서는 

―공놀이를 한다‖라고 하지만, 상위 수준에서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

낸다‖라고 한다 (Trope and Liberman 2010).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을 묘사할 때 하위 수준에서는 ―짐을 싸고 옮긴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하지만, 상위 수준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추상적으

로 해석한다 (Chandran and Menon 2004). 

심리적 거리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시간적 거리

(temporal distance), 공간적 거리(spatial distance),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가상적∙확률적 거리(hypothetical distance)가 그것이다 (Trope 

and Liberman 2003, 2010; 윤나라, 김승준 2012). 시간적으로 먼 미래

와 관련된 대상, 사건, 행동에 대해서는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고, 시

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하위수준으로 해석한다 (Trope and 

Liberman 2003, 2010).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이

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추상적으로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한

다 (Fujita et al. 2006). 자신과 유사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가깝다고 느

껴 하위 수준의 해석을 하고, 덜 유사할수록 사회적으로 멀다고 생

각하여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한다 (Liviatan et al. 2006). 사건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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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낮을 때, 심리적으로 더 멀게 느껴서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한다 (Wakslak et al. 2006). 

특별히, CLT의 심리적 거리 차원들 중에서 시간적 거리를 다루는 

것을 TCT라고 따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먼 미래의 사건에 대해

서는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하고, 가까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하

위 수준의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TCT에 의하면, 사람들은 시간적으

로 먼 상황에 대해서는 상위 수준의 추론을 하며 추상적 스키마를 

이용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하위 수준의 추론을 

하며 보다 구체적인 특징들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Chandran 

and Menon 2004; 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00; 

Trope et al. 2007). 

그렇다면, 시간의 지연이 개인의 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대안의 매력도에 있어서 시간적 변화는 그 대안의 상위 수준 추론

과 관련된 가치와 그 대안의 하위 수준과 관련된 가치에 따라 달라

진다 (Trope and Liberman 2003). 즉, 시간적 거리 또는 시간적 지연은 

상위 수준 가치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하위 수준 가치의 비중을 감

소시킨다 (Trope and Liberman 2003). 어떤 대안의 하위 수준 가치가 

상위 수준 가치보다 더 긍정적이라면 그 대안은 가까운 미래에서 

더 매력적인 반면, 대안의 상위 수준 가치가 보다 더 긍정적이라면, 

그 대안은 먼 미래에 더 매력적일 것이다 (Trope and Liberman 2003). 

다시 말해, 가까운 미래의 선호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는 하위 수준의 고려사항들에 근거하고, 먼 미

래의 선호는 추상적인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는 상위 수준의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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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에 근거한다 (Fujita et al. 2006; Trope and Liberman 2000, 2003).  

 

 

2. 바람직성(Desir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역할 

  

Liberman and Trope (1998)은 가까운 미래 대안(near future alternative)

과 먼 미래 대안(distant future alternative) 간의 선택에서 실행가능성과 

바람직성의 역할을 TCT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바람직성

은 어떤 행동의 최종 결과(end-state)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

가능성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는 수단에 관련된 것이다 

(Liberman and Trope 1998). 예를 들어 어떤 목표지향적 행동을 생각했

을 때, 행동의 최종 결과의 가치, 즉 그 행동을 왜 하는가의 측면이 

바람직성에 대한 것이고, 그 최종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즉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의 측면이 실행가능성에 대한 것

이다 (Trope et al. 2007). 

바람직성 관련 사항들은 상위 수준 추론의 특성이고, 실행가능성 

관련 사항들은 하위 수준 추론의 특성이다 (Liberman and Trope 1998). 

즉, TCT에 의하면,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람직성의 영향이 실

행가능성의 영향보다 더 비중이 커진다. 이는 다시 말해, 가까운 미

래 상황에 대한 결정에 비해 먼 미래 상황에 대한 결정에서 실행가

능성의 영향력보다는 바람직성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Liberman and Trope (1998)은 실험을 통해 시간적 거리와 바람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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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행가능성의 역할과의 관계를 밝혔다. 학부생들은 먼 미래의 과

제를 선택할 때에는 본인이 과제의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주

제가 얼마나 흥미로운가, 즉 바람직성에 더 비중을 두고, 가까운 미

래의 과제를 선택할 때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 즉 실행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었다. 또한, 강연에 참

가하는 것에 대해, 강연이 시기적으로 먼 경우에는 강연의 주제가 

얼마나 흥미로운가가, 시기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강연이 얼마나 

편리한 시간대에 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콘서트 티

켓을 구매하는 경우, 콘서트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밴드인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티켓

의 가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가구를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구매시기가 먼 미래인 경우에는 디자인, 색상, 품질이, 

가까운 미래인 경우에는 운반의 편리성과 같은 측면이 중요하게 작

용했다. 

즉, 사람들이 먼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는 바람직성 관련 사

항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가까운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는 실행가능성 관련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었다 

(Liberman and Trope 1998). 본 연구는 기존에 다양한 맥락에서 (예, 과

제 선택, 강연 참석, 콘서트 티켓 구매,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 

평가 등) 적용되어 왔던 시간적 관점에서의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

의 역할을 지불 상황(payment context)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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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완료 시점이 제품 유형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Chatterjee and Rose (2012)는 신용카드 지불이 현금 지불보다 더 심

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추론된다고 하

였다. 다시 말해, 현금 결제는 원하는 제품의 즉각적인 획득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인 반면, 신용카드 결제는 매월 지불해야 하는 지출의 

일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신적 회계(mental accounting)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Chatterjee and Rose 2012). 

따라서, 지불 수단의 지불 완료 시점에 시간적 관점을 적용하면, 

제품을 구매할 때 체크카드와 같이 결제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지불

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에 대한 시간적 거리를 심리적

으로 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구매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

되어 하위 수준의 사고를 할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와 같이 결제 

후 시간이 흐른 뒤에 지불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지불에 대한 시간

적 거리를 심리적으로 더 멀게 느끼기 때문에 구매 상황이 보다 추

상적으로 추론되어 상위 수준의 사고를 할 것이다. 

 

3.1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영향 

 

TCT에 따르면, 사람들은 먼 미래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가까

운 미래의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보다,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하며 추

상적으로 추론한다 (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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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먼 미래의 상황에 대한 결정은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가까운 미래의 상황에 대한 결정은 실행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and Liberman 2000). 

시간적으로 먼 상황에 대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바람직성은 개

인의 삶에서 쾌락적 즐거움을 증가시키려는 추상적 목적을 강조하

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실행가능

성은 돈, 시간, 필수품 등의 유지 수단(preserving means)과 같은 구체

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Kivetz and Simonson 2002). 즉, 소비자의 

해석수준이 추상적일수록 바람직성이 중요해져, 쾌락적 제품을 선택

할 가능성이 커지고, 소비자의 해석수준이 구체적일수록 실행가능성

이 중요해져, 실용적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박세훈, 김문

용 2010). 

 

3.2 추상성의 영향 

 

선택의 옵션이나 결과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일 때, 정당화가 쉬운 

옵션이 아닌 쾌락적 선택을 한 심리적 비용이나 고통이 더 낮다 

(Kivetz and Simonson 2002). 다시 말해, 의사결정의 결과가 추상적일 

때 고통스럽지만 쾌락적인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사람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럽고 정당화가 쉬운 필수재

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그로 인해 뭔

가 중요한 것, 삶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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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etz and Simonson 2002). 즉, 시기적 관점이 멀어질수록 인생의 즐

거움을 놓쳤다는 애석한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Kivetz and 

Keinan 2006).  

Kivetz and Keinan (2006)은 과도한 자기 통제나 원시안적 태도가 부

정적인 장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쾌락재(vice)가 아닌 실용재(virtue)를 선택한 것

에 대한 후회가 증가하며, 시간적 관점을 더 멀게 하는 것이 소비자

로 하여금 쾌락재 선택의 죄책감(indulgence guilt)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실용재 선택으로 인해 삶의 즐거움을 놓쳤다는 아쉬움을 경험

하도록 한다. Kivetz and Simonson (2002)는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먼 미래에 받을 보상(reward)을 선택할 때에, 필수재인 현금보다, 쾌

락적 사치재를 더 선택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어떤 행동이나 결정

의 결과가 시간적으로 멀고 보다 추상적일 때 사람들은 필수재보다

는 쾌락재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Kivetz and Simonson 2002). 

정리하면, 소비자는 시간적으로 먼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에 

추상적으로 추론을 하며 바람직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쾌락적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가까운 미래의 일 대

해 생각할 때에는 실행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실용적 제품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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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불완료 시점의 지연에 민감한 정도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 NFCC 

 

1. NFCC의 정의 및 특징 

 

앞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신용카드 프리미엄 

현상을 발견했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빚, 특히 신용카드 빚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Prelec and Loewenstein 1998; Wilcox et al. 

2011) 이는 특정 제품 구매 시 더 강화될 수 있다. 즉, 지불 완료 시

점이 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지불이 지연되는 것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계약을 거부하고 단기간 계약을 선호할 수 

있고(Prelec and Loewenstein 1998), 개인에 따라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

을 더 멀게 혹은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다. 체크카드와 같은 지불 

수단은 결제와 동시에 지불이 완료되는 반면, 신용카드와 같은 지불 

수단은 결제 후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불이 완료된

다. 따라서 소비자가 즉각적인 종결을 추구하는 성향인가 아닌가가, 

지불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인지적 종결욕구인 NFCC를 관련 특성(trait)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NFCC란 인지적 종결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의 약자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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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답에 대한 욕구와 모호함에 대한 회피 성향 (desire for a firm 

answer to a question and an aversion toward ambiguity)‖으로 정의할 수 있

다 (Kruglanski and Webster 1996, p. 264). NFCC는 개인의 목표와도 같

아서, NFCC가 높은 사람에게는 종결(closure)이 위협받는 경우에 부

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반대로 종결이 촉진되고 획득되는 경우에 긍

정적 감정이 유발된다 (Kruglanski and Webster 1996). NFCC는 여러 선

행 연구에 의해, 검색 노력(search effort) (Vermeir and Van Kenhove 

2005), 제품 평가 (Zhang et al. 2002), 구매의도 (Kardes et al. 2002) 등 

다양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Andrews 

2013). 

의사결정을 내릴 때, NFCC가 낮은 소비자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하고 미해결된 상황을 포

용한다 (Kim 2013). 반면, NFCC가 높은 소비자는 모호함과 불확실성

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필요에 의해 예측가능하고 빠른 결론을 

선호한다 (Kim 2013). 따라서 이들은 결제 후 지불완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완료되는 시점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불

을 빨리 종결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NFCC 수준에 따른 개인의 특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NFCC를 측정하는 차원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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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CC의 측정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종결욕구가 증가하면 사람들은 종결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부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Kruglanski and Webster (1991)의 실험에서, 의사결정의 기한

(deadline)에 가까워지거나 주변에 소음이 있는 경우에는 종결에 대

한 욕구가 강화되어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 내 의견의 일치를 

방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견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동조적인 사

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였다. 이처럼, NFCC는 상황적 요인

(예, 소음이나 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지

만 (Kim 201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자신만의 기질적인 

종결욕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Webster and Kruglanski (1994)

가 42개 문항의 NFC 척도를 개발했고, 이 척도는 5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순서나 구조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order and structure)

로, NFCC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순서와 구조가 잡혀있기를 

선호하고 혼돈과 무질서를 싫어한다. 순서와 구조는 빠른 결정을 가

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결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두 번

째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predictability)이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도전받지 않고 여러 상황들에 걸쳐서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예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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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정보가 인지적 종결을 촉진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에 대

한 욕구는 NFCC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 세 번째는 과단성

(Decisiveness)이다. NFCC가 높은 사람은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하다. 네 번째는 모호함에 대한 불편감(Discomfort with 

ambiguity)이다. NFCC가 높은 사람들은 모호함에 대해 불편한 감정

을 느끼고 결론이 없는 상황에 대해 회피적인 성향을 보인다. 따라

서 이들에게는 무소식(no news)보다 나쁜 소식(bad news)이 더 낫다. 

다섯 번째는 닫힌 마음(Closed-mindedness)이다. 이는 기존의 지식이 

다른 의견 등에 의해 도전받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즉, NFCC가 

높은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도전받는 것을 싫

어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인지적 종결을 방해하기 때문이

다.  

Webster and Kruglanski (1994)가 개발한 42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NFCC 측정 척도는 매우 완벽하지만 실험 환경에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참가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Roets and Hiel 2011; 

Houghton and Grewal 2000). 이와 같은 이유로 Houghton and Grewal 

(2000)은 위의 다섯 가지의 차원에서 각각 4개의 문항들을 포함시켜 

총 2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축소된 버전의 척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Houghton and Grewal (2000)의 축소

된 버전의 NFCC 척도를 이용한다. 

 

 



26 

3. 지불에 대한 걱정과 지연된 감정 

 

이처럼, 빠른 종결(quick closure)에 대한 욕구가 강한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지불을 단순히 먼 미래의 일로 보지 않고, 지불

해야 할, 미해결된 빚이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관점에 따른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 보다는, 지불을 완료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에 의해 더 영향을 받

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불의 완료가 먼 미래의 시점까지 지연되는 경우

보다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경우를 더 선호할 것이다. 즉, 체크카드

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지불할 필요에 대한 생각없이 소비를 

즐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쾌락적 혜택(hedonic benefit)을 제공하는 

반면 (Prelec and Loewenstein 1998),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

래에 완료되어야 할 미지불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걱

정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 상기(remind)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적 제품의 경우에 더 분명하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1 지불에 대한 걱정 (Payment Concern) 

 

소비의 즐거움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불을 빨리 완료시키고자 하

는 경향은 본질적으로 즐거운 소비, 즉 쾌락적 구매에서 더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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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Patrick and Park 2006). 쾌락적 소비 (hedonic consumption)의 

중요한 특징은 즐거운 경험이 예상된다는 점인데 (Nowlis et al. 2004; 

Loewenstein 1987), 미래에 지불해야 할 것(future payment)에 대한 생

각은 NFCC가 높은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것

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지불에 대한 걱정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Prelec and Loewenstein (1998)에 의하면, 사람들이 현금 결제와 같은 

선불(prepay)을 선호하는 이유는 미래에 지불할 필요에 대한 생각 없

이 소비를 즐길 수 있게 하여 쾌락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향후 얻게 될 소비의 혜택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지불의 고통이 완

화되는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와 같은 지불 수단으로 결제하는 경

우에는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으므로 지불의 고통이 완

화되지 않고 계속 상기될 것이다. 

따라서 NFCC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특히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이 즉시 완료되지 않고 지연될 때보다,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에 더 구매의도가 높을 것이다.  

 

3.2 지연된 감정 (Delayed Affect) 

 

쾌락적 소비는 미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으로 특징지어지고 쾌락적 

제품은 재미, 즐거움, 흥미로움을 위해 소비되는 반면, 실용적 소비

는 주로 도구적이고 실용적 제품은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목적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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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특징지어진다 (Patrick and Park 2006). 즉, 쾌락적 제품의 구매

가 원하는 것이나 욕구에 근거하는 반면, 실용적 제품의 구매는 정

당한 이유나 필요에 근거하기 때문에, 쾌락적 소비는 실용적 소비에 

비해 본질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Kivetz and Simonson 2002). 그

렇기 때문에 쾌락적 소비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죄책감이나 적어

도 양가감정(ambivalence)을 느끼게 한다 (Kivetz and Simonson 2002).  

쾌락적 소비는 좋은 느낌 (예, 즐거움, 기분 좋음, 행복함)과 나쁜 

느낌(예, 고통, 당황, 괴로움, 긴장)을 동시에 유발한다 (Rook 1987; 

Ramanathan and Williams 2007). Ramanathan and Williams (2007)는 쾌락

적 소비(indulgence)가 유발하는 감정을 즉각적 감정과 지연된 감정

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오랜 시간의 경험으로 인해 그러한 감정

에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자동적으로 떠

오르는 ―쾌락적 감정(hedonic affect)‖이고, 후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

라 느껴지는 ―의식적 감정(self-conscious affect)‖이다. 즉각적 감정과 

지연된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각적 감정에서 긍정적 정서로는 즐거움(pleasure)과 기쁨

(delight)이 있고, 부정적 정서로는 스트레스(stress), 좌절감(frustration)

이 있다 (Ramanathan and Williams 2007). 지연된 감정에서 긍정적 정

서로는 자부심(pride)이 있고, 부정적 정서로는 죄책감(guilt)과 후회

(regret)가 있다 (Ramanathan and Williams 2007). 

만약, NFCC가 높은 소비자가 지불이 지연되는 수단으로 쾌락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러한 부정



29 

적 감정이 지속될 수 있다. 죄책감이나 후회와 같은 지연된 부정적 

정서는 이들로 하여금 소비의 즐거움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들은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지불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시키고 싶을 

것이다. 반면, 실용적 제품의 구매는 정당한 이유와 필요에 근거하

기 때문에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구매의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쾌락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 상 구매에 

따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각되는 부정적 감정들 (예, 죄책감, 후

회)이 있다. 종결욕구가 강한 소비자는 지불이 지연되면 그러한 부

정적 감정들이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품 소비에 

대한 즐거움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에 

소비자의 지불에 대한 걱정이 강화되어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신

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선호할 것이다. 실용적 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특성 상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구매로 인해 유발되지 않

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걱정이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불 수단의 

지불완료 시점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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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실증연구 개관 

 

 

제 1 절 지불 상황에서의 시기추론이론 효과 

 

실증연구 1에서는 지불 상황에서 TCT 효과가 소비자의 NFCC 수

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TCT에 의하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먼 상황에 대해서는 상위 수

준의 추상적 추론을 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하위 

수준의 구체적 추론을 한다. Liberman and Trope (1998)에 의하면, 어떤 

행동의 최종 결과의 가치를 의미하는 바람직성은 상위 수준 추론의 

특성이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는 수단과 관련된 실행가

능성은 하위 수준 추론의 특성이다. 즉,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실행가능성보다 바람직성의 중요성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심리적으로 거리를 멀게 느끼기 때문

에 신용카드 지불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추론된다 (Chatterjee and Rose 

2012). 즉, 소비자는 체크카드와 같이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에는 가

까운 시간적 관점이 되어 하위 수준 추론을, 신용카드와 같이 지불

의 완료가 지연될 때에는 먼 시간적 관점이 되어 상위 수준 추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에 (즉, 신용

카드 결제), 즉시 지불이 완료될 때보다 (즉, 체크카드 결제), 더 추

상적 사고(abstract thinking)를 하여 상황을 더 추상적으로 지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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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바람직성의 중요성은 더 높게, 실행가능성의 중요성은 더 낮

게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는 바람직성은 제품의 품질로, 

실행가능성은 제품의 가격으로 측정하였다 (Liberman and Trope 1998). 

하지만, 빠른 종결에 대한 욕구가 강한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

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하위 수준 추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함, 미해결된 상황

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고 결론에 빠르게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신용카드 결제를 

단순히 먼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결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는 미해결된 상황으로 지각하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

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FCC가 높은 소비자는, NFCC가 낮은 

소비자와 달리,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추론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수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지불이 즉

시 완료되는 경우는 체크카드 결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체크카드

로 지불하면 결제와 동시에 은행계좌잔액 내에서 결제 금액이 인출

되어 즉시 지불이 완료된다.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먼 미래 조건과 가까운 미래 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이는 실제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지불이 완료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일시

불 결제로 조작적 정의하여 1개월 후 지불이 완료되는 조건이고, 먼 

미래에 지불이 완료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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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적 정의하여 3개월 후 지불이 완료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더 상위 수준의 추론을 할 것이다. 

 

H1-1.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상황을 더 추상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H1-1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상황을 더 추상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H1-1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상황을 더 추상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H1-2.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H1-2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H1-2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H1-3.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가격을 덜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H1-3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가격을 덜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H1-3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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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가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H2.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

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2a.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

에 완료될 때에 추론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H2b.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

에 완료될 때에 추론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제 2 절 NFCC와 제품 유형에 따라 지불완료 시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2에서는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지불 수단의 지불

완료 시점이 제품 유형(쾌락재, 실용재)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시간적 거리가 멀어서 소비자의 해석수준이 

추상적일수록 바람직성이 부각되어 쾌락적 가치가 중요해져 쾌락적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서 소비자의 

해석수준이 구체적일수록 실행가능성이 부각되어 필수적 가치가 중

요해져 실용적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Kivetz and Simonson 

2002). 또한, 사람들은 덜 고통스럽고 정당화가 쉬운 필수재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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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한편으로 뭔가 중요한 것, 삶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다고 느

끼는데 (Kivetz and Simonson 2002) 즉, 시기적 관점이 멀어질수록 인

생의 즐거움을 놓쳤다는 애석한 마음이 강해진다 (Kivetz and Keinan 

2006).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추상성이 높을 때 쾌락적 선택을 하기

가 더 쉽다. 

따라서,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

론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

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가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즉,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실행가능성

이 중요해져 필수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고,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신용카드 결제 시 

바람직성이 중요해져 쾌락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위와 같은 효과는 NFCC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이다. 왜냐하면 NFCC가 높은 소비자는 미해결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며 빠른 종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불의 완료가 지

연되는 신용카드 결제를 단순히 먼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

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즉,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 상황에서 지불완료 

시점에 따른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보다는, 지불에 대한 

걱정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경우에,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보다, 구매의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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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쾌락적 제품의 경우

에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실용적 제품의 구매가 정

당한 이유나 필요에 근거하는 반면, 쾌락적 제품의 구매는 원하는 

것이나 욕구에 근거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죄책감과 후회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즉,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경우는 체크카드 결제로,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는 시간적 거리의 정도에 따라 먼 미래 조건과 가까

운 미래 조건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와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3-1.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H3-1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

다. 

H3-1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

다. 

H3-2.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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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1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H3-2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3개월 후

에 완료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

다. 

 

H4-1.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H4-1a.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1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H4-1b.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3개월 후

에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

다. 

H4-2.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H4-2a.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

에 완료될 때에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을 것

이다. 

H4-2b.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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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FCC와 제품 유형이 지불완료 시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앞의 두 연구에서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을 시간적 거리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체크카드,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신용카드 무이자 3

개월 할부라는 지불 수단 대안이 실험 조건에 따라 주어졌다. 실증

연구 3에서는 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완료 시점을 직접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종속변수로서 지불의 완료를 얼마나 지

연시키고자 하는지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개월 수를 일시불(즉, 1

개월)부터 12개월까지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동일

한 논리에 의해,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

다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할부 개월 수를 더 길게 선

택할 것이고,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할부 개월 수를 더 길게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

을 구매할 때보다,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H6.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쾌락적 제품

을 구매할 때보다,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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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증연구 개관 

 

기존에 CLT나 TCT를 논리로 이용한 연구들은 심리적 거리를 주

로 소비 시점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심리적 거리를 적용하여, TCT 효과가 소비시점이 아닌 지불

완료 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지불완료 시점에 

따라 구분한 조건들 간에 소비시점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매 시점, 결제 시점, 소비 시점, 지불완료 시점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여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구매 

시점은 결제 시점과 같은 것으로, 어떤 지불 수단으로든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

우는 지불에 대한 약속을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 시점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실험에서는 특히, 

구매 후 바로 소비하고 대체로 한 번의 소비 상황에서 완전히 소비

되는 제품들을 사용하여 소비시점을 통제하고자 하였고, 지각된 소

비시점을 측정하여 지불완료 시점 조건들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지불완료 시점은 소비자의 부에서 고갈이 발생하여 실질적

으로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지불 수단

을 통해 조작적 정의하였다.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경우는 체크카드 

결제로,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는 시간적 거리의 정도에 따라 

가까운 미래(즉, 1개월 후)에 지불이 완료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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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결제, 먼 미래(즉, 3개월 후)에 지불이 완료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현실에서 소비자가 결제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현금 결제 시 할

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의 선택에서는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체

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보다 더 

높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세제혜택을 더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은 참가자들이 결제수단을 직접 선

택하는 맥락은 아니지만, 구매의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세제혜택의 

영향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실증연구 2에서 세제혜택 

인식 후 구매의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세제 혜택 인식 전 구매의도

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결론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월평균 카드사용 빈도, 월평균 카드결제 금액,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인구통계 문항과 함께 조사하여 분석에서 통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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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연구 1 

 

 

제 1 절 실험 방법 

 

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166명의 학부생(남 88명, 여 78명)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만 23.05세(19세 ~ 28세)였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지불

완료 시점 조건인 즉시 완료 조건 (체크카드, n = 56), 1개월 후 완료 

조건 (신용카드 일시불, n = 54), 3개월 후 완료 조건에 (신용카드 무

이자 3개월 할부, n = 56) 랜덤 할당되었다. 참가자들의 NFCC 수준은 

연속 변수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2. 실험 자극물 

 

2.1 사전조사 

 

실험에서 사용할 제품군을 선정하기 위해 학부생 18명을 대상으

로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적되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으로 구분하여 나열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에 의해 두 유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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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타난 운동화를 선택하여 실용적 

제품 혹은 쾌락적 제품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제품군을 선

정하였다. 

 

2.2 조작 

 

지불완료 시점은 구매 상황 시나리오에서 지불 수단과 지시문을 

통해 조작되었다. 즉시 완료 조건은 결제와 동시에 지불이 완료되는 

체크카드 결제 상황으로,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조건 중 가까운 

미래 (즉, 1개월 후) 완료 조건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상황으로, 먼 

미래 (즉, 3개월 후) 완료 조건은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 결제 

상황으로 조작하였다. 참가자들이 즉시 완료, 가까운 미래 완료, 먼 

미래 완료 조건들에 대해 시간적 거리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지

각하도록 하기 위해 각 조건에 해당하는 지불 수단뿐 아니라, 각 지

불 수단으로 결제 시 지불완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즉시 완료 조건 

당신은 최근 운동화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그 운동화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할부(예, 3개월) 결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를 함과 동시에 결제 금액이 은행

계좌잔액 내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구매 후 즉시 지불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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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지금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즉시 지불이 완료됩

니다. 

 

1개월 후 완료 조건 

당신은 최근 운동화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해서 그 운동화를 구매

하려고 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후 즉시 지불이 완

료되지만,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하고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인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구매 후 약 1개월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지

불이 완료됩니다. 

 

3개월 후 완료 조건 

당신은 최근 운동화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해서 그 운

동화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후 즉시, 신용카

드 일시불은 약 1개월 후 지불이 완료되지만,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결제하고 약 1개월 후부터 실질적인 지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결제 금액이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됩

니다. 따라서 구매 후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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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지금으로

부터 약 3개월 후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3. 실험 절차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가 제

공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각 지불완료 시점 조건에 해당하는 지시

문을 읽고, 추론의 수준을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하였다. 추론

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종속변수는 추상성의 정도로, 다

음의 3가지 문항들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α = 0.79; Chandran and 

Menon 2004; Liberman and Trope 1998): ―앞에서 제시된 구매와 결제 상

황을 상상하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진다*‖ (*는 역코딩; 1 = 전

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앞에서 제시된 구매와 결제 상황

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앞에서 제시된 구매와 결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

면,‖ (1 = 구체적이다, 7 = 추상적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종속변수

로서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어진 구

매 상황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

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Liberman and Trope 1998; Trope et al. 2007; Yan and Sengupta 2011; Eyal et 

al. 2009). 

다음으로, 지불완료 시점의 조작 검증을 위해 참가자들은 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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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불완료 시점에 대한 지각된 시간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다

음의 3가지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α = 0.88; Chandran and Menon 

2004):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 지금

이다, 7 = 나중이다; 1 = 가까운 미래이다, 7 = 먼 미래이다); ―지불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 얼마 남

지 않았다, 7 = 아주 많이 남았다). 

소비시점이 지불완료 시점 조건들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

기 위해 주어진 시나리오의 구매 상황에서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다음의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α = 0.93): ―앞의 상황에서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 지금이다, 7 = 나중이다; 1 = 가까운 미래이다, 7 = 

먼 미래이다). 

실험 제품군으로 사용된 운동화가 실용적 제품 혹은 쾌락적 제품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제품군인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

은 ―운동화를 주로 실용적 목적으로 소비하는지 혹은 주로 쾌락적 

목적으로 소비하는지‖를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1 = 실용적 목적, 7 

= 쾌락적 목적; M실용적-쾌락적 = 3.80).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참가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NFCC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20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이 문항들은 Houghton and Grewal (2000)이 제안한 축소

된 버전으로, NFCC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각각 네 문항씩

이 포함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α = 0.7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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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즐긴다,‖ ―나는 

중요한 결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1 = 전혀 그렇

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인구통계 문항과 월평균 카드사용 빈도, 

월평균 카드결제 금액, 월평균 가처분소득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제 2 절 실험 결과 

 

1. 조작 확인 

 

지불완료 시점 조작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참가자들은 즉시 완료 조건보다 1개월 후 완료 조건

에서 (M즉시 = 1.40 vs. M1개월 후 = 3.33; t = -8.14, p = .00), 즉시 완료 조

건보다 3개월 후 완료 조건에서 (M즉시 = 1.40 vs. M3개월 후 = 4.23; t = -

12.58, p = .00), 그리고 1개월 후 완료 조건보다 3개월 후 완료 조건

에서 시간적 거리를 더 멀게 지각하였다 (M1개월 후 = 3.33 vs. M3개월 후 

= 4.23; t = -3.25, p = .00). 즉, 참가자들은 체크카드 결제보다는 신용카

드 일시불 결제를, 체크카드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신

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시간적으로 더 멀

게 지각하였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소비시점은 지불완료 시점 조

건들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M즉시 = 2.25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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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개월 후 = 2.13; t = 0.47, p = .64; M즉시 = 2.25 vs. M3개월 후 = 2.09; t = 0.55, 

p = .59; M1개월 후 = 2.13 vs. M3개월 후 = 2.09; t = 0.14, p = .89), 본 연구에

서 나타나는 시기추론 효과가 소비시점이 아닌 지불완료 시점에 기

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는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지연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더 상위 수준의 추론을 할 것이고,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추론의 수준은 추상성 지각, 품질의 중요성, 

가격의 중요성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불

완료 시점 (대비 코딩: -1 = 즉시 완료, 0 = 1개월 후 완료, 1 = 3개월 

후 완료), mean-centered NFCC,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론의 수준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평균 카드사용 

빈도, 월평균 카드결제 금액, 그리고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통제변수

로 통제하였다. 

 

2.1 추상성 지각 

 

먼저 추상성 지각 정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 

참고), 지불완료 시점의 주효과와 (β = 0.35, t = 5.04, p = .00) NFC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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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과가 (β = -0.31, t = -4.49, p = .00)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 둘의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β = -0.17, t = -2.46, p = .02). 

 

<표 4-1> 추상성 지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tandardized β 

coefficients 
t-value p-value 

(Constant) 
 

34.59  .00  

Timing of payment 0.35  5.04  .00  

NFCC -0.31  -4.49  .00  

Timing of payment 

x NFCC 
-0.17  -2.46  .02  

Note. R
2
 = .24 (Adjusted R

2
 = .22), F(3, 162) = 16.71, p = .00 

 

<그림 4-1> 지불완료 시점과 NFCC에 따른 추상성 지각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NFCC 평균의 1 표준편차(SD) 위

와 (즉, High-NFCC) 아래에서 (즉, Low-NFCC) spotlight analysis (A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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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st 1991)를 실시하였다 (<그림 4-1> 참고). NFCC가 낮은 참가

자들이 (- 1SD)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추상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1개월 후에 완료

될 때에 추상성 지각 정도가 더 높았고 (M즉시 = 3.07 vs. M1개월 후 = 

4.03; β = 0.55, t = 4.52, p = .00),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3개월 후

에 완료될 때에 추상성 지각 정도가 더 높았다 (M즉시 = 3.07 vs. M3개

월 후 = 4.99; β = 0.61, t = 5.15, p = .00). 즉,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체

크카드로 결제하는 상황보다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상황을, 

그리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상황을, 더 추상적으로 지

각했다. 따라서 가설 1-1a와 가설 1-1b가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월 후 조건 간에는 추상성 지각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1개월 후 = 4.03 vs. M3개월 후 = 4.99; β = 0.09, t = 0.78, p = .44). 즉,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상황과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상황 

간에는 추상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이 (+ 1SD)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상성 지각 정도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추상성 지각 정도에 차이가 없었고 (M즉시 = 2.79 

vs. M1개월 후 = 3.10; β = 0.04, t = 0.31, p = .76),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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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는 추상성 지각 정도에 제한적 차이가 있었

다 (M즉시 = 2.79 vs. M3개월 후 = 3.41; β = 0.21, t = 1.75, p = .08). 즉, NFCC

가 높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 결제 상황과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상황 간에는 추상성 지각 정도에 차이가 없지만, 체크카드 결제 상

황보다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상황을 제한적으로 더 추상적으

로 지각했다. 이는 지불완료 시점이 먼 미래로 멀어진 경우 추상성 

지각이 제한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a가 지지되

었고, 가설 2b는 제한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

월 후 조건 간에는 추상성 지각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1개월 후 = 3.10 vs. M3개월 후 = 3.41; β = 0.18, t = 1.53, p = .13). 

 

2.2 품질의 중요성 (Desirability) 

 

품질의 중요성 지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2> 참

고), 지불완료 시점의 주효과와 (β = 0.22, t = 2.86, p = .01) NFCC의 주

효과가 (β = -0.17, t = -2.26, p = .03)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 둘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β = -0.11, t = -1.14, p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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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제품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tandardized β 

coefficients 
t-value p-value 

(Constant) 
 

59.64  .00  

Timing of payment 0.22  2.86  .01  

NFCC -0.17  -2.26  .03  

Timing of payment 

x NFCC 
-0.11  -1.14  .15  

Note. R
2
 = .08 (Adjusted R

2
 = .07), F(3, 162) = 4.95, p = .00  

 

<그림 4-2> 지불완료 시점과 NFCC에 따른 제품 품질의 중요성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NFCC 평균의 1 표준편차 위와 

(즉, High-NFCC) 아래에서 (즉, Low-NFCC) spotlight analysis를 실시하

였다 (<그림 4-2> 참고).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이 (- 1SD) 지불이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품질의 중요성을 더 높

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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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품질의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했고 (M즉시 = 5.32 vs. M1개월 후 = 5.82; β = 0.37, t 

= 2.76, p = .01),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품질의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했다 (M즉시 = 5.32 vs. M3개월 후 = 6.32; β 

= 0.35, t = 2.67, p = .01). 즉,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로 결

제할 때보다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 그리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구매하는 제품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지각했다. 

따라서, 가설 1-2a와 1-2b가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

월 후 조건 간에는 품질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1개월 후 = 5.82 vs. M3개월 후 = 6.32; β = 0.04, t = 0.32, p = .75). 즉, 신용

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와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품질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이 (+ 1SD)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품질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즉

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

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

월 후에 완료될 때에 품질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고 (M즉시 = 

5.24 vs. M1개월 후 = 5.39; β = -0.04, t = -0.31, p = .76),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도 품질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

다 (M즉시 = 5.24 vs. M3개월 후 = 5.55; β = 0.12, t = 0.89, p = .38). 즉, NFCC

가 높은 참가자들은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품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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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불 수단에 

따라 바람직성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a와 2b가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월 후 조건 

간에도 품질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1개월 후 = 

5.39 vs. M3개월 후 = 5.55; β = 0.19, t = 1.50, p = .14). 

 

2.3 가격의 중요성 (Feasibility)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3> 참

고), 지불완료 시점의 주효과와 (β = -0.08, t = -0.98, p = .33) NFCC의 

주효과가 (β = 0.01, t = 0.13, p = .90)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β = 0.10, t = 1.33, p = .19). 

 

<표 4-3> 제품 가격의 중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ote. R
2
 = .02 (Adjusted R

2
 = .00), F(3, 162) = 0.87, p = .46 

 

 

 

 

Standardized β 

coefficients 
t-value p-value 

(Constant) 
 

60.61  .00  

Timing of payment -0.08  -0.98  .33  

NFCC 0.01  0.13  .90  

Timing of payment 

x NFCC 
0.10  1.3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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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불완료 시점과 NFCC에 따른 제품 가격의 중요성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NFCC 평균의 1 표준편차 위와 

(즉, High-NFCC) 아래에서 (즉, Low-NFCC) spotlight analysis를 실시하

였다 (<그림 4-3> 참고).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이 (- 1SD) 지불이 즉

시 완료될 때보다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가격의 중요성을 더 낮

게 지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

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가격의 

중요성을 제한적으로 더 낮게 지각했고 (M즉시 = 6.07 vs. M1개월 후 = 

5.79; β = -0.24, t = -1.78, p = .08),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즉시 

= 6.07 vs. M3개월 후 = 5.51; β = -0.21, t = -1.59, p = .12). 즉,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 구매하는 제품 가격의 중요성을 제한적으로 더 낮게 지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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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구매하

는 제품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3a가 

제한적으로 지지되었고, 가설 1-3b는 기각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

건과 3개월 후 조건 간에는 가격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1개월 후 = 5.79 vs. M3개월 후 = 5.51; β = 0.01, t = 0.10, p = .92). 즉,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와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가격의 중

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이 (+ 1SD)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즉

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

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

월 후에 완료될 때에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고 (M즉시 = 

5.77 vs. M1개월 후 = 5.81; β = 0.06, t = 0.42, p = .68),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도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었

다 (M즉시 = 5.77 vs. M3개월 후 = 5.86; β = 0.04, t = 0.28, p = .78). 즉, NFCC

가 높은 참가자들은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른 가격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불 수단에 

따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a와 2b가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월 후 조건 

간에도 가격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1개월 후 = 

5.81 vs. M3개월 후 = 5.86; β = -0.02, t = -0.14, p = .89).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종속변수가 추상성 지각 정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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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은 지지되었고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종속변수

가 품질의 중요성 지각일 때, 가설 1-2와 가설 2는 지지되었고, 종속

변수가 가격의 중요성 지각일 때, 가설 1-3은 기각되었고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제 3절 결과 요약 및 논의 

 

연구 1은 지불 상황에서 지불완료 시점에 따른 TCT의 효과가 소

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론적 관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

비자가 지각하는 시간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하위 수준의 추론을 

하고,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각하는 시간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위 수준의 추론을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후자의 경우보다, 실험에서 주어

진 상황을 더 추상적으로 지각할 것이고, 바람직성 (즉, 제품의 품질)

의 중요성은 더 높게, 실행가능성 (즉, 제품의 가격)의 중요성은 더 

낮게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빠른 종

결에 대한 욕구가 강한 NFCC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먼저,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의 추상성 지각 정도에 대한 가설 검

증 결과, 즉시 완료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1개월 후 완료 조건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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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들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의 참가자들이 상황을 더 추상적으로 

지각했다. 즉, 참가자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신용카드 일시

불이나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에 상황에 대한 추상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신용카드 일시불 조건과 3개월 할부 조건 간에 추상성 

지각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와 지연되어 미래에 완료될 때는 차이가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완

료될 때와 먼 미래에 완료될 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품질의 중요성 지각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즉시 완

료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1개월 후 완료 조건의 참가자들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의 참가자들이 제품 품질의 중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

였다. 이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에 제품 품질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 일시불 조건과 3개월 할부 조건 간에 제품 

품질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미래에 완료될 때는 제품 품질의 중요성 지각에 차이

가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완료될 때와 먼 미래에 완료될 때는 차이

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제품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즉

시 완료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1개월 후 완료 조건의 참가자들은 제

한적으로 제품 가격의 중요성을 더 낮게 지각하였고, 즉시 완료 조

건의 참가자들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의 참가자들 간에는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즉,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보다 체크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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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때에 제품 가격은 제한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제품 

가격 중요성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신용카드 일시불 조건과 3개월 

할부 조건 간에 제품 가격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가까운 미래에 완료될 때에는 

제품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제한적 차이가 있었지만, 즉시 완료될 

때와 먼 미래에 완료될 때에는 차이가 없었다. 

제품 품질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조건들 간 차

이는 예상했던 결과를 보였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제품 가격의 중요성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상호작용 효과

도 유의하지 않았고 조건들 간에 예상했던 차이도 명확하게 발견하

지 못했다. 이는 바람직성을 제품의 품질로, 실행가능성을 제품의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 본 연구의 맥락 상 다소 부적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에 TCT를 적용하여 바람직성과 실행가능

성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은 소비 시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적절한 측정 방법이 되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지불완료 시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추상성을 측정한 것과 

같이 상황에 대한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한 측정 방법이었을 것이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 추상성 정도의 지각이 제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 외에 모든 조건들 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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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던 대로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상성 지각의 정도, 제

품 품질의 중요성 지각, 제품 가격의 중요성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론의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다시 말해, 

체크카드 결제 조건,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조건,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조건 간에 추론의 수준이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되

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신용카

드 일시불과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에 시간적 거리를 더 멀게 

지각하기 때문에 더 추상적 사고를 하는 상위 수준의 추론을 했다. 

반면, 빠른 종결에 대한 욕구가 강한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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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연구 2 

 

 

제 1 절 실험 방법 

 

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총 248명(남 126명, 여 122명)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만 26.76세(19세 ~ 53세)였다. 연령대는 10대 1.6%, 20대 

73.4%, 30대 19.8%, 40대 2.8%, 50대 2.4%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참가

자들의 직업은 학생이 63.4%, 직장인이 36.6%였다. 학생은 학부생 

50.1%와 대학원생 13.3%로, 직장인은 사무직 27.8%, 서비스직 2.8%, 

관리직 2.4%, 기술직 2.0%, 전문직 1.2%, 판매직 0.4%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3(지불완료 시점: 즉시, 1개월 후, 3개월 후) x 2(제품 유형: 실

용재, 쾌락재) mixed design으로 설계하였다. 지불완료 시점은 

between-subject 요인으로, 즉시 완료 조건 (체크카드, n = 80), 1개월 

후 완료 조건 (신용카드 일시불, n = 88), 3개월 후 완료 조건에 (신용

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 n = 80) 참가자들을 랜덤 할당하였고, 제품 

유형은 within-subject 요인으로 하였다. 참가자들의 NFCC 수준은 연

속 변수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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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극물 

 

2.1 사전조사 

 

실험에서 사용할 제품군을 선정하기 위해 학생 21명과 직장인 8

명을 대상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상적으로 혹은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구매 후 바로 소비하고 대체

로 한 번의 소비 상황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제품들을 적도록 하였

으며,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용적 제품으로는 생수, 우유, 과일, 즉석밥, 에너지 드링크, 

라면을, 쾌락적 제품으로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맥주, 과자 및 스낵

류, 탄산음료, 커피음료를 실험 제품군으로 선정하였다. 

 

2.2 조작 

 

지불완료 시점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구매 상황 시나리오에서 각

각 해당하는 지불 수단과 지시문을 통해 조작되었다. 각 지불완료 

시점 조건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즉시 완료 조건 

당신의 집 근처에 새로운 슈퍼마켓이 들어오려고 계획 중입

니다. 이 슈퍼마켓은 고객들이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

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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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체크카드‖로 결제한

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할부(예, 3개월) 

결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를 함과 동시에 

결제 금액이 은행계좌잔액 내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구매 후 

즉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지금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즉

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1개월 후 완료 조건 

당신의 집 근처에 새로운 슈퍼마켓이 들어오려고 계획 중입

니다. 이 슈퍼마켓은 고객들이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

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후 

즉시 지불이 완료되지만,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

하고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인 지불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구매 후 약 1개월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3개월 후 완료 조건 

당신의 집 근처에 새로운 슈퍼마켓이 들어오려고 계획 중입

니다. 이 슈퍼마켓은 고객들이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

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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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3개월 무

이자 할부‖로 결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체크카드는 결제 

후 즉시, 신용카드 일시불은 약 1개월 후 지불이 완료되지만,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결제하고 약 1개월 후부터 

실질적인 지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결제 금액이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됩니다. 따라서 구매 후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3. 실험 절차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가 제

공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각 지불완료 시점 조건에 해당하는 지시

문을 읽고, 12개의 제품들에 (실용적 제품 6개와 쾌락적 제품 6개의 

나열 순서가 랜덤하게 제시됨) 대한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항목에 대

해 응답하였다 (1 =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7 = 구매할 것이다). 지불

완료 시점의 조작 검증을 위해 참가자들은 연구 1에서와 같은 3가

지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고 (α = 0.87), 실험에 사용된 제품군의 제품 

유형 조작 검증을 위한 항목에 대해 응답하였다 (1 = 실용적 목적, 7 

= 쾌락적 목적). 소비시점이 지불완료 시점 조건들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와 같은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α = 0.82). 또한, NFCC가 높은 소비자가, 낮은 소비자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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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수단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불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5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α = 0.91; 예, Ehrich 

and Irwin 2005; Pilling et al. 1991; Prelec and Loewenstein 1998): 예, ―결제

할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지불이 완료되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구매한 제품을 소비할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참가자들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의 세제혜택을 인식한 후에 구매의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로 결

제 시 소득공제율이 15%라는 정보를 제공한 후, 앞에서 측정한 동

일한 제품들에 대해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세 번째 부분

에서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NFCC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20개

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α = 0.70).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인구통계 

문항과 월평균 카드사용 빈도, 월평균 카드결제 금액, 월평균 가처

분소득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제 2 절 실험 결과 

 

1. 조작 확인 

 

지불완료 시점 조작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참가자들은 즉시 완료 조건보다 1개월 후 완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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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간적 거리를 더 멀게 지각하였고 (M즉시 = 1.34 vs. M1개월 후 = 

3.33; t = -14.91, p = .00), 즉시 완료 조건보다 3개월 후 완료 조건에서 

시간적 거리를 더 멀게 지각하였고 (M즉시 = 1.34 vs. M3개월 후 = 4.68; t 

= -27.27, p = .00), 1개월 후 완료 조건보다 3개월 후 완료 조건에서 

시간적 거리를 더 멀게 지각하였다 (M1개월 후 = 3.33 vs. M3개월 후 = 

4.68; t = -8.99, p = .00). 즉, 참가자들은 체크카드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체크카드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신용카

드 일시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시간적으로 더 멀게 

지각하였다.  

실용적 제품들과 쾌락적 제품들이 각각 의도했던 대로 조작되었

는지 확인한 결과, 3.5에서 4.5사이의 점수가 나온 제품들은 어느 쪽

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M과일 = 3.56, M에너지 드링크 = 4.36, M커피음료 = 4.49). 따라서, 실용적 제

품으로는 생수, 우유, 즉석밥, 라면이, 쾌락적 제품으로는 초콜릿, 아

이스크림, 맥주, 과자 및 스낵류, 탄산음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제

품 유형이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실용적-쾌락

적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2(제품 유형: 실용적 제품, 쾌락적 제품) 

x 3(지불완료 시점: 즉시, 1개월 후, 3개월 후)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품 유형의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M실용적 제품 = 

2.49 vs. M쾌락적 제품 = 5.99; F(1, 490) = 1877.38, p = .00). 즉, 참가자들이 

쾌락적 제품들을 실용적 제품들보다 더 쾌락적 목적으로 소비한다

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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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상했던 대로 소비시점은 지불완료 시점 조건들에 따라 차

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M즉시 = 2.09 vs. M1개월 후 = 1.86; t 

= 1.68, p = .10; M즉시 = 2.09 vs. M3개월 후 = 1.89; t = 1.25, p = .21; M1개월 후 

= 1.86 vs. M3개월 후 = 1.89; t = -0.19, p = .85),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

기추론 효과가 소비시점이 아닌 지불완료 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는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지연될 때 (vs.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고,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vs. 지불이 지연될 때)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

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vs.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고, 실용적 제품의 경우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불완료 시점 (대비 코딩: -1 = 즉시 완료, 0 = 1개월 

후 완료, 1 = 3개월 후 완료), 제품 유형 (대비 코딩: -1 = 실용적 제품, 

1 = 쾌락적 제품), mean-centered NFCC,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독

립변수로 하여 구매의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월평균 카

드사용 빈도, 월평균 카드결제 금액, 그리고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통제변수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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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완료 시점의 주효과와 (β = 0.35, t = 5.04, p = .00) 제품 유형의 

주효과가 (β = -0.31, t = -4.49, p = .00) 유의하게 나타났고, 지불완료 시

점 x NFCC의 이원 상호작용과 제품 유형 x NFCC의 이원 상호작용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β = -0.17, t = -2.46, p = .02). 또한, 지불완료 시

점 x 제품 유형 x NFCC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β = 

-0.17, t = -2.46, p = .02). 다른 효과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1> 참고). 

 

<표 5-1> 구매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tandardized 

β coefficients 
t-value p-value 

(Constant) 
 

86.12 .00 

Timing of payment -0.13 -3.43 .00 

Product type -0.27 -7.07 .00 

NFCC 0.04 1.09 .38 

Timing of payment 

x Product type 
0.01 0.16 .87 

Timing of payment 

x NFCC 
-0.28 -7.03 .00 

Product type 

x NFCC 
-0.17 -4.28 .00 

Timing of payment 

x Product type 

x NFCC 

-0.29 -7.45 .00 

Note. R
2
 = .28 (Adjusted R

2
 = .27), F(7, 488) = 27.08, p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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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a> NFCC가 낮은 참가자의 구매의도 

 

<그림 5-1b> NFCC가 높은 참가자의 구매의도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NFCC 평균의 1 표준편차 위와 

(즉, High-NFCC) 아래에서 (즉, Low-NFCC) spotlight analysis를 실시하

였다 (<그림 5-1a>, <그림 5-1b> 참고). 예상대로 NFCC가 낮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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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경우 (- 1SD), 지불완료 시점 x 제품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

하게 나타났고 (β = 0.28, t = 5.22, p = .00), 이는 지불 수단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vs.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쾌락적 제품

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은지 살펴보기 위해, 즉시 완료 조건과 1

개월 후 완료 조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M즉시 = 3.37 vs. M1개월 후 = 

4.02; β = -0.03, t = -0.33, p = .74),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보다 3개월 후

에 완료될 때에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M즉시 = 3.37 vs. M3개월 후 = 

4.66; β = 0.62, t = 6.76, p = .00). 즉,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

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신용

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설 3-1a는 기각되었고, 가설 3-1b는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월 후 조건 간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나 (M1개월 후 = 4.02 vs. M3개월 후 = 4.66; β = 0.50, t = 5.27, p 

= .00),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보다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에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의 경우,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vs. 지불

의 완료가 지연될 때)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은지 살

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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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구매의도의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고 (M즉시 = 4.52 vs. M1개월 후 = 4.28; β = 0.09, t = 0.93, 

p = .35),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에 3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구매의

도가 더 높았다 (M즉시 = 4.52 vs. M3개월 후 = 4.03; β = -0.21, t = -2.34, p 

= .02). 즉,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

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있어서 차

이가 없었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

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설 

3-2a는 기각되었고, 가설 3-2b는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월 후 조건 간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M1개월 후 = 

4.28 vs. M3개월 후 = 4.03; β = -0.27, t = -3.00, p = .00),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더 높았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의 경우에도 (+ 1SD), 지불완료 시점 x 제

품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β = -0.27, t = -5.10, p = .00). 

구체적으로,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vs. 지불의 완료가 지연될 때)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은지 살펴보기 위해, 즉시 완

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

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에 1개월 후

에 완료될 때보다 구매의도가 제한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M즉시 

= 4.74 vs. M1개월 후 = 3.70; β = -0.18, t = -1.85, p = .07), 지불이 즉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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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에 3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구매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M즉시 = 4.74 vs. M3개월 후 = 2.65; β = -0.91, t = -10.21, p = .00). 즉, NFCC

가 높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

제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제한적으로 높았고, 체

크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 쾌락

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가설 3-2a는 제한적

으로 지지되었고, 가설 3-2b는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

개월 후 조건 간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M1개월 후 = 

3.70 vs. M3개월 후 = 2.65; β = -0.60, t = -6.63, p = .00),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더 높았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의 경우,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실

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

지로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즉시 완료 조건과 3개

월 후 완료 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M즉시 = 5.01 vs. M1개월 후 = 4.82; β = 0.07, t = 0.71, p = .48),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구매의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M즉시 = 5.01 vs. M3개월 후 = 4.62; β = -0.14, t = -1.57, p = .12). 즉,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

로 결제할 때, 그리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실용적 제

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4-2a와 가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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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는 지지되었다. 한편, 1개월 후 조건과 3개월 후 조건 간에 구매의

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M1개월 후 = 4.82 vs. M3개월 후 = 4.62; β = -

0.20, t = -2.18, p = .03),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한편, 세제혜택을 인식한 후에 구매의도는 인식 전 구매의도와 비

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인식 전-실용

적 제품 = 4.55 vs. M인식 후-실용적 제품 = 4.65, t = -0.94, p = .35; M인식 전-쾌락적 제품 

= 3.80 vs. M인식 전-쾌락적 제품 = 3.72, t = 0.88, p = 0.38).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많은 소비자들의 체크카드 사용의 동

인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매의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 상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

난 이유에 대해 결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제 3 절 결과 요약 및 논의 

 

연구 2는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결제수단의 지불이 완료되

는 시점이 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

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준이 결정되고 바람직성과 실행

가능성의 중요성 지각이 달라져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NFCC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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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미해결된 상황에 대한 회피 성향과 빠른 종결에 대한 욕

구가 강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

보다는 지불에 대한 걱정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즉,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경우에,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경

우보다, 구매의도를 더 높게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효과는 쾌락적 

제품의 경우에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었고,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나 3개월 후 완료 조건에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즉, 쾌락적 제

품 구매 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

에는 구매의도의 차이가 없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신용카

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실용적 제품 구

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

는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즉시 완료 조건과 3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때에는 즉시 완

료 조건에서 구매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실용적 제품 구매 

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는 구매

의도의 차이가 없지만,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 체크

카드로 결제할 때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NFCC가 낮

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준이 결정되고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 지각이 달라져 쾌락적 제품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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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즉시 완료 조건과 1

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제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즉시 완료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더 높았고, 즉시 완료 조건

과 3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즉시 완료 

조건에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즉,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용

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보다 구매의도가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제한적이었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는 유의하게 구

매의도가 더 높았다. 실용적 제품 구매 시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

점에 따라 구매의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구매의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실용적 제품 구매 시에는 지불 수단

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쾌락적 제품 구매 시에는 지불이 즉시 완료

되는 지불 수단으로 결제할 때 구매의도를 더 높게 형성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에 대한 걱정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불이 지연되는 신용카드보다 지불이 즉시 완

료되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고, 실용적 제품은 지불에 대한 걱정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모두의 경우

에,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체크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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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구매의도에 있어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 구

매 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구

매의도의 차이가 제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신

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체크카드 결제보다 지불완료 시점이 시기적

으로 더 멀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익숙한 현

대 사회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불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추가분석을 통해, NFCC가 높은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 간에 지불

완료 시점에 따라 지불에 대한 걱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

다. NFCC 평균의 1 표준편차 위와 (즉, High-NFCC) 아래에서 (즉, 

Low-NFCC) spotligh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불완료 시점 x 

NFCC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β = 0.17, t =2.85, p 

= .01), 지불완료 시점에 따른 지불에 대한 걱정이 NFCC 수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NFCC가 높은 참가자와 낮은 참가

자 모두 지불완료 시점이 멀어짐에 따라 지불에 대한 걱정이 증가

했지만, 지불완료 시점이 멀어질수록 NFCC가 낮은 참가자보다 높은 

참가자의 지불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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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증연구 3 

 

 

제 1 절 실험 방법 

 

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총 135명(남 81명, 여 54명)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평균 나

이는 만 34.22세(20세 ~ 57세)였다. 연령대는 20대 51.9%, 30대 18.5%, 

40대 16.3%, 50대 13.3%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의 직업은 학

생이 38.4%, 직장인이 61.6%였다. 학생은 학부생 19.2%와 대학원생 

19.2%로, 직장인은 사무직 34.8%, 관리직 11.9%, 전문직 7.4%, 서비

스직 3.0%, 기술직 3.0%, 판매직 1.5%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제품 유형 조건인 실용적 제품 조건과 (n = 69) 쾌락적 제품 조

건에 (n = 66) 랜덤 할당되었다. 참가자들의 NFCC 수준은 연속 변수

로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2. 실험 자극물 

 

2.1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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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사용할 제품군을 선정하기 위해 직장인 18명을 대상으

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최근에 구매했거나, 혹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상품들을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으로 구

분해서 적도록 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제품으

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실용적 제품으로 캡슐커피머신을 쾌락적 제

품으로 선정하였다. 

 

2.2 조작 

 

각 제품 유형 조건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제품 사진과 아래의 

지시문으로 구성되었다. 

 

실용적 [쾌락적] 제품 조건 

당신은 최근 데스크탑 컴퓨터를 [캡슐커피머신을] 사려고 계

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컴퓨터를 [캡슐커

피머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그 컴퓨터를 [캡슐커피머신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

이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다면, 결제하고 약 1개월 정도

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인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

매 후 약 1개월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만약, 당신

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다면, 결제하고 약 1개월 

후부터 실질적인 지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결제 금액이 

할부 개월 수에 걸쳐 분할 납부됩니다. 따라서 구매 후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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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수만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3. 실험 절차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지가 제

공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각 제품 유형 조건에 해당하는 지시문을 

읽고, 이 제품을 무이자로 12개월까지 할부 결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개월(즉, 일시불)부터 12개월까지 열두 개의 할부 개월 수 선택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 = 일시불, 12 = 12개월 할부).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제품이 주로 실용적 목적의 제품인지 혹은 

주로 쾌락적 목적의 제품인지 표시하였다 (1 = 실용적 목적, 7 = 쾌

락적 목적). 또한, NFCC가 높은 소비자가, 낮은 소비자와는 달리, 쾌

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할부 개월 수

를 짧게 선택하는 이유가 지불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

해 제품 유형에 따른 지불에 대한 걱정을 연구 2에서와 같은 5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α = 0.90).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의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NFCC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20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α = 0.84).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인구통계 문항과 월평균 카드사용 빈도, 월

평균 카드결제 금액, 월평균 가처분소득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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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결과 

 

1. 조작 확인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이 각각 의도했던 대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유형의 제품 간 실

용적-쾌락적 점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참가자들은 쾌락적 제품들을 

실용적 제품들보다 더 쾌락적 목적으로 소비한다고 응답하였다 (M실

용적 제품 = 2.41 vs. M쾌락적 제품 = 4.14; t = -7.36, p = .00). 

 

 

2. 가설 검증 

 

본 연구는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vs.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

고,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vs. 쾌락적 제

품을 구매할 때)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 유형 (더미 코딩: 0 = 실

용적 제품, 1 = 쾌락적 제품), mean-centered NFCC, 그리고 이들의 상

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할부 개월 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월평균 카드사용 빈도, 월평균 카드결제 금액, 그리고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통제변수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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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품 유형 x NFCC의 이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

고 (β = -0.29, t = -2.81, p = .01), 다른 효과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6-1> 참고). 

 

<표 6-1> 할부 개월 수 선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tandardized β 

coefficients 
t-value p-value 

(Constant) 
 

13.26 .00 

Product type -0.01 -0.10 .92 

NFCC 0.02 0.21 .83 

Product type 

x NFCC 
-0.29 -2.81 .01 

Note. R
2
 = .08 (Adjusted R

2
 = .05), F(3, 131) = 3.57, p = .02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NFCC 평균의 1 표준편차 위와 

(즉, High-NFCC) 아래에서 (즉, Low-NFCC) spotlight analysis를 실시하

였다 (<그림 6-1> 참고).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 1SD) 쾌락적 제

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할부 개월 수를 더 

길게 선택하였다 (M실용적 제품 = 4.33 vs. M쾌락적 제품 = 5.72; β = 0.25, t = 

1.98, p = .05). 즉,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보다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하

였다.  

반면,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 1SD)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할부 개월 수를 더 짧게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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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실용적 제품 = 4.45 vs. M쾌락적 제품 = 2.98; β = -0.26, t = -2.14, p = .03). 즉,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실용적 제

품을 구매할 때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

설 5와 가설 6이 지지되었다. 

 

<그림 6-1> NFCC와 제품 유형에 따른 할부 개월 수 선택 

 

 

 

 

 

 

 

 

 



81 

제 3 절 결과 요약 및 논의 

 

실증연구 3은 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의 완료를 얼마나 

지연시키고자 하는지를 신용카드 할부 개월 수를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알아보았다.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

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하고,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보다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신용카드 할부 개월 수를 더 길

게 선택하였다. 즉, 이들은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할부 개월 수를 유의하게 

더 짧게 선택하였다. 즉, 이들은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지불을 더 빨

리 완료시키고자 하였다. 

추가분석을 통해, NFCC가 높은 소비자가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할부 개월 수를 짧게 선택하는 이

유가 지불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확인하였다. NFCC 평균의 1 표준

편차 위와 (즉, High-NFCC) 아래에서 (즉, Low-NFCC) spotlight analysis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 1SD) 쾌락적 제

품을 구매할 때와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에 대한 걱정에 있

어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M실용적 제품 = 4.01 vs. M쾌락적 제품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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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0.10, t = -0.81, p = .42). 즉,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실용적 제품

을 구매할 때와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에 대한 걱정의 차이

가 없었다.  

반면,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 1SD)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와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에 대한 걱정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M실용적 제품 = 3.61 vs. M쾌락적 제품 = 4.48; β = 0.34, t = 2.70, p 

= .01). 즉,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였다. 따라

서, NFCC가 높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가

능한 한 빨리 지불을 완료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불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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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지불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개인의 NFCC 

수준과 제품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지불이 완

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불 수단을 구분하였고, 즉시 완료되는 수

단으로는 체크카드,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특히,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불이 지연되는 신용카

드 조건을 지불이 가까운 미래, 즉 1개월 후에 완료되는 조건인 신

용카드 일시불 조건과, 지불이 먼 미래, 즉 3개월 후에 완료되는 조

건인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증연구 1은 지불 상황에서 지불완료 시점에 따른 TCT의 효과가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론적 관계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에 상

황에 대한 추상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제품의 품질(즉, 바람직성)

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보다 제품의 가격(즉, 실행가능성)은 제

한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제품 가격 중요성은 서로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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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결제 조건, 신

용카드 일시불 결제 조건,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조건 간에 추

론의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지불의 완료

가 지연되는 신용카드 일시불과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에 시

간적 거리를 더 멀게 지각하기 때문에 더 상위 수준의 추론을 했음

을 의미한다. 반면,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실증연구 2는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지불완료 시점이 제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설 검증 결과,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체크

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는 구매의도의 

차이가 없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실용적 제품 구매 시에도 마찬가

지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는 구

매의도의 차이가 없지만,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 체

크카드로 결제할 때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보다 구매의도가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제한적이었고, 신

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할 때보다는 유의하게 구매의도가 더 높

았다. 반면 실용적 제품 구매 시에는 지불 수단에 따라 구매의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지불완료 시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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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추론의 수준이 결정되고 바람직성과 실행가능성의 중요성 지

각이 달라져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에 대한 걱

정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불이 지연되는 신용카드보다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 쾌락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고, 실용적 제품은 지불에 대한 걱정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한편,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모두

의 경우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구매의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FCC가 높은 소

비자는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

시불로 결제할 때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제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이 익숙한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이 신용카

드 일시불 결제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불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증연구 3은 소비자의 NFCC 수준에 따라 지불의 완료를 지연시

키고자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제품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은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하는 반

면,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은 지불을 더 빨리 완료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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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NFCC가 높은 참가자들이 쾌락적 제품이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를 가능한 한 빨리 종결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표 7-1>에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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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가설검증 결과 요약 

 

구분 가설 내용 
검증 

결과 

H1-1 

H1-1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상황을 더 추상적

으로 지각할 것이다. 

지지 

H1-1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상황을 더 추상적

으로 지각할 것이다. 

지지 

H1-2 

H1-2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지지 

H1-2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지지 

H1-3 

H1-3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가격을 덜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부분 

지지 

H1-3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제품의 가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기각 

H2 

H2a.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추론의 수준에 있어

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지 

H2b.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추론의 수준에 있어

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지 

H3-1 

H3-1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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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3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시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지지 

H3-2 

H3-2a.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1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기각 

H3-2b.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3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실용적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지지 

H4-1 

H4-1a.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1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부분 

지지 

H4-1b.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 3개월 후에 완료될 때보다, 쾌락적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지지 

H4-2 

H4-2a.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지 

H4-2b.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3개월 후에 완료될 때에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지 

H5 

H5.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지지 

H6 

H6.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쾌락적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지불의 완료를 

더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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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지불 수단을 다루는 선행 연구들은 여러 지불 수단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불 수단의 형태를 이용하였다. 즉, 카드 결제와 달리 현

금 결제는 돈의 유출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불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에서 구매하고 결제할 때에 최초 한 번만 자신의 계정을 생성해 놓

으면 이후의 거래부터는 구체적인 정보 (예, 계좌 번호, 카드 번호)

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이든 신용카드이든 

그 어떤 결제 수단도 떠올리게 하지 않는다 (Chatterjee and Rose 2012; 

Soman 2001). 이처럼 현실적으로 지불 수단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

해지고 편리해지면서 단순히 돈의 유출이 명백하게 지각되는가 아

닌가가 소비자의 지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강력하지 않

을 것이다. 오히려, 전세계적인 경제난을 보고 겪으면서 부채나 빚

에 민감해지고 내가 결제한 금액이 언제 실제로 빠져나가는지, 언제 

갚아야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

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소비자의 부를 고갈시키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불 수단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지불이 완료되는 시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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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TCT의 효과와 NFCC를 직접적으로 함께 다룬 연구는 

없었다. CLT나 TCT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에서 시간적 측면과 관련

된 소비자의 특성으로서 NFCC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예, 

Giacomantonio and Dreu 2010; Jonas and Huguet 2008; Lynch Jr. et al. 2010),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로서 NFCC를 이용한 선행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CLT와 NFCC를 연결시켜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고, NFCC가 높은 소비

자에게는 지불완료 시점에 따른 TCT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즉, 시간이 흘러 무엇인가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NFCC가 높은 사람은 그 상황이 종료되기를 원하며 

종료되기까지 남아있는 그 무엇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지속

하기 때문에 CLT의 시간적 거리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다. 

Prelec and Loewenstein (1998)은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지불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나 지불하면서 소비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에 있어

서 개인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차 변수로 ―구두

쇠(tightwad) vs.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spendthrift)‖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연구에서 지불과 같은 금전적인 맥락에서 소비자의 개

인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빚에 대한 회피 성향(debt aversion)이나 

(예, Keese 2012; Prelec and Loewenstein 1998; Wilcox et al. 2011) 자기 통

제(self-control) (예, Kivetz and Keinan 2006; Kivetz and Simonson 2002) 등

의 변수를 다루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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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 만큼 시간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개인차 변수로 소비자

의 인지적 종결욕구인 NFCC를 이용하였다. 이는 지불 수단과 관련

된 연구에서 자기 통제나 지출 경향 등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이뿐

만 아니라, 시간적 관점의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의 차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카드 회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먼저, 체크

카드 회사는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특성을 광고 메시지로 전달하여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것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유

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사용으로 당신의 재정적 플랜을 

관리하세요. 매달 갚아야 할 빚으로부터 벗어나세요!‖와 같은 문구 

(Prelec and Loewenstein 1998)는 NFCC가 높은 소비자의 사용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바람직성 측면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실행가능

성 측면은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광고 메시지로 소비자의 긍정적 반

응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즐기고, 지불은 나중에 하세

요!‖와 같은 문구를 통해 지금 바로 소비의 즐거운 혜택을 누리고 

당장 지불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NFCC가 낮은 소비자의 사용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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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프리미엄 현상이 존재하지만, 어떤 소비자들

은 신용카드 결제 시 지불의 완료가 지연되는 특성 때문에 신용카

드 빚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Prelec and Loewenstein 

1998; Wilcox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NFCC가 높은 

소비자는 미해결 상황에 대해 회피 성향이 강하고 빠른 종결을 원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시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것처럼 재정운용계획(fiscal plan)을 보다 가시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다 낮게 지각해서 거부감이 약화되어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마치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바로 SMS로 알려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부 앱을 이용하면 지출 내역을 보다 가시

적으로 그려볼 수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모호함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지불에 대한 걱정이 감소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 공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시사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NFCC가 낮은 소

비자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소비자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정

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결제 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지불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도록 

만들어 주면 NFCC가 낮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과도한 쾌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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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

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결제 시마다 카드 승인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월의 누적이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문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때에, 추가적으로 결제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나, 결제일로부

터 몇 일이 남았는지를 명시한다면 (예, D-00일), 사용자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보다 가깝게 지각하여 과도한 쾌락적 

소비로 인해 빚을 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세 번째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측면에서의 시사점이다. 기

업의 관심사 중 하나는 소비자가 가능한 한 빨리 지불을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Patrick and Park 2006),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불이 즉

시 완료되는 체크카드 결제 시 구매 의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

해보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특정 제품이 쾌락적 제품인지 실용적 제품인지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지각할 때에 쾌락적 속성과 실용적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har and 

Wetenbroch 2000; Okada 2005). 예를 들어 실용적 제품의 쾌락적 속성

을 부각시켜 광고한다면 (예, iMac 컴퓨터의 색상이나 디자인), 소비

자는 그 제품을 쾌락적 제품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Patrick and 

Park 2006).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체크카드와 같이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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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수단으로 결제할 때 NFCC가 높은 소비자는 쾌락적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가 더 높고,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다. 따라서 기업은 쾌락적 제품의 광고에서 실용적 

속성을 강조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NFCC가 낮은 소비자로

부터 지불이 즉시 완료되는 지불 수단을 통한 결제를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 실용적 제품의 광고에서는 쾌락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NFCC가 높은 소비자로부터 체크카드와 같은 지불 수단을 통한 결

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소비자의 NFCC 수준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고 NFCC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이 실험에서 NFCC를 상

황적 요인을 통해 조작하기도 하였다. 시간의 압박이 존재하는 경우 

결론이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인해 사람들의 종결욕구는 증가했다 

(Kruglanski and Freund 1983). 반면, 생각하는 과업(thinking task)이 매

력적이거나 즐거울 때 사람들의 종결욕구는 감소했다 (Webster 1993). 

지불 수단과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은 종종 수용성(예, 신용카드 결

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접근성(예, 현금 인출기가 주변에 없는 상

황), 습관(예, 특정 지출에는 특정 지불 수단을 습관적으로 이용) 등

의 영향을 받는다 (Soman 2001). 따라서, 소비자의 NFCC 수준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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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으로 조작하여 지불완료 시점에 또는 지불 수단에 따른 구매의

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연구 2의 결과에서,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지불이 즉시 완료될 

때와 1개월 후에 완료될 때, 즉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모두의 경우에 

구매의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 결제 조건과 신

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조건 간에는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NFCC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쾌락적 제품 구매 시 체크카드로 결제

할 때와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때에 구매의도의 차이는 제한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들이 체크카드 결제

보다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이 시기적으로 

더 멀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에 매우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칠 만큼 지불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빚은 현대 사회 자본주

의의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은 것이다 (Penaloza and Barnhart 2011). 

본 연구의 시사점에서 NFCC가 낮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통

한 쾌락적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신용카드

가 소비주의를 부추기는데 일조한 만큼 (Soman 2001) 신용카드 사용

자가 자신의 재정관리를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줄 수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2에서 세제혜택을 인식한 후에 구매의도의 변화는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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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체크카드 사용 증가율

이 신용카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체크카드 사용의 이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점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과 같은 세제혜택일 것이다. 연구 2에서 구매의도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 상의 문제일 수 있다. 먼저, 실험은 지불 

수단을 선택하는 맥락이 아닌, 지불 수단이 주어지는 맥락이었기 때

문에 세제혜택 인식 여부에 따라서 구매의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이다. 두 번째,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이라서 세제혜택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즉시 지불 완

료되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진다면 세제혜택 인식 후 구매

의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실험 참가자들 중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친 학생의 비중이 65%였는데, 이들은 소득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상의 이유로 세제혜택 인식 후 구매의도에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

이로 지불완료 시점뿐 아니라, 두 카드로부터 사용자들이 얻는 혜택

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기각된 가설들을 재검토하고자 데이터 산포를 확

인해보니, 지불완료 시점의 일부 구간에서 전체 구간의 경향성과 반

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실증연구 2에서 

NFCC가 낮은 참가자들의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관한 가

설에서, 즉시 완료 조건과 1개월 후 완료 조건 간에 구매의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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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H3-2a), <그림 5-1b>에서는 

지불완료 시점이 멀어질수록 구매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구간에서 데이터의 산포를 살펴본 결과, 즉시 완료 조건보다 1개

월 후 완료 조건에서 데이터의 산포가 다소 상향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즉, NFCC가 낮은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지불완료 시점이 멀

어질수록 실용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지불완료 시점이 즉시에서 1개월 후로 가는 짧은 구간에서는 구

매의도가 일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불완료 시점의 짧은 구간에서 긴 구간에서와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 것에 대해,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불 지연과 소비자의 NFCC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효과가 개인의 NFCC에 따라 달라

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맥락으로 지불 지연이 발생하는 카드 결제 

상황을 다루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와 같은 지

불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대출금 상환 (예, 모

기지)과 같은 맥락으로 범위를 보다 다양하게 넓혀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수수료나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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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1(실증연구 1: 즉시 완료 조건) 

 

 

PART Ⅰ. 아래에 제시된 상황을 잘 읽고 상상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근 운동화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체크

카드로 결제해서 그 운동화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할부(예, 3개월) 결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로 결

제하면, 결제를 함과 동시에 결제 금액이 은행계좌잔액 내에서 인출되

기 때문에, 구매 후 즉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지금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즉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1.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따라 답해주십시오. 

 

  
전혀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앞에서 제시된 상황을 상상

하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진다. 

①-----②-----③-----④-----⑤-----⑥-----⑦ 

2) 

앞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호하고 뚜렷하

지 않다. 

①-----②-----③-----④-----⑤-----⑥-----⑦ 

 

 구체적이다 ------------------- 추상적이다 

3) 
앞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면, 
①-----②-----③-----④-----⑤-----⑥-----⑦ 

 

2.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즉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

는 위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다음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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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다 ①-----②-----③-----④-----⑤-----⑥-----⑦ 

2) 제품의 “가격”이 중요하다 ①-----②-----③-----④-----⑤-----⑥-----⑦ 

 

3.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이다 ---------------------------------------------------------------- 나중이다 

①----------②----------③----------④----------⑤----------⑥----------⑦ 

2) 
가까운 미래이다 -------------------------------------------------- 먼 미래이다 

①----------②----------③----------④----------⑤----------⑥----------⑦ 

 

4.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불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얼마 남지 ------------------------------------------------------------------ 아주 많이  

않았다                                                  남았다                                                    

①-----------②-----------③-----------④-----------⑤-----------⑥-----------⑦ 

 

5. 앞의 상황에서,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이다 ----------------------------------------------------------------- 나중이다 

①----------②----------③----------④----------⑤----------⑥----------⑦ 

2) 
가까운 미래이다 -------------------------------------------------- 먼 미래이다 

①----------②----------③----------④----------⑤----------⑥----------⑦ 

 

6. 귀하는 운동화를 주로 실용적 목적으로 소비하는지 혹은 주로 쾌락적 목

적으로 소비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실용적 목적의 상품은 필요나 목적

에 의해 구매하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상품을 의미하고, 쾌락적 목적의 

상품은 원하고 바라는 욕구에 의해 구매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상품

을 의미합니다. 

 

실용적 목적 ---------------------------------------------------------- 쾌락적 목적 

①----------②----------③----------④----------⑤----------⑥----------⑦ 

 

 

PART Ⅱ.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 정보는 절대

로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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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일관성 있는 일상을 확립

하는 것이 내가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 

나는 분명하게 구조화된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을 즐

긴다. 

①-----②-----③-----④-----⑤-----⑥-----⑦ 

3) 
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 
①-----②-----③-----④-----⑤-----⑥-----⑦ 

4)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잘 

정돈된 삶의 방식이 나의 

기질에 잘 맞는다. 

①-----②-----③-----④-----⑤-----⑥-----⑦ 

5)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을 싫어한다. 
①-----②-----③-----④-----⑤-----⑥-----⑦ 

6) 

나는 예상할 수 없는 행동

을 할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①-----②-----③-----④-----⑤-----⑥-----⑦ 

7) 

나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①-----②-----③-----④-----⑤-----⑥-----⑦ 

8) 

나는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즐긴다. 

①-----②-----③-----④-----⑤-----⑥-----⑦ 

9) 

나는 중요한 결정은 마지

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

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10) 
나는 보통 빠르고 대담하

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①-----②-----③-----④-----⑤-----⑥-----⑦ 

11) 
나는 나 자신을 우유부단

하다고 말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2) 

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심하는 경향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13) 

나는 누군가의 말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때

가 싫다. 

①-----②-----③-----④-----⑤-----⑥-----⑦ 

14) 

나는 누군가의 의미나 의

도가 불분명할 때에 불편

함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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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는 불편함

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 

16)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혼란

스러움을 느낄 때 나는 무

척 화가 난다. 

①-----②-----③-----④-----⑤-----⑥-----⑦ 

17) 

무엇인가에 대해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에라도 나

는 항상 다른 의견을 고려

해 본다. 

①-----②-----③-----④-----⑤-----⑥-----⑦ 

18)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나는 

보통 양측 모두가 얼마나 

옳은지를 살펴본다. 

①-----②-----③-----④-----⑤-----⑥-----⑦ 

19)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한 많은 

견해들을 고려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0) 

나는 항상 내가 직면한 문

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들을 살펴본다. 

①-----②-----③-----④-----⑤-----⑥-----⑦ 

 

 

PART Ⅲ.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

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나이: 만 (          )세 

3. 직업: ○1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기술직   ○7 학생     ○8 주부     ○9 기타 (         ) 

4. 결혼 여부: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재혼      ○5 사별 

5.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5 대학원 졸업      ○6 기타 (        ) 

6. 체크카드 사용 빈도: ○1 한 달에 1번 미만  

○2 한 달에 1번 이상 ~ 10번 미만 

○3 한 달에 10번 이상 ~ 20번 미만 

○4 한 달에 20번 이상 ~ 30번 미만 

○5 한 달에 30번 이상: (       )번 정도 

7. 귀하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휴대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2 카드회사가 제공하는 할인 및 각종 혜택 때문에 

○3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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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늘 사용하던 습관 때문에 

○5 기타 (                              ) 

8. 월평균 체크카드 결제 금액: ○1 10만원 미만 

○2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3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 50만원 이상: (            )만원 정도 

9. 월평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의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이

자지급비용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

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5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7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8 400만원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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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2(실증연구 2: 즉시 완료 조건) 

 

 

PART Ⅰ. 아래에 제시된 상황을 잘 읽고 상상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집 근처에 새로운 슈퍼마켓이 들어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슈퍼마켓은 고객들이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할부(예, 3개월) 결제와는 다르게, 체크카드로 결

제하면, 결제를 함과 동시에 결제 금액이 은행계좌잔액 내에서 인출되

기 때문에, 구매 후 즉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지금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즉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1.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즉시 지불이 완료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

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다음 각 품목에 대한 귀하의 구매의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매하지 --------------------------- 구매할 

않을 것이다                 것이다 

1) 생수 ①-----②-----③-----④-----⑤-----⑥-----⑦ 

2) 우유 ①-----②-----③-----④-----⑤-----⑥-----⑦ 

3) 초콜릿 ①-----②-----③-----④-----⑤-----⑥-----⑦ 

4) 아이스크림 ①-----②-----③-----④-----⑤-----⑥-----⑦ 

5) 과일 ①-----②-----③-----④-----⑤-----⑥-----⑦ 

6) 즉석밥 (예, 햇반) ①-----②-----③-----④-----⑤-----⑥-----⑦ 

7) 맥주 ①-----②-----③-----④-----⑤-----⑥-----⑦ 

8) 과자 및 스낵류 ①-----②-----③-----④-----⑤-----⑥-----⑦ 

9) 에너지드링크 ①-----②-----③-----④-----⑤-----⑥-----⑦ 

10) 라면 ①-----②-----③-----④-----⑤-----⑥-----⑦ 

11) 탄산음료 (예, 콜라)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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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커피음료 (예, 캔커피) ①-----②-----③-----④-----⑤-----⑥-----⑦ 

 

2.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이다 ---------------------------------------------------------------- 나중이다 

①----------②----------③----------④----------⑤----------⑥----------⑦ 

2) 
가까운 미래이다 -------------------------------------------------- 먼 미래이다 

①----------②----------③----------④----------⑤----------⑥----------⑦ 

 

3.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불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얼마 남지 ---------------------------------------------------------------- 아주 많이  

않았다                                               남았다                                                    

①----------②----------③----------④----------⑤----------⑥----------⑦ 

 

4. 다음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품목들입니다. 각 품목이 주로 실용적 목

적으로 소비되는지 혹은 주로 쾌락적 목적으로 소비되는지 표시해 주십시

오. 실용적 목적의 상품은 필요나 목적에 의해 구매하는 실용적이고 기

능적인 상품을 의미하고, 쾌락적 목적의 상품은 원하고 바라는 욕구에 

의해 구매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실용적 -------------------------------- 쾌락적 

목적                         목적 

1) 생수 ①-----②-----③-----④-----⑤-----⑥-----⑦ 

2) 우유 ①-----②-----③-----④-----⑤-----⑥-----⑦ 

3) 초콜릿 ①-----②-----③-----④-----⑤-----⑥-----⑦ 

4) 아이스크림 ①-----②-----③-----④-----⑤-----⑥-----⑦ 

5) 과일 ①-----②-----③-----④-----⑤-----⑥-----⑦ 

6) 즉석밥 (예, 햇반) ①-----②-----③-----④-----⑤-----⑥-----⑦ 

7) 맥주 ①-----②-----③-----④-----⑤-----⑥-----⑦ 

8) 과자 및 스낵류 ①-----②-----③-----④-----⑤-----⑥-----⑦ 

9) 에너지드링크 ①-----②-----③-----④-----⑤-----⑥-----⑦ 

10) 라면 ①-----②-----③-----④-----⑤-----⑥-----⑦ 

11) 탄산음료 (예, 콜라) ①-----②-----③-----④-----⑤-----⑥-----⑦ 

12) 커피음료 (예, 캔커피) ①-----②-----③-----④-----⑤-----⑥-----⑦ 

 

5. 앞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구매한 제품을 소비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

하십니까? 

1) 
지금이다 ---------------------------------------------------------------- 나중이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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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미래이다 -------------------------------------------------- 먼 미래이다 

①----------②----------③----------④----------⑤----------⑥----------⑦ 

 

6. 다음은 앞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신의 생각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앞의 상황을 상상하면, 구매 

비용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

진다. 

①-----②-----③-----④-----⑤-----⑥-----⑦ 

2) 
결제할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①-----②-----③-----④-----⑤-----⑥-----⑦ 

3) 
지불이 완료되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①-----②-----③-----④-----⑤-----⑥-----⑦ 

4) 
지불이 완료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 
①-----②-----③-----④-----⑤-----⑥-----⑦ 

5) 
구매한 제품을 소비할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①-----②-----③-----④-----⑤-----⑥-----⑦ 

 

 

PART Ⅱ. 앞의 상황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후 즉시 지불이 완료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는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체

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보다 

더 높습니다. 

 

1.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크지 않다 ------------------------------------------------------------ 매우 크다 

①----------②----------③----------④----------⑤----------⑥----------⑦ 

 

2.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즉시 지불이 완료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

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다음 각 품목에 대한 귀

하의 구매의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매하지 --------------------------- 구매할 

않을 것이다                 것이다 

1) 생수 ①-----②-----③-----④-----⑤-----⑥-----⑦ 

2) 우유 ①-----②-----③-----④-----⑤-----⑥-----⑦ 

3) 초콜릿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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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스크림 ①-----②-----③-----④-----⑤-----⑥-----⑦ 

5) 과일 ①-----②-----③-----④-----⑤-----⑥-----⑦ 

6) 즉석밥 (예, 햇반) ①-----②-----③-----④-----⑤-----⑥-----⑦ 

7) 맥주 ①-----②-----③-----④-----⑤-----⑥-----⑦ 

8) 과자 및 스낵류 ①-----②-----③-----④-----⑤-----⑥-----⑦ 

9) 에너지드링크 ①-----②-----③-----④-----⑤-----⑥-----⑦ 

10) 라면 ①-----②-----③-----④-----⑤-----⑥-----⑦ 

11) 탄산음료 (예, 콜라) ①-----②-----③-----④-----⑤-----⑥-----⑦ 

12) 커피음료 (예, 캔커피) ①-----②-----③-----④-----⑤-----⑥-----⑦ 

 

 

PART Ⅲ.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 정보는 절대

로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일관성 있는 일상을 확립

하는 것이 내가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 

나는 분명하게 구조화된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을 즐

긴다. 

①-----②-----③-----④-----⑤-----⑥-----⑦ 

3) 
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 
①-----②-----③-----④-----⑤-----⑥-----⑦ 

4)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잘 

정돈된 삶의 방식이 나의 

기질에 잘 맞는다. 

①-----②-----③-----④-----⑤-----⑥-----⑦ 

5)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을 싫어한다. 
①-----②-----③-----④-----⑤-----⑥-----⑦ 

6) 

나는 예상할 수 없는 행동

을 할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①-----②-----③-----④-----⑤-----⑥-----⑦ 

7) 

나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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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즐긴다. 

①-----②-----③-----④-----⑤-----⑥-----⑦ 

9) 

나는 중요한 결정은 마지

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

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10) 
나는 보통 빠르고 대담하

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①-----②-----③-----④-----⑤-----⑥-----⑦ 

11) 
나는 나 자신을 우유부단

하다고 말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2) 

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심하는 경향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13) 

나는 누군가의 말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때

가 싫다. 

①-----②-----③-----④-----⑤-----⑥-----⑦ 

14) 

나는 누군가의 의미나 의

도가 불분명할 때에 불편

함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 

15)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는 불편함

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 

16)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혼란

스러움을 느낄 때 나는 무

척 화가 난다. 

①-----②-----③-----④-----⑤-----⑥-----⑦ 

17) 

무엇인가에 대해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에라도 나

는 항상 다른 의견을 고려

해 본다. 

①-----②-----③-----④-----⑤-----⑥-----⑦ 

18)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나는 

보통 양측 모두가 얼마나 

옳은지를 살펴본다. 

①-----②-----③-----④-----⑤-----⑥-----⑦ 

19)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한 많은 

견해들을 고려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0) 

나는 항상 내가 직면한 문

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들을 살펴본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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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Ⅳ.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

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나이: 만 (          )세 

3. 직업: ○1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기술직   ○7 학생     ○8 주부     ○9 기타 (         ) 

4. 결혼 여부: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재혼      ○5 사별 

5.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5 대학원 졸업      ○6 기타 (        ) 

6. 체크카드 사용 빈도: ○1 한 달에 1번 미만  

○2 한 달에 1번 이상 ~ 10번 미만 

○3 한 달에 10번 이상 ~ 20번 미만 

○4 한 달에 20번 이상 ~ 30번 미만 

○5 한 달에 30번 이상: (       )번 정도 

7. 월평균 체크카드 결제 금액: ○1 10만원 미만 

○2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3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 50만원 이상: (            )만원 정도 

8. 월평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의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이

자지급비용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

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5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7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8 400만원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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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3(실증연구 3: 쾌락적 제품 조건) 

 

 

PART Ⅰ. 아래에 제시된 상황을 잘 읽고 상상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근 캡슐커피머신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캡슐커피머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그 캡슐커피머신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다면, 결

제하고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

인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 후 약 1개월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만약, 당신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다면, 

결제하고 약 1개월 후부터 실질적인 지불이 이루

어지기 시작하여, 결제 금액이 할부 개월 수에 걸

쳐 분할 납부됩니다. 따라서 구매 후 할부 개월 수

만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지불이 완료됩니다. 

 

 

1. 만약, 이 제품을 무이자로 12개월까지 할부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일시불(즉, 1개월)부터 12개월 할부까지의 열두 가지

의 결제 대안들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시불 ---------------------------------------------------------------------------------- 12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캡슐커피머신은 주로 실용적 목적의 제품인지 혹은 주로 쾌락적 목적의 

제품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실용적 목적의 제품은 필요나 목적에 의해 구

매하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제품을 의미하고, 쾌락적 목적의 제품은 원

하고 바라는 욕구에 의해 구매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제품을 의미합

니다. 

 

실용적 목적 ------------------------------------------------------------ 쾌락적 목적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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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앞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신의 생각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앞의 상황을 상상하면, 구매 

비용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

진다. 

①-----②-----③-----④-----⑤-----⑥-----⑦ 

2) 
결제할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①-----②-----③-----④-----⑤-----⑥-----⑦ 

3) 
지불이 완료되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 
①-----②-----③-----④-----⑤-----⑥-----⑦ 

4) 
지불이 완료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 
①-----②-----③-----④-----⑤-----⑥-----⑦ 

5) 
구매한 제품을 소비할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①-----②-----③-----④-----⑤-----⑥-----⑦ 

 

 

PART Ⅱ.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 정보는 절대

로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1.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일관성 있는 일상을 확립

하는 것이 내가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 

나는 분명하게 구조화된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을 즐

긴다. 

①-----②-----③-----④-----⑤-----⑥-----⑦ 

3) 
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 
①-----②-----③-----④-----⑤-----⑥-----⑦ 

4)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잘 

정돈된 삶의 방식이 나의 

기질에 잘 맞는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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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을 싫어한다. 
①-----②-----③-----④-----⑤-----⑥-----⑦ 

6) 

나는 예상할 수 없는 행동

을 할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①-----②-----③-----④-----⑤-----⑥-----⑦ 

7) 

나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①-----②-----③-----④-----⑤-----⑥-----⑦ 

8) 

나는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즐긴다. 

①-----②-----③-----④-----⑤-----⑥-----⑦ 

9) 

나는 중요한 결정은 마지

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

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10) 
나는 보통 빠르고 대담하

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①-----②-----③-----④-----⑤-----⑥-----⑦ 

11) 
나는 나 자신을 우유부단

하다고 말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2) 

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심하는 경향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13) 

나는 누군가의 말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때

가 싫다. 

①-----②-----③-----④-----⑤-----⑥-----⑦ 

14) 

나는 누군가의 의미나 의

도가 불분명할 때에 불편

함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 

15)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는 불편함

을 느낀다. 

①-----②-----③-----④-----⑤-----⑥-----⑦ 

16)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혼란

스러움을 느낄 때 나는 무

척 화가 난다. 

①-----②-----③-----④-----⑤-----⑥-----⑦ 

17) 

무엇인가에 대해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에라도 나

는 항상 다른 의견을 고려

해 본다. 

①-----②-----③-----④-----⑤-----⑥-----⑦ 

18)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나는 

보통 양측 모두가 얼마나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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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지를 살펴본다. 

19)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한 많은 

견해들을 고려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0) 

나는 항상 내가 직면한 문

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들을 살펴본다. 

①-----②-----③-----④-----⑤-----⑥-----⑦ 

 

 

PART Ⅲ.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

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나이: 만 (          )세 

3. 직업: ○1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기술직   ○7 학생     ○8 주부     ○9 기타 (         ) 

4. 결혼 여부: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재혼      ○5 사별 

5. 학력: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5 대학원 졸업      ○6 기타 (        ) 

6. 신용카드 사용 빈도: ○1 한 달에 1번 미만  

○2 한 달에 1번 이상 ~ 10번 미만 

○3 한 달에 10번 이상 ~ 20번 미만 

○4 한 달에 20번 이상 ~ 30번 미만 

○5 한 달에 30번 이상: (       )번 정도 

7. 월평균 신용카드 결제 금액: ○1 10만원 미만 

○2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3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6 50만원 이상: (            )만원 정도 

8. 월평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의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이

자지급비용 등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

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5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7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8 400만원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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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modes that consumers use in buying products or services include the 

traditional method of cash payment and payment via plastic cards, such as 

credit card and check card. These payment modes are diversifying as new 

technologies emerge. Previous research on different payment modes has 

focused on the physical aspect of the payment mechanism, and employed the 

criterion of the form of payment. According to this criterion, cash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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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 higher transparency than card payment because the outflow of money is 

more evident. This higher transparency intensifies the pain of paying. 

As the use of check cards reaches or exceeds the usage level of credit 

card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payment modes should be examined. The 

present research suggests the criterion of ―the timing of payment completion‖ 

because these two payment modes are different whether consumer wealth is 

instantaneously depleted or a large temporal delay occurs prior to the 

depletion of the consumer account. Specifically, payment modes are 

categorized into two conditions, namely, the condition of immediate payment 

completion (i.e., check card payment) and the condition of delay of payment 

completion. The condition of delay of payment completion consists of near-

future condition and distant-future condition; the former is operationalized as 

the completion in a month (i.e., credit card single payment) and the latter as 

the completion in three months (i.e., credit card three-month installment). The 

current paper employed temporal construal theory (TCT)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temporal perspective of payment mode. Moreover, consumers seeking 

immediate closure might influence the effect of the timing of payment 

completion on their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cognitive closure (NFCC) as a pertinent trait. 

Study 1 examined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whether the TCT effect 

varies according to the consumer’s NFCC level within the payment context. 

The results indicated that low-NFCC participants perceived higher 

abstractness about the payment situation and rated product quality (i.e., 

desirability) as more important when payment is completed in three months 

than when payment is completed immediately. Product price (i.e.,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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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arginally important when payment is instantly completed than when 

payment is completed in one month, and was not more important when 

payment is instantly completed than when payment is completed in three 

months. High-NFCC consumers showed no difference in the construal level 

among the three payment mode conditions. 

Study 2 investigated how the effect of the timing of payment completion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is influenced by consumer’s NFCC level 

and product type (i.e., hedonic or utilitarian).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en 

payment is completed in three months, low-NFCC participants were more 

willing to buy hedonic products than when payment is completed immediately. 

In contrast, when payment is instantly completed, their purchase intention for 

utilitarian products was higher than when payment is completed in three 

months. On the other hand, high-NFCC participants were more willing to buy 

hedonic products when payment is instantly completed than when payment is 

completed in three months. Their purchase intention for utilitarian products 

did not vary on the timing of payment comple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although credit card single payment (i.e., payment is completed in one month) 

is perceived temporally distant compared with check card payment (i.e., 

payment is instantly completed), consumers in modern society who are highly 

familiar with credit card use are unlikely to think that credit card single 

payment does not delay payment completion to such an extent as to affect 

their purchase intention. 

In Study 3,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12 options of credit card 

installment (from 1 month to 12 months). They were asked to select their 

preferred number of months for installment and to disregard any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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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degree of willingness to delay the 

timing of payment completion varies with consumer’s NFCC lev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low-NFCC participants were willing to delay the timing 

of payment completion when they purchase hedonic (vs. utilitarian) products. 

In contrast, high-NFCC participants selected a shorter installment payment 

plan and were willing to immediately complete payment when they purchase 

hedonic (vs. utilitarian) products. 

 

 

 

Keywords: payment delay, payment mode, credit card, check card, 

temporal construal theory (TCT), need for cognitive closure 

(N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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