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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유 vs. 무)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유효과인 perceived 

ownership의 매개효과와 전염효과인 제품에 대한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유 vs. 무)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perceived ownership이 매개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할 때에는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여 구매의도가 

높아지지만,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때에는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아 구매의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제품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구매의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만 

perceived ownership이 상대적으로 높게 일어나 구매의도가 높아지게 되고,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을 때에는 perceived ownership이 낮아져 구매의도 

또한 낮아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할 때,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없도록 하는 것이 perceived ownership을 높여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힘을 통해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주제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체험 프로모션, 지각된 소유감, 소유 효과, 타인의 사용 흔적, 전염 

효과, 구매의도 

학 번: 2016-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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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람들은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때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러한 제품의 유형은 크게 물질재(material product)와 체험재(experiential 

product)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제품 유형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물질재는 사람들이 이를 소유하기 위해 구매하고, 눈에 보

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성을 보이며, 오래도록 지닐 수 있는 영구성을 지닌

다. 반면에 체험재는 경험을 위해 구매하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성을 보이며, 소비하는 때가 바로 체험재가 소멸되는 특징을 지닌

다(Yi, Youjae and Cha, Moon-Kyung 2013). 그런데 두 유형의 제품 모두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주는 것일까? 기존의 논문들을 보면 물질

재와 체험재가 사람들에게 주는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을 위한 소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험재가 물질재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더 오래도록 만족을 준다는 것이다(Nicolao, Irwin and Goodman 

2009). 

그런데 이러한 물질재에 체험적인 속성을 더한다면 그렇지 않은 물질재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즉, 기

업 입장에서 물질재를 홍보할 때에 체험적인 요소를 더하여 제시하면 단순

히 물질재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홍보를 할 때와는 소비자에게 다른 수준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작

은 물질재와 체험적 속성이 결합될 때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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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되었다. 우선, 체험 프로모션의 다양한 종류 중에 제품에 대한 무료 

렌탈 서비스가 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최종 구매하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perceived ownership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무료 렌탈 서비스를 체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구매의도가 높아질 것이

다. 실례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무료 렌탈 서비스로 

일정기간 동안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추후에 이에 대한 구매의도를 

묻게 되었을 때 구매율이 높게 나타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는 의류를 입어보고 추후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프라임 

워드로브(Prime Wardrobe)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마존의 프라임 고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의류를 고르면 집으

로 의류를 배송 받게 된다. 그리고 고객들은 의류를 입어 보고, 구매를 원하

는 의류만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지 않을 의류는 7일 이내에 반송하기만 

하면 된다(https://youtu.be/EIQh0O3wOdM). 이처럼 먼저 의류를 입어보

고 추후에 구매를 결정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연구를 통

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제품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체험 프로모션의 해당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이것이 조절변수로서 perceived ownership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함을 밝히

고자 한다. 즉, 체험 프로모션의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수록 제품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구매의

https://youtu.be/EIQh0O3w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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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perceived ownership의 매개효과로 확인하고자 하며, 또한 제

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가 perceived ownership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효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체험 프로모션 (Experiential Promotion)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프로모션의 일종으로 체험 프로모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츠 슈미트 (Fritz 

Schmitt, 1999)는 기존의 설득형 마케팅이 소비자를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보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품의 기능과 특성, 이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주었다. 즉, 소비자가 경험을 하고 만족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는 “체험 마케팅(Experiential Market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단순히 이성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소비 생활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프로모션의 일종인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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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tt 는 또한 체험 마케팅의 종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감각 마케팅(sense marketing)이다. 이는 단어 그대로 소비자의 

오감인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자극하여 이에 호소하는 마케팅이다. 

마트의 시식코너에서 미각, 후각, 시각 등을 활용하여 식품을 맛보고 느끼는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감성 마케팅(feel marketing)이다. 이는 오감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마음 및 내부 감정에 공감을 일으키고,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이다. 즉, 불우한 이웃이나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에서 어려운 상황을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 제시해줄 

때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소비자에게 즐거운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감정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지 마케팅(think marketing)이다. 이는 소비자의 지적 능력을 

자극하는 마케팅이다. 즉,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내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 

장난감 회사로 유명한 레고(LEGO)는 소비자에게 레고 조각을 주고, 

소비자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기만의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게 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을 주는 프로모션이 있다. 

네 번째는 행동 마케팅(act marketing)이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갖고 

몸을 직접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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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마케팅이다. 특히 스포츠 브랜드에서 행동 마케팅을 많이 펼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나이키(NIKE)에서는 자사의 운동화, 운동복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착용하여 서울 도심 한복판을 달릴 수 있는 

“We Run Seoul”이라는 작은 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계 마케팅(relate marketing)이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같은 브랜드 제품을 소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마케팅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모터사이클 회사인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의 소비자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유대감을 느끼고, 회사에서도 이를 유도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프로모션의 일종인 체험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감동시키고 그 경험이나 체험을 잊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브랜드를 기억하고, 이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품에 대한 재구매율, 잠재적 고객확보, 

제품 충성도, 경영성과 및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 체험 

마케팅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허경옥 2011). 

그런데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경험하는 장소에서 주어진 

체험 프로모션 시간 동안에만 그 제품을 사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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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한계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를 보완한 체험 프로모션의 

일종인 무료 렌탈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2.2 무료 렌탈 서비스 (Free Rental Service) 

보통의 렌탈 서비스는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제품을 장기간은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

리고 구매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 건너에 있는 제주도로 단기 여행을 갔을 때, 자동차를 

렌트 해서 다니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렌탈 서비스를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늘고 있다. 즉,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는 다르게 체험 마케팅의 연장선상에서 

소비자가 무료로 제품을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자신이 직접 소유하여 사

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료 렌탈 서비스가 없는 체험 프로모

션과 비교하여 볼 때,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 동

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 렌

탈 서비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는 소비자에게 구매의도를 물어보게 

되고, 그 후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구매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와 같이 체험 프로모션의 일종인 무료 렌탈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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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소비

자의 구매의도가 증가하여 기업에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소유하게 될 때에 나타

나는 소유 효과 (Endowment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ahneman, 

Daniel, Jack L. Knetsch, and Richard H. Thaler 1991). 그리고 이러한 소유 

효과는 지각된 소유감 (Perceived Ownership)이라는 변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Joann Peck, Victor A. Barger, Andrea Webb 2012). 

 

2.3 지각된 소유감 (Perceived Ownership) 

우선 소유 효과 (Endowment Effect)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와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 제시한 개념으로 어떠한 대

상을 소유하고 난 뒤, 그 가치에 대해 그것을 갖고 있기 전보다 훨씬 더 높

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어떠한 대상을 소유하고 난 뒤,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심리적 현상을 뜻한다 

(Kahneman, Daniel, Jack L. Knetsch, and Richard H. Thaler 1991). 

두 행동경제학자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유 효과를 실험하였다. 실험 

대상으로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대학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주었고, 다

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현금을 주었다. 그리고 머그컵을 받은 집단에게는 

그 컵을 얼마에 다시 되팔고 싶어하는지를 물었고, 현금을 받은 집단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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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을 구매하는데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머그

컵을 받은 집단은 평균 5.25달러를, 현금을 받은 집단은 2.75달러를 생각했

다. 즉, 머그컵을 받았던 집단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 머그컵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한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비합리적

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집요하게 반박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즉, 자신의 소유물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

는 자기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Kahneman, Daniel, Jack L. Knetsch, and 

Richard H. Thaler 1991; 강준만 2014).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로는 즉각적으로 소유물의 가치를 높게 매기는 편

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은 손실 회피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는 심리 현상으로 분석된다. 즉, 손실 회피성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물건을 

파는 것은 손실로 지각하며, 물건을 사는 것은 이익으로 느끼는 현상이다. 

손실과 이익의 액수가 같다면 사람들은 손실로 인한 불만족을 이익으로 인

한 만족보다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Kahneman, Daniel, Jack L. 

Knetsch, and Richard H. Thal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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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유 효과 (Endowment Effect)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1979) 

 

프로모션의 일종인 체험 마케팅은 이러한 소유 효과를 이용했다. 예를 들

어, 김치냉장고 제품으로 유명한 딤채는 출시 초기인 1996년에 약 200여명

의 품질 평가단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3개월간 무료로 김치냉장고 제품을 사

용해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그리고 그 결과 품질 평가단 전원이 

구매를 하게 되었다. 이는 딤채의 좋은 품질이 영향을 준 것 외에도, 일단 

제품을 체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소유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

이었다 (신병철 2013). 

그리고 이러한 소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지각된 소유감

(perceived ownership)이 사용되고 있다. Perceived ownership을 측정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

져보았을 때와 또한 눈을 감고 해당 제품을 만져볼 수 있다고 상상했을 때

에 perceived ownership이 생긴다고 한다. 즉 해당 제품을 만지고 있다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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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면, 실제로 제품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

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perceived 

ownership이 형성되는 현상을 소유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Joann 

Peck, Victor A. Barger, Andrea Webb 2012). 

 

2.4 전염 효과 (Contagion Effect) 

전염 효과 (Contagion Effect)는 사람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나 특성이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해당 제품이나 이를 사용하려 하는 

새로운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믿는 현상이다. 그리고 제품과 사용자의 교류

가 멈추어도 제품에 사용자의 본질이나 특성은 남아있다고 믿는 현상이다 

(Kim, J. 2017). 

이러한 전염 효과의 법칙은 Rozin, Millman, Nemeroff (1986)의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검증되었다. 실험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들이 입어 본 셔츠를 입어보기 원하지 않았다. 즉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

람들의 특성이 그 셔츠에도 전염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과적

으로 이러한 생각이 해당 셔츠 혹은 제품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실험 사례처럼 이미 다른 사람의 특성이 남

아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과 앞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려

는 사람간의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이와 같은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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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Argo, Dahl, Morales 2006; Morales, Fitzsimons 2007).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해당 제품의 잠재적 구매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해

당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Dahl, 

Hoeffler 2004; Shiv, Huber 2000). 그리고 이는 잠재적 구매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Shu, 

Peck 2011). 결국 해당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구매의도가 감소할 것

이라고 하였다 (Kim, J. 2017). 

 

2.5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는 소비자가 특정제품에 대해서 갖는 구매의

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구

매의도를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로도 고려되고 있

다. 특히 Fishbein과 Ajzen은 구매의도를 새로운 의사결정변수로 사용하였고, 

그 후 Engel과 Blackwell (1982)의 연구에서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였다 (허

주연, 박경도 2010). Engel과 Blackwell은 연구를 통해 EB모델을 제시하였는

데 여기에서는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문제에 대한 인식, 정보 탐색, 선택 대안

의 평가, 구매, 구매 후 결과의 순서로 설명하였으며, 구매의도는 선택 대안

의 평가 단계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뒤에 소비자는 다른 정보와의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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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형성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을 강화

시키거나 혹은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제품에 대한 태도를 나타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구매의도를 형성하고, 이 의도는 특

정 행동을 하게하는 주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허주연, 박경도 2010). 

하지만 이러한 구매의도의 정의에 지각된 소유감이나 타인의 제품 사용 

흔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구매의도에 대

한 다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Philip Kotler (1994)는 구매의도는 구매결

정과 근접한 관계지만 그 관계에 타인의 태도나 예상하지 않은 상황요소가 

개입되어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허주연, 박경도 2010). 

즉, 지각된 소유감이나 타인의 제품 사용 흔적과 같은 요소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태도, 서비스 품질, 만족 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먼저 Achenbaum (1966)은 면접

조사 방법을 통해서 태도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

내었고, Homer와 Yoon (1992)은 소비자의 감정에 기반한 브랜드 태도는 구

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Taylor와 Baker 

(1994)는 서비스 품질 수준이 높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수준도 높은 

경우에는 구매의도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진다는 것을 파악하였

다. 그리고 Oliver (1980)는 고객 만족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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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태도는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허주연, 박경도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매의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소

비자의 제품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 및 타인의 사용 흔적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유 vs. 무)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Perceived Ownership의 매개 

효과 (연구 가설 1)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체험 프로모션의 방식 중 하나로 

무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주어진 일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율이 증가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perceived ownership이 매개함을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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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립해 볼 수 있었다. 

 

 

 

[그림 2] H1 연구모형 (H1 Research Model) 

이처럼 앞서 살펴 보았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세워진 연구 모형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유무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두고, 이것이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려고 한다. 즉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perceived ownership 이 매개함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가설로 세우면 다음과 같다. 

H1: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perceived ownership 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H1a: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 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perceived ownership 과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H1b: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경우에 

비하여 perceived ownership 과 구매의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H1 

지각된 소유감 

(Perceived Ownership)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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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유 vs. 무)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   

(연구 가설 2) 

그런데 제품을 체험해 볼 때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해 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구매하기 

전에 이를 입어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 데, 이 때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셔츠를 입어보고, 다시 제자리에 둔 경우, 셔츠의 단추가 풀어져 있거나, 셔

츠 칼라의 구겨짐 방지를 위해 끼워 둔 플라스틱 지지대가 빠져 있는 경우

를 접할 때가 있다. 이처럼 제품에 대해 타인의 사용 흔적이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지각된 소유감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

을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수립해 볼 수 있었다. 

 

 

 

 

 

[그림 3] H2 연구모형 (H2 Research Model) 

제품에 대한 타인의 사용 흔적 

(Traces of others on product) 

H2 

지각된 소유감 

(Perceived Ownership)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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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타인 사용의 흔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H2: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perceived ownership 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품에 대한 타인의 사용 흔적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H2a: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 할 때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다면 흔적이 없을 때에 비해 perceived ownership 과 구매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H2b: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 하지 않을 때에도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다면 흔적이 없을 때에 비해 perceived ownership 과 

구매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IV. 연구 방법 

4.1 실험 대상 및 실험 방법 

연구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perceived ownership의 매개효과와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 65세 이하 성인 남녀 

150명을 설문조사의 응답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 중 성실한 응답을 하지 



- 17 - 

 

않은 4명을 제외한 146명(남자 58명, 여자 88명, Mage= 43.48, S.D.= 

13.38)의 응답을 설문 통계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총 4개의 

그룹(A, B, C, D)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총 4가지 유형의 설문지 중 

무작위로 한 가지 설문지를 받아 응답하게 하였다. 

본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1. 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무) 

2. 체험 프로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무) 

3. 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유) 

4. 체험 프로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유) 

즉 실험 디자인은 피실험자 간 설계(between subject design)로 2(체험 

프로모션: 유 vs. 무) x 2(타인의 사용 흔적: 유 vs. 무)의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체험 프로모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perceived ownership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시나리오 1(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무))과 시나리오 2(체험 프로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무))를 각각 그룹 A (총 30 명)와 그룹 B (총 31 명) 

총 61 명(남자 25 명, 여자 36 명, Mage= 43.72, S.D.= 13.58)에게 제시함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여기서 그룹 A 총 30 명에게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1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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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무)): 

[A 는 평소 배드민턴을 좋아하여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주 2 회정도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배드민턴 라켓이 

고장이 나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 구입을 알아보던 중, 다음과 같은 배드민턴 라켓 

무료 렌탈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결정하시기 전 일주일간 무료로 라켓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4] 설문 시나리오에 쓰인 배드민턴 라켓 사진 

이에 따라 인물 A는 해당 체험 프로모션의 일종인 무료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일주일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피험자는 본인이 시나리오 속 인물 A라고 가정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룹 B 총 31 명에게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2 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2(체험 프로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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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는 평소 배드민턴을 좋아하여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주 2 회정도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배드민턴 라켓이 

고장이 나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 구입을 알아보던 중, 다음과 같은 배드민턴 

라켓(시나리오 1 과 같은 사진 제시)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도 

피험자들은 본인이 시나리오 2 속의 인물 A 라고 가정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체험 프로모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품에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시나리오 3(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유))과 시나리오 

4(체험 프로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유))를 각각 그룹 C (총 31 명)와 

그룹 D (총 54 명) 총 85 명(남자 33 명, 여자 52 명, Mage= 43.31, S.D.= 

13.31)에게 제시함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여기서 그룹 C 총 31 명에게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3 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3(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유)): 

[A 는 평소 배드민턴을 좋아하여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주 2 회정도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배드민턴 라켓이 

고장이 나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 구입을 알아보던 중, 다음과 같은 배드민턴 

라켓(시나리오 1 과 같은 사진 제시) 무료 렌탈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결정하시기 전 일주일간 무료로 라켓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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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물 A 는 해당 체험 프로모션의 일종인 무료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일주일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켓을 

받아 사용해보니 라켓 손잡이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 본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에도 피험자들은 본인이 시나리오 속 인물 A 라고 

가정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룹 D 총 54 명에게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4 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4(체험 프로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유)): 

[A 는 평소 배드민턴을 좋아하여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주 2 회정도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배드민턴 라켓이 

고장이 나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배드민턴 라켓 구입을 알아보던 중, 다음과 같은 배드민턴 

라켓(시나리오 1과 같은 사진 제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켓을 보니 

라켓 손잡이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 본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에도 피험자들은 본인이 시나리오 4 속의 인물 A 라고 가정하게 하였다. 

 

4.2 변인의 측정 

그 다음 각 그룹별로 perceived ownership의 측정을 통해 소유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때 소유효과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떠한 대상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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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뒤, 그 대상에 대해 그것을 갖고 있기 전보다 그것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즉 어떠한 대상을 소유하고 난 뒤,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심리적 현상을 뜻하기 때문에 

(Kahneman, Daniel, Jack L. Knetsch, and Richard H. Thaler 1991), 무료 

렌탈 서비스를 통해 배드민턴 라켓을 일주일간 체험한 사람의 시나리오 1을 

접하여 이를 가정해 본 그룹 A와, 단순히 눈으로만 배드민턴 라켓을 확인한 

사람의 시나리오 2를 접하여 이를 가정해 본 그룹 B의 배드민턴 라켓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을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는 배드민턴 라켓을 무료 렌탈 서비스를 통해 일주일간 체험한 사람의 

시나리오를 접하여 이를 가정해 본 그룹 C와, 단순히 눈으로만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는 배드민턴 라켓을 확인한 사람의 시나리오 4를 접하여 이를 

가정해 본 그룹 D의 배드민턴 라켓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를 측정한 항목 (Joann Peck, Victor A. Barger, 

Andrea Webb 2012)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a) 

“당신이 A라면, 이제 이 배드민턴 라켓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b) 

“당신이 A라면, 이제 이 배드민턴 라켓이 좀 더 내 것처럼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c) “당신이 A라면, 이제 이 배드민턴 라켓을 가진 것처럼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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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각 그룹별로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 구매의도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것처럼 소비자가 특정제품을 구매하려는 의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ngel, Blackwell, Minard (1990)의 

구매의도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항목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 (a) “당신이 A라면, 배드민턴을 하려 할 때, 이 라켓을 사용할 

마음이 있을 것이다.” (b) “당신이 A라면, 이 라켓을 구입할 생각이 있을 

것이다.” (c) “당신이 A라면, 이 라켓을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V. 연구 결과 

5.1 신뢰도 분석 결과 

Perceived ownership 변수의 측정 질문이었던 (a) “당신이 A라면, 이제 이 

배드민턴 라켓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b) “당신이 A라면, 이제 이 

배드민턴 라켓이 좀 더 내 것처럼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c) “당신이 A라면, 

이제 이 배드민턴 라켓을 가진 것처럼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의 신뢰

도 분석 결과 Cronbach α값이 0.974로 나타나 perceived ownership 변수 

측정 문항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매의도 변수의 측정 질문이었던 (a) “당신이 A라면, 배드민

턴을 하려 할 때, 이 라켓을 사용할 마음이 있을 것이다.” (b) “당신이 A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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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켓을 구입할 생각이 있을 것이다.” (c) “당신이 A라면, 이 라켓을 구입

할 것이다.”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값이 0.938로 나타나 구매의

도 변수 측정 문항의 신뢰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5.2 연구 가설 1 분석 결과 

 

 

 

 

*p<0.05, **p<0.01, ***p<0.001 

 

[그림 5]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소유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우선 시나리오 1의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한 집단 총 30명의 

perceived ownership이 시나리오 2의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하

지 않은 집단 총 31명의 perceived ownership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M체험 프로모션 (유)=6.02(S.D.=0.55), M체험 프로모션 (무)=2.88(S.D.=1.69)). 

또한 시나리오 1의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한 집단 총 30명의 

구매의도가 시나리오 2의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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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명의 구매의도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M체험 프로모션 

(유)=6.24(S.D.=0.55), M체험 프로모션 (무)=3.26(S.D.=1.81)). 

그리고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4를 활용한 

매개분석을 SPSS를 통해 실시하였다 (Hayes 2013). 결과적으로 체험 프로모

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2.46, Bootstrap 95% 신뢰구간[CI]: [1.32, 3.60]). 반면에 체험 프

로모션의 유무가 perceived ownership을 거치지 않고,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접효과: 0.52, Bootstrap 

95% 신뢰구간[CI]: [-0.23, 1.27], p=0.17). 즉, perceived ownership이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한 경우 perceived ownership이 높아

지게 되고, 이를 통해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증명하게 된 것이고, 체험 프로

모션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아, 구매의도

가 낮아짐을 증명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설 1, 가설 1-a, 가설 1-b가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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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가설 2 분석 결과 

 

 

 

 

 

 

*p<0.05, **p<0.01, ***p<0.001 

 

[그림 6]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지각된 소유감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우선 시나리오 3의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

을 경험한 집단 총 31명의 perceived ownership이 시나리오 1의 타인의 사

용 흔적이 없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한 집단 총 30명의 

perceived ownership보다 낮게 나타났다(M타인의 사용 흔적 (유)=2.69(S.D.=1.08), 

M타인의 사용 흔적 (무)=6.02(S.D.=0.55)).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4의 제품에 타

인의 사용 흔적이 있으며,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총 54명의 

perceived ownership이 시나리오 2의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없으며, 체

험 프로모션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총 31명의 perceived ownership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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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M타인의 사용 흔적 (유)=2.31(S.D.=1.87), M타인의 사용 흔적 

(무)=2.88(S.D.=1.69)). 

또한 시나리오 3의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

을 경험한 집단 총 31명의 구매의도가 시나리오 1의 타인의 사용 흔적이 없

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한 집단 총 30명의 구매의도보다 낮게 

나타났다(M타인의 사용 흔적 (유)=2.97(S.D.=1.78), M타인의 사용 흔적 

(무)=6.24(S.D.=0.55)).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4의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으며,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총 54명의 구매의도가 시나리

오 2의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없으며,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총 31명의 구매의도보다 낮게 나타났다(M타인의 사용 흔적 

(유)=2.45(S.D.=1.68), M타인의 사용 흔적 (무)=3.26(S.D.=1.81)).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에 대한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7을 활용한 분석을 SPSS를 통해 실시하였다 (Hayes 2013). 

이 때 데이터 자료는 설문 시나리오 1(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무)), 시나리오 2(체험 프로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무)), 시나

리오 3(체험 프로모션 (유) & 타인의 사용 흔적 (유)), 시나리오 4(체험 프로

모션 (무) & 타인의 사용 흔적 (유)) 그룹, 즉 2(체험 프로모션: 유 vs 무) x 

2(타인의 사용 흔적: 유 vs 무)의 설계를 토대로 총 146명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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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와 제품에 대한 타인 사용 

흔적의 유무간의 상호작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perceived 

ownership이 매개하였다. 즉 perceived ownership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이 -2.28로 Bootstrap 95% 신뢰구간[CI]: [-3.15, -1.39]에 0이 속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 프로모션의 유

무가 perceived ownership을 거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력과 타인 사용 흔적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는 우선 독립변수인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매개변수인 perceived 

ownership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3.14, Bootstrap 95% 

신뢰구간[CI]: [2.32, 3.97], p<0.001). 또한 타인의 사용 흔적이 없는 경우 

perceived ownership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2.58, 

Bootstrap 95% 신뢰구간[CI]: [2.00, 3.24]). 그러나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perceived ownership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0.31, Bootstrap 95% 신뢰구간[CI]: [-0.35, 0.97]). 즉,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할 경우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만 해당 제품에 타

인의 사용 흔적이 있다면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음이 증명된 

것이다. 

또한 perceived ownership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B: 0.82, Bootstrap 95% 신뢰구간[CI]: [0.74, 0.91], p<0.001). 반면에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0.35, Bootstrap 95% 신뢰구간[CI]: [-0.03,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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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7). 즉,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할 경우,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체험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경우,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고 이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설 2, 가설 2-a, 가설 2-b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와 타인 사용 흔적의 유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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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와 타인 사용 흔적의 유무에 따른 

purchase intention의 발생 수준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할 경우, 해

당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구매의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 

즉 소유효과가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제품에 대

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할 경우, 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친밀감과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져 perceived ownership이 

높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매의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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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경험한 집단에 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친밀감이나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구매의

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perceived ownership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유

효과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에 다른 사용자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 소비자의 

perceived ownership과 구매의도에 미치게 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

에 다른 사용자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perceived ownership을 느

끼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구매의도도 낮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perceived ownership 및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흔적이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염효과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자신을 위한 구매를 했을 때 체험재가 물질재

에 비해 더 오래도록 만족을 준다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물질재에 대

한 체험 프로모션, 즉 제품에 체험적 특성을 더했을 때의 만족을 나타낼 수 

있는 구매의도를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체험 프로모션의 다양

한 형태 중에 제품을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무료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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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유무를 사례로 두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체험 프로모션을 경험할 경우,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존에 중고품과 관련한 ownership distance를 연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체험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제품에도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을 경우, 

새로운 소비자의 perceived ownership 수준과 구매의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을 

경우, 전염효과로 인하여 소비자의 해당 제품에 대한 친밀감 혹은 ‘내 것’이

라는 생각이 감소하게 되어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매의도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

의 유무와 관계없이 perceived ownership과 구매의도 모두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체험 프로모션의 유무가 perceived ownership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에 대한 타인의 사용 흔적이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는 소유효과와 이와 반

대되는 역할을 하는 타인 사용의 전염효과를 함께 연구하여, 체험 프로모션

의 유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양방향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 의의와 더불어 실무적 시사점을 갖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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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준다. 단순히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만을 

주는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체험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것이 소비자의 만족도나 구매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품에 대한 체험을 통해 소비자들은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는 

소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더 높은 구매의도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타인의 사용 흔적이 있다면, 전염효과로 인하여 

perceived ownership이 발생하지 않아, 구매의도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체험 

프로모션으로 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른 사용자의 흔적이 없도록 준비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 및 향후 연구주제에 대한 제안점이 있

다. 첫째로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여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많은 수의 표본을 확

보하였고, 성실한 답변을 한 응답만을 사용하였지만, 체험 프로모션에 대한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오프라인의 상황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실제 상황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지 향후 연구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배드민턴 라켓을 일주일 간 무료로 렌트를 

통하여 체험해보는 프로모션을 시나리오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소유효과 및 구매의도는 체험의 기간 혹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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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제품의 기능이 복잡하지 않은 의류는 소유효과가 단

기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정수기와 같이 성능을 수 일 동안 확인해보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 소유효과가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체험의 서로 다른 기간을 사례

로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체험 프로모션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perceived ownership 외에 죄책감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료로 특정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해보

았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죄책감이라는 매개변수를 고려해보

는 것도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부정적 루머도 있을 수 있다. 즉 부정적 루머는 기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신뢰의 이미지 등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감소

시키게 만든다 (Mullin, Hardy, Sutton 1993; Reichheld, Sasser 1990). 특히 

부정적 루머의 파급효과는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어, 제품에 대한 여러 정보 및 태도를 공유하게 하며 이에 따라 구매의도

에 영향을 준다 (Silberman 1997; Gilly et al. 199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을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한 체험 프로모션 중 무료 렌탈 서비스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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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체험 프로모션을 다루어 본다면 또 다른 매개변수 및 구매의도 결과

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신고 도심을 달려볼 수 있

는 이벤트가 제공될 때에는 재미라는 변수가 매개되어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체험 프로모션을 

다루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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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Experiential Promotion 

on Purchase Intention: 

Focusing on Endowment Effect & Contagion Effect 

 

Jinsue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ducts’ 

experiential promotions (experienced vs. not experienced) on purchase 

intention and its mechanism. For this purpose, the study focu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perceived ownership, which is endowment effect, and the 

moderator effect of controlling the use of other people’s trace on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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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contagion effect. 

The study verified that perceived ownership mediated the effect of products’ 

experiential promotions on purchase intention. In detail, it is verified that 

perceived ownership is generated in case of experiential promotion for 

product, and it also increase purchase intention, but when products’ 

experiential promotion is not performed, then the perceived ownership does 

not occur and the purchase intention is lowered. 

In addition, the study confirmed when there is a use of the others’ trace in 

the product, the perceived ownership does not occur,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the experiential promotion, and the purchase intention is lowered. 

In other words, the moderator effect of the use of others’ trace on the product 

was verified. 

These results show that perceived ownership is higher only when the 

products’ experiential promotion is performed, so that the purchase intention 

becomes higher. But the perceived ownership becomes lower and so as the 

purchase intention when there is a use of the others’ trace on product.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through the demonstration that it is possible to increase purchase 

intention by enhancing perceived ownership through experiential promotion 

when there is no use of others’ trace on the product.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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