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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온라인

장바구니’기능이다.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소비자의 장바구니 이용이 즉각적인

구매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최근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저조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자 ‘간편 장바구니’라는 보다 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리타깃팅 광고를 취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장바구니가 지니는 학문적 및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장바구니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연구의 시점도 다소 오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시도되어온 개인화가

장바구니 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바구니의 개인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온라인 장바구니가 소비자의

구매 고려 제품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의 쇼핑

과정에서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가지는 효과도 함께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심리적 소유감 이론을 토대로

연구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정확한 감정 반응과 행동 반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실의 온라인 쇼핑몰과 비슷한 자극물을 직접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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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개인화: 고/저) x 

2(접근성: 고/저)의 네 가지 실험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집단 간

실험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 모집을 통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 만 39 세 이하의 여성 201 명을 대상으로 약

5 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중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개인화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제품

구매의도가 더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중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접근성 수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개인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심리적 소유감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ii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을 통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접근성과 제품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 모형의 분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높을수록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더 높게 지각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에 있어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였으며, 

기존의 온라인 장바구니 관련 연구들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이라는 새로운 가상공간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패션 마케팅 분야에서의 심리적

소유감 연구 확장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온라인 장바구니를 개인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기획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온라인 장바구니, 심리적 소유감, 개인화, 접근성, 제품

구매의도, 구매 전환율

학   번 : 2016-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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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쇼핑 시장은 거대해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또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 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80 조원대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9 년에는

100 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소비 행동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온라인 장바구니’기능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카트는 소매상이나 대형 유통업자 등이 소비자가 즉각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모으고 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물리적인

도구인데 반해, 온라인 장바구니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매 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자연스럽게 담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의 구매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가상의

카트를 제공하는 반면, 소비자의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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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구매를 위해 제품을 담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lose & 

Kukar-Kinney, 2010b).

일반적으로 온라인 소비자 중 60~75%는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온라인 장바구니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온라인 패션

점포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Baymard, 2017). 이에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conversion rate), 즉 결제율을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잠재적 온라인 구매자가 결제하기 전 장바구니를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Pratical eCommerce 

(2013)의 연구에 따르면, 37%의 소비자는 타 웹사이트와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 36%의 소비자는 주문 시점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장바구니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고 결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리테일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장바구니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학문적으로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먼저, 온라인

장바구니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 고려대안군을 시각적으로

형성해주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이 제공되면서 구매 없이 단순히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는

새로운 소비자 행동이 창출되었으며, 온라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장바구니

비축 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져, 이러한 안정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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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프라를 이용하여 소비자에 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관한 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리테일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온라인 리테일러는 여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예로,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아둔 패션 관련 제품을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등의 형태로 노출시키는 리타깃팅(retargeting) 광고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일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 장바구니 관련 연구는 Rajamma, Paswan, & Hossain 

(2009)의 연구를 시작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띄고 있다. 첫 째, 

몇몇 연구는 소비자가 온라인 장바구니를 포기하게 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변수들을 도출해 냈다(Close & Kukar-Kinney, 

2010a; Rajamma et al., 2009). 둘 째, 소비자가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동기에 관한 연구가 있다(Close & Kukar-Kinney, 2010b). 

하지만, 온라인 장바구니가 지니는 학문적 및 실무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온라인 장바구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패션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온라인 장바구니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온라인 장바구니가 온라인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시도되어온

개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장바구니의 개인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가

소비자의 구매 고려 제품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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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쇼핑 과정에서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가지는 효과도 함께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에 따른

효과를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심리적 소유감

이론을 토대로 연구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와 그에 따른 소비 행동을 밝혀낸다면, 

학문적으로는 온라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연구와 심리적 소유감 이론의

확장에 기여하고,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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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온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를 패션

분야로 확장하여, 패션 제품 구매 과정에 있어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이 소비자의 제품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심리적 소유감 이론을 기반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이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이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소비자 특성인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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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 심리적 소유감,

자기해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설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설계 및 절차, 자극물, 측정 도구 및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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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심리적 소유감

1.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

심리적 소유감 개념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은 법적 소유감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정

대상이 자기 것이라는 기분 및 감정으로 특징지어진다(Pierce, Kostova, 

& Dirks, 2003). 일반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핵심으로는 대상이 자기

것이라는 인식, 대상과의 인지적 또는 감정적 유대감, 높은

자아관련성을 들 수 있다(Pierce et al., 2001, 2003). 이러한 소유의

감정은 유형의 물체부터 타인, 아이디어, 물리적 공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Kirk, Peck, & Swain, 2017), 심리적

소유감은 가상 소유 또는 상상, 접촉, 창의적인 디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Fuchs, Prandelli, & Schreier, 2010; Peck & Shu, 

2009; Reb & Connolly, 2007).

심리적 소유감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조직에 대한 동기, 태도 및

행동에 한정되어 있으며(Brown et al., 2005; Pierce et al., 2009; 

Pierce & Jussila, 2011), 최근에 와서 마케팅 분야에서 심리적

소유감의 개념 및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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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소유감 이론(Jussila, Tarkiainen, Sarstedt, & Hair, 2015)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통제감이나 친밀성을 경험하거나

자기 자신을 투자한다고 느낄 때 심리적 소유감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유의 감정은 해당 대상의 가치 평가를 높여,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 및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케팅 분야에서 심리적 소유감과 제품을 처음으로 연관시킨 연구는

Peck & Shu (2009)의 연구로, 제품의 실질적인 소유 없이도 단순한

접촉 또는 접촉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이 유발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에는 가상 공간에의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가상 공간 관련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을 ‘개인이 가상 공간의

것으로부터 소유감 혹은 소유욕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경험 및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Lee & Chen, 2011). 대표적인 예로 소셜

미디어 이용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들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아정체성을

표출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Jenkins-Guarnieri, Wright & Johnson, 

2013). Karahanna, Xu, & Zhang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이용 정도와 심리적 소유감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유형에 따라서도 심리적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 Zhao, Chen, & Wang(2016)의 연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LINE)에 대해 이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소유감을 조명하였으며,

Sinclair & Tinson (2017)의 연구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Spotify)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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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에 대해서도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을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법적,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이라 보았다.

2. 심리적 소유감의 선행요인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선행조건으로는 대상을

통제하는 것(exercise of control), 대상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coming to know intimately), 대상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investment of the self)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ierce & 

Jussila, 2011; Pierce, Kostova, & Dirks, 2001, 2003). Pierce & 

Jussila (2011)의 연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중 매력성, 접근성, 

개방성, 조작가능성 등이 심리적 소유감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심리적 소유감의 세 가지 선행요인이

실질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Sinclair & 

Tinson, 2017; Zhao, Chen, & Wang, 2016).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화의 효과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통제성과 자기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접근성의 효과는 친밀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대상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했을 때, 고객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일종의 소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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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된다(Fuchs, Prandelli, & Schreier, 2010). 유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 결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최종 결정은 곧

‘자신의 결정’이 된다(Agarwal & Ramaswami, 1993; Hunton, 1996).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력(immediate control)이 소유감의

기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Pierce et al., 

2003; Rudmin & Berry, 1987).

대상에 대한 통제감은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조작하거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면서

특정 제품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Brynjolfsson et al., 201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와 상호작용한다고 느끼게 된다. 

특정 대상과의 인지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이용자에게 일종의

통제감을 경험하게 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Kirk, 

Swain, & Gaskin, 2015).

다음으로, 인간은 특정 대상에 자기 자신을 투자함으로써 그 대상과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인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 Rochberg-Halton, 1981). 대상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한데, 자신의 시간, 아이디어, 기술, 

물리적, 심리적, 지적 에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창출(co-creation)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투자

형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개입을 했다는

광고 메시지만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을 유발한 Garretson et al. 

(2012)의 연구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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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도 자신을 투자한다고 인지할 수 있으며, Kamleitner & 

Feuchtl (2015)의 연구에서는 광고물의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실험집단이 미리 선택된 광고에 노출된 통제집단에 비해 해당 광고물에

대해 더 높은 심리적 소유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의

개인화가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끈다는 Sharot, De Martino, & 

Dolan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업에게 자신의 욕구, 취향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일종의 투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이태민,

2004)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그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상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은 알 권리를

내포하듯이(Pierce, Rubenfeld, & Morgan, 1991)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소유감을 일으킬 수 있다(Rantanen & Jussila, 2011). 

특히, 개인이 특정 대상과 자신을 연관시키고 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때, 심리적 소유감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Pierce, Kostova, 

& Dirks, 2001). Beaglehole (1932)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자아와 소유물의 합치는 소유물에 대한 긴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 및 서비스와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친숙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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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소유감의 효과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된 심리적 소유감은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ssila et al., 2015). 먼저,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보유효과로

설명 가능하다. 보유효과(endowment effect)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으로(Kahneman, Knetch & Thaler, 

1990; Thaler, 1980), 사람들은 내 것, 즉 내가 소유한 제품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유지해

나아가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보유효과는 소유 여부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소유 지각은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 것이라는 감정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Peck & Shu, 2009; 김재휘, 박태희, 2014). Bramsen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소유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준거가 되어 포기하는 것에 대한 손실지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심적 소유 지각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 소유하게 될

대안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심적 소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실제

소유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보유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현재 소유감 상태가

제품 가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효과는 제품 소유 직후

발생한다고 도출해왔다. 특히, 고관여 구매상황에 있는 소비자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안의 장, 단점을 신중하게 파악하여 각 대안들을

소유한 것 같은 심리적 소유감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애착이 발생한다

(Ariely et al., 2005; Carmon et al., 2003; Van Dijk & Zeel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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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또한, 김재휘와 박태희 (2014)의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을

통해 심적 소유가 실제 소유와 같은 보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고, 

소유를 활용한 의사 결정 과정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손실의 맥락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손실 회피 경향성에 따라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환을 줄여주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 및 서비스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특정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만족감으로

이어진다(Fuchs et al., 2010; Peck & Shu, 2009). 소비자가 지각한

심리적 소유감은 더 나아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satryan & Oh (2008)의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자신의 것이라고 경험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를 보였다.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바람직성(desirability)이 증가하여(Fuchs et al., 2010),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구매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Balaji et al., 2011; Kamleitner 

& Feucht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소비자

행동으로 제품 구매의도를 도입하였으며,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이 형성되면 제품 가치 평가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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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 장바구니

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념

온라인 장바구니(online shopping cart)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능으로, 구매 전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담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온라인 장바구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장바구니 포기 행동에 한정되어

있으며(Kukar-Kinny & Close, 2010a; Rajamma, Paswan & Hossain,

2009),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다(Close & Kukar-Kinney, 2010b).

Close & Kukar-Kinney (2010a)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오락적 가치를 추구하거나(entertainment value), 제품을 탐색하고

나열하거나 (use of cart as research and organizational tool), 할인을

기다리기 위한(wait for sale or lower price) 목적으로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할 때, 장바구니를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Rajamma et al. (2009)의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

포기(online cart abandonment) 행동의 세 가지 선행 변수로 지각된

대기 시간(perceived waiting time),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지각된 거래 시 불편함(perceived transaction inconvenience)을

도출하였다.

한편, Close & Kukar-Kinney (2010b)의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동기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현재 구매 의도(current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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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 가격 촉진 동기(taking advantage of price promotion), 오락성

추구 동기(entertainment purpose), 쇼핑 관리 동기(organizational 

intent), 정보 탐색 동기(research and information search)의 5 가지

동기 요인을 상정하고,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빈도(frequency of online 

shopping cart us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현재 구매의도, 

가격 촉진 동기, 쇼핑 관리 동기를 도출하였다.

2.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동기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동기에는 분명한 개인 차가 존재한다. 

Close & Kukar-Kinney (2010b)는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동기를 크게

기능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현재 구매 의도, 

가격 촉진 동기, 쇼핑 관리 동기, 정보 탐색 동기는 기능적 동기에, 

오락성 추구 동기는 쾌락적 동기에 해당된다. Close & Kukar-Kinney 

(2010b)의 연구에 따르면, 재미나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동기는 오히려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장바구니에 단순히 제품을 담아두고 구매를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의 기능적 동기와 구별되는 동기 차원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패션 제품이 가지는 쾌락적 속성을 감안했을 때, 온라인

장바구니에 패션 제품을 담는 행동은 쾌락적 동기로도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동기를

목적 지향적(goal-oriented) 동기와 경험적(experiential)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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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살펴보고(Wolfinbarger & Gilly, 2001), 구체적으로는

고려대안군의 시각적 형성과 제품에 대한 단순 비축을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된 동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1) 고려대안군의 시각적 형성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대안을 심사 숙고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위해 2 단계

정보 처리 과정(two-stage processes)을 거친다(Gertzen, 1992; 

Haeubl & Trifts, 2000). 첫 번째 단계에서 소비자는 대체로 이용

가능한 대안 전체(awareness set)에 대해 살펴보고, 구매 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안을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안을 고려대안군(consideration set)이라고 한다(Howard & Sheth, 

1969). 두 번째 단계에서 소비자는 더 심사 숙고하여 제품들의 중요

속성 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고려대안군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옵션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Bettman, 1979).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과 고려대안군 형성 간 연결고리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Shocker, Ben-Akiva, Boccara, & Nedungadi 

(1991)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대안군은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목적지향적이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의 용이성과 같은 개인적 의도 및

목적에 따라 고려대안군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장바구니가 구매 보조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대안군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가변적이라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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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데(Shocker et al., 1991), 온라인 장바구니 또한 결제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끊임없는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수많은 제품에 노출된

소비자는 2 단계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며 대안 선택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인데, 온라인 장바구니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대안군을 시각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 및 특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교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장바구니는

제품 정보 탐색 및 고려대안군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목적 지향적 동기에 해당된다. 특히, 구매 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 방문한 소비자의 경우, 여러 구매 고려 대상들 안에서 대안을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써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한다. 온라인

장바구니가 다음 방문 시에도 비워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지속적인

장바구니(persistent cart)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 방문 시 제품을 또

다시 탐색하고 새로이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2) 제품 비축 행동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단순히 담아두는 행동은 최종 목적이

구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매장 내 비축 행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내 비축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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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이용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매장 내 비축(in-store 

hoarding)은 매장 내에서 쇼핑하는 동안 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Byun & Sternquist, 2008). 매장 내

비축 행동은 일반적인 쇼핑 행동과는 차별적인 동기에 의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제품 부족이 예상되거나 제품 재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각할 때 발생하게 된다(Byun & Sternquist, 2008).

먼저, Byun & Sternquist (2008)는 매장 내에서 쇼핑하는 동안

다른 소비자의 구매를 막기 위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장 내

비축이라고 정의하고, 미국 소비자의 패스트 패션 매장 내에서의 비축

행동에 대한 선행변수를 밝히기 위해 문헌 고찰 및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는 일반 패션 매장과 비교하여 패스트 패션

매장 내에서 비축하려는 경향이 더 크며, 지각된 소멸성(perceived 

perishability)과 지각된 희소성(perceived scarcity)은 매장 내 비축

행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저가격(perceived low 

price)은 비교적 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Byun & 

Sternquist (2012)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소멸성과 지각된 희소성으로

구성된 지각된 이용 제한성(perceived limited availability)이 매장 내

비축 행동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소멸성과 희소성은 비구매에 따른 손실감(anticipated losses of 

not buying)을 강화시켜, 매장 내 비축 행동과 구매 촉진(purchase 

acceleration)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일시적으로

할인을 할 때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기도 하며, 자신이

사고자 하는 제품이 재정적으로 부담될 때 할인 쿠폰이나 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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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얻을 때까지 임시로 담아두기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도 하는데(Close & Kukar-Kinney, 2010b), 이는 목적 지향적

동기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온라인 소비자는 즐거움과 오락성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최종 구매를 하기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는 것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인식한다는 것이다(Close & 

Kukar-Kinney, 2010b). 또한, 소비자는 자신이 사고 싶은 제품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구매 시점이 불투명할 때 온라인 장바구니에

해당 제품을 담는 행위로부터 구매에 대한 대리만족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속적인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방문

시에도 자신이 이전에 담은 제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는

행동은 제품 및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경험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Wolfinbarger & Gilly, 2001) 경험적

동기로 설명 가능하다.

3.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personalization)

일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화는 ‘이용자의 관심사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어왔다(Rayport & Jaworski, 

2001). 비슷한 맥락에서, 어뎁티브 이용자 인터페이스(adaptive user 

interface)의 개념이 있으며,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 관심, 선호, 지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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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Alpert, Karat, Brodie, & Vergo, 2003).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Peter & Olson (1987)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접한

이용자는 비개인화된 콘텐츠를 접한 이용자에 비해 더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데, 이는 개인화된 콘텐츠는 자아 개념에 입각하여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이용자와

차별성(distinctiveness)을 인지하게 하고, 이는 해당 인터페이스와

자아정체성을 연관시켜줌으로써 높은 소유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Kalyanaraman & Sundar, 2006).

한편, 개인화된 서비스는 심리적 소유감 외의 소비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 만족도, 제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McMillan & Hwang, 2002; Song & Zinkhan, 

2008). 김재일 (2001)은 개인화를 통한 소비자 경험이 관계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개인화 요인은 소비자가 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상철, 

신종학, 2005). 이성원, 김혜영, 송지희 (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제품

구매의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를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장바구니를 직접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본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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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accessibility)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접근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Li, Kuo, & Russel (1999)은 경로 접근성(channel accessibility)을

‘온라인 구매 경로를 이용하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의 정도’로

정의하고,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태민 (2004)의 연구에서는 김호영과 김진우 (2002)가 제시한 즉시

접속성(instant connectivity)이라는 변수를 발전시켜, 유비쿼터스

접속성(ubiquitous connectivity)이라는 변수를 제안하였고, 이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접속성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과의 친숙성을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누적된 경험의 수’로 정의하고 있다(Alba & Hutchinson, 1987). 여기서

제품과 관련된 경험은 쇼핑 과정에서의 광고에 대한 노출이나 정보 탐색

정도, 판매원과의 접촉 정도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하환호, 현정석,

2006) 접근성 개념과 유사하다. 즉, 소비자의 특정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대상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Zajonc (1968)의 연구에서 제안한 단순노출 효과에 따르면, 자극에

대한 선호는 어떠한 연합된 인지적 활동 없이, 단순하면서 강화되지

않은 반복 노출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복 노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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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성을 느끼게 하여 호감이나 소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순노출 효과는 긍정적인 소비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배너광고의 단순노출 효과를 들 수 있다. 배너광고의 단순노출은

소비자의 광고 및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광고된

제품이 고려대안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Shapiro, 

Stewart, Macinnis, & Heckler, 1997). 비슷한 맥락에서, 온라인상의

배너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단순노출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호감,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riggs & Hollis, 

1997; 송인암, 강계영,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장바구니에 반복 노출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본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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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기해석

1. 자기해석 성향의 개념 및 특성

자기해석은 Markus & Kitayama (1991)의 연구에서 처음 제안한

자기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기해석은 개인의 동기, 인지 및 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해석은 자기해석 척도를 개발한 Singelis (1994)의 연구에 따라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independent self-construal)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interdependent self-construal)으로 구분된다. 이 두

성향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각 개인은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어떤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개인의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민귀홍, 박현선, 송미정, 이진균, 2015).

독립적 자기해석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

여기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아로 정의한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독특성과 자기표현을 중요시하며, 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호한다(Markus & Kitayama, 

1991).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 맥락 및

타인과 연결되어있는 존재로 여기고,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자아로

정의한다. 따라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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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관계 등의 외적인 특성과 집단 내 조화를 중요시 여기며, 타인

중심의 정서 표현에 보다 익숙하다(민귀홍 외, 2015).

2. 개인화와 자기해석 성향

자기해석은 광고 표현 및 설득 과정, 구매 결정 과정 등 다양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의

자기해석 수준 차이에 따라 정서의 선행조건과 속성, 연결 행동 등이

달라질 수 있다(양윤, 김민재, 2010). Wien & Olsen (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향상(self-

enhancement)의 내적 동기로 인해 구전효과에 더 적극적이다. 또한, 

Zhang & Gelb (1996)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개인

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는 광고 메시지에,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집단

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호의적인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소속감, 조화, 화목한 가정과 같은 친사회적 메시지에 더 호의적인데

반해,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개인성, 독특함, 개인적 성공과 같은 보다

개인적인 가치를 강조한 메시지에 더 호의적이다(Van Baaren & 

Ruivenkamp, 2007). 즉,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자아초점 소구가 더 효과적인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타인초점 소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기해석이 메시지 소구 유형에

따른 효과를 조절하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의 개인화는 개인 지향적 가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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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효과가 독립적 자기해석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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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연구 가설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을 조작한 가상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심리적 소유감과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는데

주목적이 있다.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의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및 가설의 설정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의 개인화는 ‘이용자의 관심사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Rayport & Jaworski, 2001), 개인화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 만족도,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cMillan & Hwang, 2002;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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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nkhan, 2008). 이성원, 김혜영, 송지희(2011)의 연구에서도

개인화된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 구매의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접근성은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대상과의 접근이 가능한 정도’로 정의되며,

경로 접근성, 즉시 접속성, 유비쿼터스 접속성 등 다양한 용어로

변수화되어 그 효과를 밝혔다. Li, Kuo, & Russel (1999)의 연구는

온라인 구매의 경로 접근성이 소비자의 실제 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태민 (2004)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접속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1-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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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소유감 이론(Jussila et al., 2015)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통제감, 친밀성, 자기투자를 경험할 때 심리적 소유감을

느끼게 된다. 제품 및 서비스의 개인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커스트마이징(customizing)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지된 통제감과 자기 투자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유감을 높일 수 있다(Kalyanaraman & Sundar, 2006; Kamleitner & 

Feuchtl, 2015).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해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그

대상과의 접촉 혹은 경험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하환호, 현정석,

2006), Zajonc (1968)의 단순노출 효과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는 단순하면서 강화되지 않은 반복 노출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의 특정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대상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반복 노출에 따른 강화된 접근성은 인지된

친밀성으로 인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Rantanen & 

Jussila, 2011). 따라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은 심리적

소유감 이론에서 제안하는 심리적 소유감의 세 가지 선행조건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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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심리적 소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심리적 소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해석은 자신과 타인이 분리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Markus & Kitayama, 1991), 일반적으로

Singelis (1994)의 연구에 따라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으로 구분된다. 특히,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자기 자신을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고, 개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자기해석 성향은 광고 표현, 설득 과정, 구매

결정 과정 등 다양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개인 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는 광고 메시지에 보다 호의적이며, 자아초점 소구의 광고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는 독립적 자기해석자의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나

개성을 반영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Van Baaren & Ruivenkamp, 2007). 따라서 자기해석 성향이

메시지 소구 유형에 따른 효과를 조절하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해석 중에서도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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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3-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된 심리적 소유감은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ssila et al., 2015). 먼저, 심리적

소유감은 보유효과에 따라 제품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유를 활용한 의사 결정 과정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손실의 맥락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손실 회피 경향성에 따라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김재휘, 박태희, 2014). 다양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지각한

심리적 소유감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Asatryan & Oh, 2008; Balaji et al., 2011; 

Fuchs et al., 2010; Kamleitner & Feuchtl, 2015). 따라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에 의해 소비자가 경험한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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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4-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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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앞서 제안한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인 개인화와 접근성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로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3-

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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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실험 설계 방법과 자극물 선정 및 구성을 살펴보고,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극물의 구성 과정을 포함하고, 설문지

구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극물 구성과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정확한 감정 반응과 행동 반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실의 온라인 쇼핑몰과 비슷한 자극물을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개인화: 고/저) x 2(접근성: 고/저)의

네 가지 실험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집단 간 실험으로 설계하였다.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해 20-30 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의 여성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온라인 패션 쇼핑 이용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에 동의한 참여자는

무작위로 배정된 집단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쇼핑몰의 링크를

제공받았으며, 평소와 같이 자유롭게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본 후 온라인

장바구니에 세 개 이상의 제품을 담을 것을 요청 받았다. 이후 설문

문항 화면으로 돌아와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극물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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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해 개인 성향에 관련한 문항을 먼저 배치하였으며, 자극물

체험 후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개인화와 접근성),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과 구매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순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가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충실하고 성의 있게

둘러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둘러본 쇼핑몰과 관련한 세 개의

도입질문(앞에서 체험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체험한 쇼핑몰의 장바구니 이름은 무엇입니까?, 쇼핑 과정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의 수는 몇 개입니까?)을 추가하였다. 도입질문에

대한 응답이 올바른 경우에 한해서만 계속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오답을 제출한 참여자는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가상의 쇼핑몰 체험

시간을 포함하여 설문은 평균 15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 자극물 구성 및 예비조사

1) 자극물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회상(recall) 방식을 통한

감정 및 태도의 측정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쇼핑 경험을 통한 감정

및 태도의 측정이 보다 즉각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둘 째, 본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정 쇼핑몰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충성도 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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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총 네 가지의

자극물 유형을 제작하였다.

먼저, 온라인 점포의 기본 틀은 쇼핑몰 제작 사이트인 윅스닷컴

(www.wix.com)을 이용하여 기초를 제작하였으며, 영국 기반의 해외

패션 온라인 사이트인 매치스패션(www.matchesfashion.com)의

디자인을 참고하였다. 매치스패션은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사이트 4 위를 기록할 만큼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빈번한 접속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로① , 본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자극물에 사용한 제품은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원피스로 한정하였으며, 총 24 개의 제품을 3 열, 8 행으로 배치하였다.

원피스의 이미지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매치스패션에서 판매되는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브랜드 성향이나 충성도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고자 브랜드를 추측할 수 없는 디자인의

원피스로 구성하였다. 쇼핑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모델 사진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원피스 외 어떤 외적 단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자극물에 제시된 가상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명으로 ‘MS. NEW 

YORK’이라는 상호명을 개발하였다.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호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 두 곳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에서 온라인 여성

쇼핑몰을 검색하는 방식(검색일 2018. 03 월)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상호명임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에 신고된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① 매일경제 뉴스,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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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서도 미등록

쇼핑몰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MS. NEW YORK’이라는 상호명을 본

자극물에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점포 속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 가격을

70,000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제품명의 경우 알파벳으로 조합된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2) 자극물 유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 및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화 수준의 고(high), 저(low)와 접근성 수준의

고(high), 저(low)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장바구니 자극물을

구성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자극물은 [표 3-1]과 같다.

[표 3-1] 자극물 유형

유형 Type 1 Type 2 Type 3 Type 4

개인화 고 저 고 저

접근성 고 고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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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화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 및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개인화 수준은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선행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가 온라인

장바구니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조작하였다.

심리적 소유감과 관련한 Kamleitner & Feuchtl (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색상의 광고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실험집단과 미리 선택된 광고에 노출된 통제집단으로 개인화 수준을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체험하기 전 장바구니의 이름, 아이콘, 배경이미지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장바구니의 세 가지 옵션은 일반적인 장바구니 이름과 달리, 개인의

의류 소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옷장’, ‘드레스룸’이라는 새로운 장바구니

이름을 제안하였고, 세 옵션에 모두 ‘나의’라는 소유격 형용사를

사용하여 자아연결성을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반면, 개인화 수준이 낮은

경우, 연구 참여자는 ‘장바구니’라는 언어로 표기된 일반적인 장바구니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최종 자극물에 쓰인 두 가지 개인화 유형은 [그림

3-2],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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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개인화 고 유형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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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개인화 저 유형 (Ty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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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 및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접근성 수준은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편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받는지의

여부로 조작하였다. 여기서 간편 장바구니 기능이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쇼핑몰 어느 페이지에서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팝업

장바구니’, ‘장바구니 썸네일(thumbnail)’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간편

장바구니 기능은 최근 몇몇 웹사이트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능으로, 관련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매치스패션 등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우, 연구 참여자는 간편 장바구니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장바구니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효율적인 쇼핑을 위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에 노출되며,

쇼핑 체험 중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바구니를 클릭하여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페이지 전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접근성

수준이 낮은 경우,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간편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받지 못하며,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구매 단계로 직결되는 최종적인

장바구니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최종 자극물에 쓰인 두 가지

접근성 유형은 [그림 3-4],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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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접근성 고 유형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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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접근성 저 유형 (Ty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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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극물 검증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자극물 구성에서 개인화와 접근성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 차

자극물 예비조사는 편의 표집법을 통해 46 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하는 퀄트릭스(www. 

qualtrics.com)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개인화(p=.327)와 접근성(p=.462)에 따른 조작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자극물과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자극물에 대하여 2 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차 예비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 모집을 통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 만 39 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표본 수는 총

75 명으로, 네 가지 자극물에 무작위 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Type 1 은

20 명, Type 2 는 18 명, Type 3 은 17 명, Type 4 는 20 명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작 검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개인화 평균은 4.890, 개인화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4.324 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 온라인 장바구니 자극물 조건에

따른 개인화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3.970,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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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작 검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접근성 평균은 5.574, 접근성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5.162 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 온라인 장바구니 자극물 조건에

따른 접근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3.039, 

p=.003).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의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2 차 예비조사에 사용된 자극물과 설문

문항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2] 수정된 자극물의 개인화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개인화

저 38 4.324 .919

-3.970 73 .000

고 37 4.890 .854

* 7 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표 3-3] 수정된 자극물의 접근성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접근성

저 37 5.162 .904

-3.039 73 .003

고 38 5.574 .777

* 7 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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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문항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조사 대상 조건과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심리적 소유감, 소비자의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 제품

구매의도, 조작 검증 문항(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극물에 대한 도입질문에 관하여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자극물에 대한 도입질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1 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 ‘매우

그렇다’).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의 문항의 수와 분석에 사용한 문항의

개수에는 차이가 있다. 설문지의 세부문항과 내용, 측정방법은 [표 3-

4]와 같다.

[표 3-4]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구성 측정 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Ⅰ
설문조사 대상 조건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7 선다형, 기술형

Ⅱ 심리적 소유감 4 7 점 리커트 척도

Ⅲ 독립적 자기해석 5 7 점 리커트 척도

Ⅳ 제품 구매의도 3 7 점 리커트 척도

Ⅴ
조작 검증 문항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
7 7 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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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선다형, 기술형

Ⅶ 자극물에 대한 도입질문 3
기술형, 7 점

리커트 척도

1)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대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구매 여부, 온라인

쇼핑 월 평균 횟수,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여부,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동기에 대하여 선다 형식과 기술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은 [표 3-5]와 같다.

[표 3-5]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연구자 개발

온라인 쇼핑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까?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담아두거나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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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소유감

심리적 소유감은 Peck & Shu (2009)의 척도를 바탕으로 김민선과

한광희 (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표 3-6] 심리적 소유감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심리적

소유감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소유한 것

같다.
Peck & Shu 

(2009), 

김민선, 한광희

(2017)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개인적인

소유감을 느낀다.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은 내 것인 것 같다.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이 이미 내 것인

것 같다.

3) 독립적 자기해석

독립적 자기해석은 Singelis (1994)의 척도를 바탕으로 신재욱과

신민철 (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해석 측정문항(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중 독립적 자기해석 문항으로만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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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독립적 자기해석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독립적

자기해석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하는 편이다.

Singelis (1994), 

신재욱, 신민철

(2010)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나 부모님 등 어느 누구와 함께

있든지 똑같이 행동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고 차별적인 것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바란다.

4) 제품 구매의도

제품 구매의도는 Mackenize & Lutz (1989)의 척도를 바탕으로

이세진, 배소희, 박혜연 (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49

[표 3-8] 제품 구매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제품

구매의도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Mackenize & 

Lutz (1989),

이세진 외 (2012)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은 구매할 만하다.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5) 조작 검증(manipulation check) 문항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두 가지 특성인 개인화와

접근성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일 (2006), 

강지원, 남궁영 (2017), Lee & Chen (2011), 이태민 (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 개인화

먼저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중 개인화 처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일 (2006), 강지원, 남궁영 (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

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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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개인화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개인화

이 장바구니는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된

것이다.
임일 (2006), 

강지원, 남궁영

(2017)
이 장바구니는 나의 쇼핑을 위한 것이다.

이 장바구니는 나의 관심에 부합한다.

(2) 접근성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처치가 적절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Lee & Chen (2011)의 연구에서 도입한 가독성(legibility) 변수의

측정항목과 이태민 (2004)의 연구에서 도입한 유비쿼터스

접속성(ubiquitous connectivity) 변수의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에

대한 조작 검증 문항의 경우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자극물에 대한

노출 빈도 및 강도와 관련한 선행변수를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에 제시되어 있다.



51

[표 3-10] 접근성 측정문항 및 출처

변수 문항 내용 출처

접근성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

Lee & Chen 

(2011),

이태민 (2004)

쇼핑몰 내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바구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쇼핑몰 내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에 대해

선다 형식과 자유기술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7) 자극물에 대한 도입질문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둘러본 가상

쇼핑몰과 관련한 세 개의 도입질문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였다.

먼저,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쇼핑 체험 과정에서 접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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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의 수에 대해 응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자가 체험을

충실하게 한 후 설문에 임하였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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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실험을 통한 자료 수집에 있어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자료 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본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 모집을 통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 만 39 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2018 년 상반기에 약 5 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인 의사

참여를 밝힌 참여자가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체험하고, 개인 PC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이 여성복(원피스)이고, 패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 가깝게 측정하고자 만 20 세부터

만 39 세 사이의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설문을 시작할 때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을 물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아닌

참여자는 제외시켰다. 이후 가상 온라인 쇼핑몰 URL 을 통해 해당

쇼핑몰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직접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쇼핑을

경험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평소 자주 방문한

온라인 쇼핑몰을 떠올리며 실제와 같이 실험에 응해주도록 권유

받았으며, 총 네 가지의 설문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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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응답은 총 220 부이며, 이 중 자극물에 대한 도입질문에 대해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여, 총 201 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상세한 표본의 내용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

유형 Type 1 Type 2 Type 3 Type 4

개인화 고 저 고 저

접근성 고 고 저 저

표본 수 51 48 52 50

합계 201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과 같은 기본적 기술

통계와 t-검정, 카이제곱 검정, 이원분산분석, Macro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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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자료 분석 방법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2 측정 척도의 타당도 요인분석

3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분석

4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t-검정

카이제곱 검정

5 연구문제 1 과 2 의 검정 이원분산분석

6 연구문제 3 의 검정 이원분산분석

7 연구문제 4 의 검정 Proces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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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먼저,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고,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네 가지 자극물에

대해 실험 처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검증을 실시하고, 네

개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심리적 소유감, 제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4 를 검증한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심리적 소유감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연구문제 3 을 검증한다.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도구 검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201 부 응답의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본의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9%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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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패션 제품을 담아두거나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표본의 99.5%에 해당하여, 본 연구의

표본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20 대 응답자는

108 명(53.7%), 30 대 응답자는 93 명(46.3%)으로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1 명(5.4%), 대학교

재학이 18 명(9%), 대학교 졸업이 154 명(76.6%), 대학원 재학 이상이

18 명(9%)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일반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생(9%), 전문직(7%)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29.9%), 100 만원 미만(13.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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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결과

항목 세부범주 빈도(N) 백분율(%)

연령
만 20 세 이상 – 만 29 세 미만

만 30 세 이상 – 만 39 세 미만

108

93

53.7

46.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11

18

154

18

5.4

9.0

76.6

9.0

직업

무직

전업 주부

학생

일반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12

14

18

130

15

7

5

6.0

6.9

9.0

64.7

7.4

3.5

2.5

월 평균

소득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27

60

74

24

16

13.4

29.9

36.8

11.9

8.0

N=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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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도출하고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

1) 심리적 소유감

심리적 소유감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네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40-

.60 이상,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66.7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1 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네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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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심리적 소유감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심리적

소유감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소유한 것 같다.
.886

2.671 66.783 .831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개인적인

소유감을 느낀다.

.881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은 내

것인 것 같다.
.821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이 이미 내 것인 것

같다.

.660

* 7 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2) 독립적 자기해석

자기해석 성향 중 독립적 자기해석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하지만, 4 번과 5 번 문항의 경우

공유치가 .40 미만, 요인부하량이 .50 미만으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4 번(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고 차별적인 것을 즐기는

편이다.)과 5 번(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바란다.) 문항을 제외한 세 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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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40-.70 이상,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59.7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50 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세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4-3] 독립적 자기해석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독립적

자기해석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하는

편이다.

.842

1.792 59.729 .650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편이다.

.837

나는 친구나 부모님 등 어느

누구와 함께 있든지 똑같이

행동하는 편이다.

.618

* 7 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3) 제품 구매의도

제품 구매의도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총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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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의 공유치가 .60 

이상,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고유치 역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며, 설명하는 총 분산은 69.336%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8 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측정 문항 세 개의 평균값을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4-4] 제품 구매의도 측정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신뢰도

제품

구매의도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874

2.080 69.336 .778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은

구매할 만하다.
.834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787

* 7 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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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자극물 조작 검증

1) 개인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작 검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개인화 평균은 4.939, 개인화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4.466 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 온라인 장바구니 자극물 조건에

다른 개인화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t=-3.741, 

p=.000)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5] 자극물의 개인화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개인화

저 98 4.466 .936

-3.741 199 .000

고 103 4.939 .854

* 7 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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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작 검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한 접근성 평균은 5.609, 접근성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의 평균은

4.990 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간 온라인 장바구니 자극물 조건에

따른 접근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t=-4.911, 

p=.000)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6] 자극물의 접근성 조작 검증 결과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들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 값 자유도
유의수준

(양쪽)

접근성

저 102 4.990 .939

-4.911 199 .000

고 99 5.609 .842

* 7 점 리커트 척도(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7 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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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실험 유형에

배정되었다. 이에 각기 다른 설문지 유형 및 실험 유형에 따른 표본

집단의 동질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였다.

각 실험 유형에 따른 연구 참여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서로

차이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에

대해 카이제곱(χ2)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지 유형 및

실험 유형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의 표본은 서로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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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집단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항목 세부 범주
Type 

1

Type

2

Type

3

Type 

4
χ2 P

연령

20 대 32 24 29 23

3.225 .358

30 대 19 24 23 2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2 3 4

9.165 .422
대학교 재학 3 7 2 6

대학교 졸업 40 34 41 39

대학원 재학

이상
6 5 6 1

직업

무직 3 1 4 4

16.877 .532

전업 주부 3 3 5 3

학생 4 6 4 4

일반 사무직 35 27 33 35

전문직 4 7 1 3

서비스업 2 1 3 1

기타 0 3 2 0

월 평균

소득

100 만원 미만 6 6 8 7

9.855 .629

100 만원 이상 -   

200 만원 미만
16 15 12 17

20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21 15 18 20

300 만원 이상 -

400 만원 미만
6 5 8 5

400 만원 이상 2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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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수립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확인하는 분석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 1 과

연구문제 2 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이 제품 구매의도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3 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심리적

소유감의 관계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 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ro Process 분석을

활용하여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1.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 과 가설 1-2 의 검증을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고, 저)와 접근성(고, 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제품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8]과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197)=6.931, p=.009),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높을 때 소비자의 제품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개인화-

저=3.956, M 개인화-고=4.320). 따라서 가설 1-1 이 지지되었다. 반면,



68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90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높을 때 소비자의 제품

구매의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1-2 는 기각되었다.

[표 4-8]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인화 1 6.499 6.931 .009

접근성 1 .014 .015 .902

개인화 * 접근성 1 4.977 5.308 .022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과 개인화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F(1, 197)=5.308, p=.022),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이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각 변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화 수준에 따른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808), 접근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화가 낮을

때(M=3.793)보다 높을 때(M=4.468) 제품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 197)=11.27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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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

[표 4-9] 개인화와 접근성에 따른 제품 구매의도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접근성(저), 개인화(저) : 접근성(저), 개인화(고) 11.601 11.271 .001

접근성(고), 개인화(저) : 접근성(고), 개인화(고) .050 .059 .808

개인화(저), 접근성(저) : 개인화(저), 접근성(고) 2.694 2.849 .095

개인화(고), 접근성(저) : 개인화(고), 접근성(고) 2.287 2.45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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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2-1 과 가설 2-2 의 검증을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고, 저)와 접근성(고, 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심리적

소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0]과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197)=10.940, p=.00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높을 때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 개인화-저=3.783, M 개인화-고=4.279). 따라서 가설 2-1 이

지지되었다. 반면,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565),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높을 때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2 는 기각되었다.

[표 4-10]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인화 1 12.104 10.940 .001

접근성 1 .368 .332 .565

개인화 * 접근성 1 4.477 4.046 .046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F(1, 197)=4.046, p=.046),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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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소유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각 변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화 수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354), 접근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화가 낮을

때(M=3.595)보다 높을 때(M=4.385) 심리적 소유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97)=13.740, p=.000).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접근성 수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322), 개인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낮을 때(M=3.595)보다 높을 때(M=3.979) 

심리적 소유감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 한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F(1, 197)=3.510, p=.064).

[그림 4-2]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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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개인화와 접근성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접근성(저), 개인화(저) : 접근성(저), 개인화(고) 15.893 13.740 .000

접근성(고), 개인화(저) : 접근성(고), 개인화(고) .915 .868 .354

개인화(저), 접근성(저) : 개인화(저), 접근성(고) 3.614 3.510 .064

개인화(고), 접근성(저) : 개인화(고), 접근성(고) 1.169 .991 .322

3.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독립적 자기해석의 조절효과

가설 3-1 의 검증을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고, 저)와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고, 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심리적 소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경우, 중위 값을 기준으로 고 집단과 저 집단을

구분하였다. 중위 값은 4.667 로 나타났으며, 4.667 이상은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4.667 이하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2]와 같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 197)=10.076, p=.002), 소비자의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주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97)=4.801, p=.030).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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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F(1, 197)=5.187, 

p=.024), 추가적으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낮은 집단(M=3.924)보다 높은 집단(M=4.602)에서

더 크게 나타나(F(1, 197)=11.009, p=.001), 가설 3-1 이 지지되었다.

[표 4-12]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자유도 평균제곱 F p

개인화 1 10.788 10.076 .002

독립적 자기해석 1 5.140 4.801 .030

개인화 * 독립적

자기해석
1 5.553 5.187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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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개인화와 독립적 자기해석 수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차이

[표 4-13] 개인화와 독립적 자기해석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집단 평균제곱 F p

독립적(저), 개인화(저) : 독립적(저), 개인화(고) .525 .711 .401

독립적(고), 개인화(저) : 독립적(고), 개인화(고) 13.491 8.835 .004

개인화(저), 독립적(저) : 개인화(저), 독립적(고) .004 .003 .953

개인화(고), 독립적(저) : 개인화(고), 독립적(고) 11.822 11.009 .001

4.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매개경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연구문제 4 의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3)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Baron & Kenny (1986) 

또는 Sobel (1982)이 제안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표본 수가

작거나 표본의 분포가 비대칭적인 경우, 다중매개나 이중매개 등 보다

정교한 매개모형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한계점을

가진다(Bauer, Preacher, & Gil, 2006; Hayes, 2013; 허원무, 2013).

이에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해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경로 모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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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론으로써 매크로 기반 프로그램인

Process(Hayes, 2013)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구동모, 2013).

단순매개모형(X -> M -> Y)의 경우, 독립변수(X)에서

매개변수(M)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a 와 매개변수(M)에서

종속변수(Y)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b 를 곱하여 산출되는 값인

간접효과의 효과계수 ab 의 유의도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독립변수(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에서 종속변수(제품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c’는 제안된 모형이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 매개의 유형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ab 와 c’를 더한

값인 C 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총 효과, 즉 제안된 모형의 총

효과를 의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의 단순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odel 4 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 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Preacher & Hayes, 2004; 구동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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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단순매개모형

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매개경로

연구가설 4-1 의 검증을 위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구간 내에서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 사이에

0 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해 Sobel 

Test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4-1 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 계수는 .2130 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0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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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I=.3567 로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Sobel Test 결과

또한 Z 값이 4.5107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001).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서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소유감의 부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화의 직접효과 계수는 .1544 의 값을 보였으며,

직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0335 ~ ULCI=.2753 으로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Hayes (2013)는 SPSS Macro Process 를 이용한 매개분석의 효과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비율, 부분표준화효과,

완전표준화효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비율,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Y 분산 비율, Preacher 와 Kelly 의 카파자승 등 총 6 가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비율(ratio of 

the indirect effect to the total effect)인 PM 을 통해 매개효과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PM = ab/c = ab/c’+ ab’식에서 PM 이 1 에 근접할수록

총효과가 M 을 통한 간접효과로 더 많이 설명되며, 0 에 근접할수록

간접효과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식에 따라

산출된 PM 값은 .5797 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전체 영향 중 57.97%가 심리적 소유감을 통한

간접효과에 의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M 값이 1 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총효과는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로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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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가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직접적으로도 높일

수 있지만,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5]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모형

[표 4-14]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 x b)

총 효과

(C)
매개유형

a b c’

.40*** .54*** .15*
.21***

[.0843, .3567]
.37*** 부분매개

*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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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매개경로

연구가설 4-2 의 검증을 위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로 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가설 4-2 는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 계수는 .0333 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0708 ~ 

ULCI=.1379 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었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결과 또한 Z 값이 .7028, 

p 값이 .4822 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6] 접근성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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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a x b)

총 효과

(C)
매개유형

a b c’

.06 .58*** .11*
.03

[-.0708, .1379]
.14*

유의하지

않음

*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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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나,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은 매해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많은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저조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자 ‘간편

장바구니’라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거나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에 대한

리타깃팅 광고를 취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장바구니의 학문적 및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지각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를 매개로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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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중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개인화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제품

구매의도가 더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을 개인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높일 수 없으나, 자신의 장바구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적을 때에는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접근성에 비해 월등히 컸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둘 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중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접근성 수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개인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심리적

소유감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을 개인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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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없으나, 장바구니가 개인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준이 낮을 때에는 장바구니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노출 효과가 고관여 노출일

때보다 저관여 노출일 때, 더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이끈다는

선행연구 결과로 설명 가능하다(양윤, 2000; 조경섭, 최지호, 200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가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는 소비자가

장바구니 자체를 이미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한 경우, 장바구니에의

반복적인 노출이 오히려 자신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여 방어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Brown et al., 2005) 심리적 소유감의 영역성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독특성과 자기표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경우 장바구니가 개인적으로 준비되어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심리적 소유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 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을 통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접근성과 제품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 모형의 분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높을수록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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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감을 더 높게 지각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전체 영향 중 심리적 소유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도출되어, 심리적 소유감이 가지는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연구가설 1-1 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자체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느꼈을 때, 구매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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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연구가설 결과

가설 1-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1-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심리적 소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심리적 소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지지

가설 4-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4-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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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 특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에 있어 새로운 주제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은 소비자의 구매 고려 제품에 대한 1 차 비교에서 2 차 비교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용된다는 점, 장바구니의 이용자는 온라인 리테일러

입장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인 점,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잡은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문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를 구매

직전 포기하는 비율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리타깃팅 광고 전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및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장바구니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또한, 가장 최근 연구된 시점도 다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의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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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를 포기하는 원인과 장바구니 이용 동기에 한정되어있던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장바구니 관련 연구들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가상의

쇼핑몰을 직접 체험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온라인 장바구니 관련 연구들이 회상 방식을 통한 감정 및 태도를

측정한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쇼핑 경험을 통한 감정 및 태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 마케팅 분야에서의 심리적 소유감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리적 소유감 대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Jussila et al., 2015). 또한, 가상 공간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 이용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심리적 소유감

이론(Jussila et al., 2015)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심리적 소유감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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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온라인 장바구니를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을 담아두는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간편 장바구니’기능을 추가하여,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쇼핑몰 어느 페이지에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기능은 온라인 쇼핑 보조 도구로써의 유용성은 높일지라도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보다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 자체를 개인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을 높이는 것이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최근 일부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기존의 ‘cart’, ‘장바구니’등과 같은 온라인 장바구니의 이름을

‘my bag’, ‘my shopping bag’등으로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법론적으로 제안한 것과 같이, 소비자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장바구니의 이름, 아이콘, 배경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나의’라는 소유격 형용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최근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제품을

상황에 따라 추천하는 리타깃팅 광고의 실효성을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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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2017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에 의하면,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자 2000 명 중 92.4%가

리타깃팅 광고를 경험하였고, 리타깃팅 광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비율이 41.6%로 긍정적인 비율인 22.9%의 약 2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장바구니 내 제품을

노출시키는 형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볼 때, 이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장바구니 내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인지하여, 부정적인 광고로 인식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화가 낮은 플랫폼에서의 반복된 노출은 제품 태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소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리타깃팅 광고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기획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소비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에 보다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한 명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120 개 이상의 구매의도 신호를 남길 수 있으며(Criteo, 

2017),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이러한 소비자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독립적이면서도 독특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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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적절하게 개인화된 온라인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높이는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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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앞서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조작함에 있어 실제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하는‘간편 장바구니’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운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자는 윅스닷컴이라는 쇼핑몰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였는데,‘간편

장바구니’가 연구 참여자에게 쇼핑 내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조작을

하지 못하고, 연구 참여자가 직접 ‘간편 장바구니’를 클릭함으로써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제품 구매의도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주효과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접근성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편 장바구니’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여

접근성을 조작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심리적 소유감과 제품 구매의도 측정문항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쇼핑 체험 과정에서 온라인 장바구니에 첫 번째로 담은 제품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 참여자는 쇼핑

체험 과정에서 세 개 이상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동일한 조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 및 구매의도를 측정하고자 첫 번째 담은 제품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장바구니에 첫 번째로 담은 제품은 개인에 따라서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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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도가 높은 제품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소유감 및 제품

구매의도가 기본적으로 높게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심리적 소유감 및 제품

구매의도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 측정문항의 신뢰도가 다소

낮았던 점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측정문항의 경우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가독성 및 유비쿼터스 접속성 변수의 측정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것에 한계점을 가진다. 추후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과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 변수를 다룰 연구에서는 두 변수들의

설문문항을 보강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원피스라는 단일 패션제품을 대상으로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심리적 소유감 및 구매의도를 평가함에 있어

제품군 자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제품군 간 효과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20-30 대 수도권 여성이라는 한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양성과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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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nline Shopping 

Cart’s Characteristics on Fashion 

Product Purchase Intention

Jiyoon Dong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line retailer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services and tools to 

enable online consumers to shop easily and conveniently. One of 

them is called 'online shopping cart'. Retailers provide this function 

to support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but the purchase 

conversion rate from shopping carts has been rather reduced, since 

consumer’s shopping cart usage is not linked to immediate purchase. 

Recently, retailers are developing various online strategies such as 

providing a more advanced function called 'shopping cart thumbnail', 

or taking a retargeting advertisement for shopping cart products to 

enhance the purchase conversion rate. However, despite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ortance of online shopping carts,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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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research is very limited and the point of research is 

somewhat lo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ersonalization effect 

of online shopping cart because the personalization attempted in the 

online shopping context has not been done in the shopping cart 

research. Also,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online shopping cart can 

visualize consumer’s consideration set formation, it seems 

necessary to clarify the effect of shopping cart’ accessibility. 

Especially,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shopping cart based on the theory of 

psychological ownership, which is recently well-regarded in 

marketing field.

This study created an experimental stimuli similar to the actual 

fashion website in order to derive the exact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of the participants. To test the hypotheses, 

four experimental groups of 2 (personalization: high / low) x 2 

(accessibility: high / low) were formed with between-subject

design.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after 

experiencing the website stimuli. Through a panel selection of the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 201 women in their 20-30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Incheon, Gyeonggi) were se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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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re was the main effect of personalization of online shopping car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fashion product in the cart. On the 

other hand, the main effect of accessibility of shopping cart on the 

purchase intention was not significant, but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accessibility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when 

the accessibility level of the online shopping cart is low,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product is higher when the personalization

is higher.

Second, the main effect of personalization of online shopping cart 

on consumer’s psychological ownership wa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the main effect of accessibility of online shopping cart 

on psychological ownership was not significant, but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accessibility was significant. 

Specifically, when the personalization level of the online shopping 

cart is hig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sychological 

ownership according to the accessibility level, whereas when the 

personalization level is low, the shopping cart is perceived more 

psychologically when the accessibility is higher.

Third,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of online shopping cart on 

psychological ownership was found to be moderated by independent 

self-construal tendency.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shopping cart’s personalization on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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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was greater in the group with high independent self-

construal tendency.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path of personalization of online 

shopping cart to purchase intention through psychological 

ownership was significant.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i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ension of online shopping cart 

research in that it covered a new theme and approached with

different methodology from the related works. This study also 

contributes to the extension of psychological ownership research in 

the field of marketing as it illuminated the psychological ownership 

of the new virtual space and interface. For online retailer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to enhance consumers’ psychological 

ownership by personalizing their online shopping carts, and to 

recognize that the role of psychological owner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purchase conversion rate.

Keywords : Online Shopping Cart, Psychological Ownership, 

Personalization, Accessibility, Purchase Intention, Conversion Rate

Student Number : 2016-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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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유형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동지윤입니다.

본 설문지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가지는

감정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 조사입니다. 조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귀하의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진

행됩니다. 또한 수집된 귀하의 응답 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설문자료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솔

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패션마케팅 연구실 동지윤

(jydong0122@snu.ac.kr)

[사전 질문]

1. 귀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번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 5번 항목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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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까?

월 (      ) 회

3. 귀하께서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담아두거나 구매한 경

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4번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 5번 항목으로 이동

4. 귀하께서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5. 다음 질문은 귀하의 자기해석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

이나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직접적이

고 솔직하게 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나는 친구나 부모님 등 어느 누

구와 함께 있든지 똑같이 행동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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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고 차

별적인 것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5.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바

란다

① ② ③ ④ ⑤ ○6 ○7

[사전 질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하가 평소에 자주 접속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로 쇼핑을 한다고 가정

하고, 아래 세 가지 쇼핑몰 주소 중 한 곳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직접 선택한 후, 해당 쇼핑몰 링크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

다. 쇼핑몰을 천천히 편안하게 둘러본 후,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쇼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최소 세 개 이상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것)

장바구니 이름
장바구니

아이콘

장바구니 페이지

배경 이미지
쇼핑몰 링크

1 “나의 장바구니”
https://jydong0122.wixsite

.com/ms-newyor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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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옷장”
https://jydong0122.wixsite

.com/ms-newyork1-2

3 “나의 드레스룸”
https://jydong0122.wixsite

.com/ms-newyork1-3

쇼핑을 마치셨으면 아래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을 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 드

립니다.

1. 귀하는 앞에서 체험한 온라인 쇼핑몰(‘MS.NEW YORK’)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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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가 선택한 쇼핑몰의 장바구니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3. 귀하가 쇼핑 과정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의 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개

4. 원피스 쇼핑에 이용한 장바구니에 대해,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

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쇼핑몰 내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

바구니에 접근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쇼핑몰 내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

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

① ② ③ ④ ⑤ ○6 ○7

4.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

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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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내가 담

은 제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6. 이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쇼핑 중

에도 내가 담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5. 원피스 쇼핑에 이용한 장바구니에 대해,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

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장바구니는 나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이 장바구니는 나의 취향이 반영

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이 장바구니는 나의 쇼핑을 위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4. 이 장바구니는 나를 위해 개인적

으로 준비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5. 이 장바구니는 나의 요구에 부합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7

6. 이 장바구니는 나의 관심에 부합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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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가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의 알파벳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Dress (        )

7. 귀하가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느낌을 가장 적절한 곳에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은

내 것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해 개인적인 소유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을 소유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7

4.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이 이미 내 것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7

5.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7

8. 귀하가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한 태도를 가장 적절한 곳에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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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은

구매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6 ○7

9.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

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9-1.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9-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

상

9-3.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학생 ④ 일반 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기타 (        )

9-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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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설문지 (유형 4)

안녕하세요,



122

저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패션마케팅 연구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동지윤입니다.

본 설문지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가지는

감정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 조사입니다. 조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귀하의 응답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진

행됩니다. 또한 수집된 귀하의 응답 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설문자료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솔

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패션마케팅 연구실 동지윤

(jydong0122@snu.ac.kr)

[사전 질문]

1. 귀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번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 5번 항목으로 이동

2. 귀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까?

월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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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께서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담아두거나 구매한 경

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4번 항목으로 이동 ② 없다 → 5번 항목으로 이동

4. 귀하께서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5. 다음 질문은 귀하의 자기해석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

이나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직접적이

고 솔직하게 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나는 친구나 부모님 등 어느 누

구와 함께 있든지 똑같이 행동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4.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특하고 차

별적인 것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5.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 바

① ② ③ ④ 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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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

[사전 질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귀하가 평소에 자주 접속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로 쇼핑을 한다고 가정

하고, 아래 쇼핑몰 주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을 천천히 편안하게 둘

러본 후,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쇼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최소

세 개 이상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것)

※ 쇼핑몰 주소: https://jydong0122.wixsite.com/ms-newyork4

쇼핑을 마치셨으면 아래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을 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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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에서 체험한 온라인 쇼핑몰(‘MS.NEW YORK’)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⑦ ⑦ ⑦

2. 귀하가 선택한 쇼핑몰의 장바구니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3. 귀하가 쇼핑 과정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의 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개

4. 원피스 쇼핑에 이용한 장바구니에 대해,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

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쇼핑몰 내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

바구니에 접근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쇼핑몰 내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

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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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

① ② ③ ④ ⑤ ○6 ○7

4. 쇼핑하는 동안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

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5. 이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내가 담

은 제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6. 이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쇼핑 중

에도 내가 담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7

5. 원피스 쇼핑에 이용한 장바구니에 대해, 아래 제시된 문장에 대하여 동의하

는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장바구니는 나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이 장바구니는 나의 취향이 반영

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이 장바구니는 나의 쇼핑을 위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4. 이 장바구니는 나를 위해 개인적

으로 준비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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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장바구니는 나의 요구에 부합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7

6. 이 장바구니는 나의 관심에 부합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7

6. 귀하가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의 알파벳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Dress (        )

7. 귀하가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느낌을 가장 적절한 곳에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은

내 것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해 개인적인 소유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을 소유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7

4.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이 이미 내 것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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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7

8. 귀하가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에 대한 태도를 가장 적절한 곳에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7

2.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7

3. 장바구니에 담은 첫 번째 제품은

구매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6 ○7

9.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

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9-1.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9-2.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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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귀하의 직업은?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학생 ④ 일반 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기타 (        )

9-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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