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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트위터와 페이스북, 싸이월드로 대표되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

지만 스마트폰의 급성장과 함께 빠른 속도록 

사용자가 증가하여 보편화 되었다. 페이스북 사

용자수는 일간 이용자수가 12억명이 넘었고 국

내 카카오스토리 서비스는 개시된 지 불가 몇 

달 만에 2천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친

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모르는 다

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

동이 수동적인 형태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

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반응도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구전 마케팅의 기

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 (co-creator)

의 역할로 변모하고 있다(Jahn and Kunz,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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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사이버대학교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jumin04@gmail.com(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mjcha32@gmail.com(교신저자)



｢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제1호, 2018년 3월

- 22 -

중 페이스북은 전 세계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

에서 가장 선호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채널이

다. 그 중 팬페이지(Fan page)는 페이스북에서 

브랜드와 고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페이스북에서 해당 팬

페이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페

이지의 ‘팬’이 되고, 팬이 된 사실은 프로파일

에 등록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지게 된다. 

또한 팬페이지에 새로운 컨텐츠가 등록되면 팬

들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자동적으로 포스트 

된다. 팬페이지에서 팬들은 팬페이지 글에 댓글

을 달거나 다른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팬페이지는 단순한 기업 홍보나 마

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발전되고 있다(Ruiz-Mafe, 

C. et al., 2014).

팬페이지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마찬가

지로 브랜드 관리자뿐만 아니라 팬들의 적극적

인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팬

들이 팬페이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꾸준

히 팬페이지를 방문하고 ‘좋아요’ 등의 응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특정 

대상에 대한 책임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개념으

로, 유형, 무형의 대상에 대해 비록 내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나의 것’이라는 소유감을 느끼는 

감정적, 인지적 상태(Beggan, 1992; Pierce et 

al., 2003)를 말한다. 조직 분야에서는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며, 

조직 내에서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업무에 대한 

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Dyne and Pierce, 2004; Mayhew et 

al., 2007; Brown et al., 2014). 예를 들어 회사

를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회사를 자신의 인

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질감 속에 소유에 

대한 감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형수 등, 

2010). 조직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뛰어넘어 정서적인 애착

을 형성한다(Dyne and Pierce, 2004). 한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하이텔, 천리안 등

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나우누리가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인터넷 대

형 포털에 의해 폐설될 위기에 처했었다. 나우

누리 동호회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나우누리 

살리기 모임’을 개설하고 폐설을 막기 위한 노

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동호회원들의 행동은 

나우누리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에 의한 애착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심리적 주인의식 연구

들은 온라인 환경보다는 오프라인 환경을 중심

으로 연구되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관

한 연구도 존재하지만 (Lee and Suh, 2015) 다

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러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검증한 논문이 부족

하다. 특히,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의 조직 환

경과는 달리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약하고 강제

성이 강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발적인 참여 없

이는 커뮤니티 존재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심리

적 주인의식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팬페이지는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달

리 페이스북 상에 존재하는 소셜네트워크 기반

의 브랜드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팬페이지의 팬들은 페이스북 상에서 이미 친구

들을 보유한 상태로 팬페이지를 사용하기 때문

에 입소문 활동이 용이하며 그 영향도 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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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팬들이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팬페이지에 반응을 하고 친구들에게 추

천을 하는 것은 팬페이지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또 다른 형

태인 팬페이지 환경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발

생하게 하는 요인들과 심리적 주인의식이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제시하려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페이스북의 팬페이지 연구

페이스북은 일간 12억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인 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페이스북의 이용 동기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용

자들은 관계유지, 시간 보내기, 가상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동료의식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

을 이용하고 있으며(Sheldon 2008; 김유정 

2011) 다양한 동기유발 요인들 중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관계유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자본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된 논문에서는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 인

지된 자기표현, 예상된 긍정적 감정이 페이스북 

상에서 공유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용자가 보유한 사회자본이 교량적

(bridging)이냐 결속적(bonding)이냐에 따라 공

유의도에 달리 영향을 준다고 분석되었다 (박

경인. 조창환, 2014).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크기와 유형에 따라 세

대별로 차이가 있다 (황윤용 등 2015). 개인적 

속성 관점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

라 이용 형태 (정보 검색, 정보확산, 정보 생산)

와 몰입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최예

나, 황하성, 2016). 또한 외향성, 자기노출, 자존

감 등은 SNS를 통한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고 있다 (김봉석, 박상미, 2013). 

페이스북의 주된 기능이 친구와의 소통이지

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페

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는 주로 기업이

나 단체가 생성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좋아

요’를 누른 사람들은 ‘팬’이 되어 정보나 소식

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기업 블로

그나 브랜드 커뮤니티와는 달리 브랜드와 관련 

없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 팬들

이 ‘좋아요’나 ‘댓글’ 등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피력하면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친구들

에게 전달되거나 노출이 되어 높은 구전효과를 

유발한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페이스북 이용

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들이 개설하는 팬

페이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다. 이수범과 김남이(2012)는 FCB 그

리드 모델을 기반으로 팬페이지에 주로 활용되

는 게시물 유형과 제시 방식 (텍스트, 동영상 

등), 이에 대한 고객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최재원 등(2014)은 사용자의 내외적 특성에 따

라 팬페이지의 지속사용 의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현아 등(2016)은 맥도널드와 같은 글

로벌 기업의 팬페이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

하기도 하였다. 또한, 쌍방향 소통과 사회관계

를 이용하여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팬페이지는 정서적 소통목적

의 메시지가 낮으며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그

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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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기도 하였다 (성민정, 조정식, 2016). 그 외

에도 팬페이지에서 기업에 대한 감정적 애착

(Sas et al.,  2009), 프로모션에 대한 참여의도

(Lee et al., 2012), 게시물의 인기(De Vries et 

al.,  2012),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팬페이지의 

기여 (Jahn and Kunz, 2012), 언어심리학적 특

성에 따른 사용자 반응(이지원, 안형준, 2016)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현재 팬페이지 연구들은 팬페이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의 특성, 기업의 운영

에 따른 이용자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

만 코카콜라, 스타벅스 등 성공적인 팬페이지에

서 관찰할 수 있듯이, 팬페이지는 단순히 홍보 

차원의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위한 진행하는 공

간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을 이끄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팬페

이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Muniz and  

O'Guinn, 2001; Ruiz-Mafe et al., 2014). 본 연

구에서는 팬페이지를 온라인 커뮤니티 관점으

로 접근하고자 하여, 어떻게 팬들이 팬페이지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며 심리적 

주인의식을 통한 로열티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

해 연구한다. 

2.2 심리적 주인의식 

사람들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다양한 

것들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Pierce et 

al.(2001)는 이러한 심리적 주인의식에 관한 이

론을 제안하고 심리학, 사회학, 철학, 조직행동

들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합

하여(Pierce et al,. 2003) 심리적 주인의식의 차

원, 경로, 그리고 심리적 주인의식으로 인한 결

과적 행동에 대해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 포괄

적인 이론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심리적 주

인의식의 항목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특정 대상을 ‘내 것’ 또는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

는 감정적-인지적 구성요인(cognitive-affective 

construct)으로, 특정 대상에 소유의 감정, 그리

고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Beggan, 1992; Pierce et al., 2003; Pierce et 

al., 2001). 사람들은 법적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목표 대상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진다. 이러한 

심리적 주인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직, 직

무, 동료, 부하 등 자신이 소유한다고 느끼는 대

상으로 다양하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도 조직수

준에서 개인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책임감(sense of responsibility), 

소속감(sense of belongingness), 자기정체성

(self-identity)의 네가지 주요한 동인에 의해 그

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본다(Pierce et al., 

2001; Avey, 2009).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개념으로, 나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개인의 심리적 요소로서 자기효능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직무나 과정, 절차 등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촉진시킨다. 다시 말해, ‘나

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 책임

도 질 수 있다’는 태도가 심리적 주인의식을 갖

게 되는 근본 요인이다. 조직 구성원은 다른 구

성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

끼는데, 이러한 책임감은 심리적 주인의식의 중

요한 구성개념이 되며, 높은 수준의 심리적 주

인의식을 갖는 경우 자기희생적 행동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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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Avey et al., 2009). 소속감은 장소나 대

상에 대해 느끼는 절실한 욕구 중 하나로서 단

순한 물질적 욕구를 넘어선 근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Pierce et al., 2001). 이와 같은 소속

감은 자신이 속한 조직, 부서, 업무 등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조직 속의 소속 욕구가 충족

됨으로써 주인의식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정체성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것

으로, 소속된 조직이나 조직의 목표와 같은 유

형, 무형의 대상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정체성

을 수립하고 이러한 대상에 대한 주인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해당 대

상을 확장된 자아로 보게 된다(Ashforth and  

Mael, 1989).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팬페이지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은 팬페

이지가 ‘내 것’이라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정

의한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책임

감을 강화시켜 조직 및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

도를 형성하고(Pierce et al., 2001; Dyne and  

Pierce, 2004) 근무태만과 이직을 감소시킨다

(추대엽, 정유경, 2010). 또한 직무 만족도, 시민

행동 등에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만든다

(Dyne and Pierce, 2004; Mayhew et al., 2007). 

최근까지도 조직환경에서 직원 대상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

나 온라인 환경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주재훈과 신민석(2016)

은 심리적 주인의식이 구전활동이나 불매운동

과 같은 고객참여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

한 것은 비즈니스 생태계에 따라 영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Lee와 Suh(2015)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율성(autonomy)과 자

기불일치(self-discrepancy)가 심리적 주인의식

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Karahanna et 

al.(2015)는 효능감에 대한 필요, 장소보유의 필

요, 자기정체성의 필요에 의해 심리적 주인의식

이 생기며 이러한 심리적 주인의식으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온라인 환경 중 소셜네트워크 서비

스상의 브랜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특수한 환

경에서 생성되는 심리적 주인의식의 영향요인

들과 결과요인들에 대해 초점을 둔다. 

2.3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

팬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고객와 

팬페이지의 브랜드 마케터간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브랜드 상호작용)과 팬페이지 내의 고객

들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고객간 상호작용)으

로 나눌 수 있다. 

2.3.1 브랜드 상호작용 

팬페이지는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브랜드 마케터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게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Chan and Li, 

2010). 소비자들은 포스팅 글에 댓글을 달아 자

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브랜드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기업에 제

공한다. 이렇듯 팬페이지에서는 브랜드 마케터

가 제공하는 정보만큼이나 고객의 참여로 인해 

생산된 내용이 팬페이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

치 창출 요소가 된다. 

브랜드와 고객의 상호작용은 고객참여 행동 

연구들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Rodie and 

Kleine(2000)은 고객참여 행동을 고객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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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와 인지적 노력과 같은 정신적 투입

(mentainputs), 고객의 유형 자산이나 육체적 노

동과 같은 물리적 투입(physical inputs), 직원 

및 다른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감정적 투

입(emotional inputs)으로 구분하였다. 팬페이

지에서 고객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브랜드 마케터의 글을 읽고 상호작용을 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 브랜드 상호작용이란 팬페이지를 통

해 고객이 고객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여 적

극적으로 같이 창조해가는 행위로 정의한다

(Prahalad and Ramaswany, 2004). 이것은 고객

을 단순히 구매자를 넘어서, 공동 생산자, 공동 

가치 창출자 관점에서 역할을 정의하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 (Merlo et al., 2014; Moore 

et al., 2005; Wind and Rangaswamy, 2001; 

Beatty et al., 1996). 

브랜드와 소비자간의 상호작용활동을 자원

교환이론(resource exchange theory) (Foa, 

1971) 관점에서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안에

서 소비자들은 제품, 서비스, 경험, 정보, 애정 

등 다양한 자원을 서로 주고 받고 있다. 브랜드 

마케터는 정보나 이벤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을 토

대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서로간의 동료애와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자원교환

이론(Foa, 1971)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커뮤니

티를 통해 많은 자원을 제공받으면 받을수록 

이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

로 그들의 자원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

호작용활동이 증가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지고(유철우, 최영찬, 2009), 고객

의 체류시간은 증가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발

하게 됨으로써 커뮤니티의 매력도, 애호도, 수

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소영, 주영

혁, 2001). 고객 참여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은 

심리적 주인의식을 느끼고(주재훈, 신민석, 

2015), 심지어 불매운동과 같은 부정적인 참여

활동을 한 소비자들도 소속감을 얻고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고 하였다(Sen et al. 2001). 

Wind and Rangaswamy(2001)는 고객이 브랜

드나 서비스에 대해 피드백이나 의견을 제공함

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의 만족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atty et al. (1996)는 고객의 

공동 생산자 역할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도와주어 기

업의 로열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3.2 고객간 상호작용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의 고객간

의 관계는 소셜네트워크의 구조와 참여자의 익

명성, 평등적인 지위 특성때문에 전통적인 오프

라인 고객간의 관계와는 다르다(Peters et al., 

2013).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은 개인

의 특수성보다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특

성을 중요하게 부각시켜 커뮤니티 정체성을 강

화시킨다(Potmes et al., 1998; 이윤재 등, 

2013).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 보장은 

불특정 다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커뮤

니티 안에서 사회적 지위 등에 기인한 영향력

을 배제하여 평등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보다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다양한 의견을 

가능하게 하였다(이윤재 등, 2013). 오프라인에

서는 다른 고객에게 다소 호감이나 불만이 있

더라도 공공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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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

이 보장되므로 다른 고객에 대한 불만을 보다 

쉽게 토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즉,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할 수 있다.  

Sicilia and Palazón(2008)는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회원들 간의 상호교류는 사회정체성과 

동료애를 공유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팬페

이지와 같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토대

로 형성된 커뮤니티 안에서 소비자간 브랜드에 

대한 그들의 정보, 지식을 공유하면서 특정 브

랜드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강화시킬 수 있

다(Zaglia, 2013). 또한 팬페이지를 통해 사용후

기, 의견, 추천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소비자

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까지 해주면서 

특정 회원들간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 회원의 무례한 댓글이나 

팬페이지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쾌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불쾌한 경험을 한 

회원은 불만을 해당 팬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로하거나 브랜드 마케터에게 이야기하고 해

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

여주기도 한다. Potmes et al.(1998)는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

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Anderson and Agarwal(2010)은 온라인 커뮤니

티 사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많은 활

동을 통해 통제나 소유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

기정체성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는 대상에 

대해 심리적 애착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심리적 주인의식 느낀다고 주

장하였다. 

2.4 고객로열티

기업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의 참

여를 유도하고 로열티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벤

트나 프로모션 실시, 피드백 제공 등 다양한 노

력을 시도하고 있다. Oliver(1999)는 로열티를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래에도 재구매

하려는 의지를 가진 몰입으로 정의하였다. 

Chaudhuri and Holbrook(2001)은 브랜드 충성

도를 재구매 의지를 나타내는 구매 충성도와 

브랜드에 대한 몰입의 수준을 나타내는 태도적 

충성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신제품을 구입하기 위

해서 매장입구에서 밤새 기다리는 애플제품의 

팬들이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한 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객로열티는 특정 팬페이

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복 사용

하려는 의도인 지속사용의도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려는 ‘추천의

도’의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이유재, 

이청림, 2007).

Oliver(1999)는 브랜드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서 소비자가 해당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다

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료애를 느끼며 

같이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제품에 대한 몰입

까지 높아진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브랜드까지 

확장하여 동일시하는 최상의 고객 로열티를 가

지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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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커뮤니티 안에서 구성원들과 상호 소통을 

하고 브랜드 가치, 정서, 문화를 공유하면서 브

랜드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연계해 

나간다(Dutton et al., 1994; Pérez, 2009). 이러

한 심리적 연계성과 감정적 애착이 강화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해당 브랜드까지 포

괄하여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Belk, 1988; 

Klein et al., 2004). 이러한 경우 브랜드 마케터

의 노력이나 통제가 필요없이 소비자 스스로 

브랜드에 충성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가 타 브

랜드의 접근을 막아서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며 

주위 사람에게 홍보까지 하게 된다(Bhattacharya 

and Sen, 2003; Oliver, 1999). Chan and Li 

(2010)은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회원들과 상호 작용

을 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를 충족시켜 

고객로열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종필(2013)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커뮤니티 고

객참여행위는 브랜드 커뮤니티의 이용몰입을 통

해 고객로열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Moore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온라

인 커뮤니티 고객간의 상호작용은 로열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3.1 연구 가설

3.1.1 팬페이지 친숙성과 심리적 주인의식 

Pierce et al.(2001)은 대상에 대한 친숙함

(coming to immediately know the target)을 통

해 심리적 주인의식이 생긴다고 하였다. 사람들

은 해당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대상에 대해 친 해 지고 관계가 깊어지며

(Pierce et al., 2003), 활발한 참여와 연계를 가

질수록 심리적 끈이 만들어져서 소유의 감정을 

갖게 된다(예: Beggan 1992). James(1890)은 

소유에 대한 감정은 가까이 지내고 알아가고 

경험해 가면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팬페이지의 경우, 팬페이지를 자주 방문해서 

팬페이지의 글을 읽고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

이면서 참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팬페이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컨텐츠의 내용과 형식, 상호작

용 분위기 등 해당 팬페이지의 환경과 대화 분

위기에 친숙해지게 된다. 이렇게 팬페이지에 대

해 알아가고 친숙해질수록 고객들은 팬페이지

에 대해 깊은 심리적 끈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하였다. 

가설 1 : 팬페이지에 친숙할수록 심리적 주인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3.1.2 상호작용과 심리적 주인의식

사람들은 특정 대상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

면 그 노력이 대상물에 반영되어 자신의 노력

이 그 안에 같이 존재한다고 느끼게 된다. 즉,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투자할수록 소유

욕은 더 커진다(Rochberg-Halton, 1984). 그러

므로 대상에 대한 투자 정도는 심리적 주인의

식을 생성하는 중요한 경로로 인식되어 왔다

(Pierce et al., 2001, 2003).

팬페이지 팬들은 마케터의 글을 읽고 ‘좋아

요’ 버튼을 누르거나 ‘공유’ 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다. 

해당 글에 대해 댓글을 달고 ‘@tag’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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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친구를 소환해서 해당 글을 읽게 하기도 한

다. 또한 팬들은 마케터의 글과 관련된 사용후

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렇듯 팬들은 팬페

이지를 통해서 공동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브

랜드에 대한 통제나 관리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타임라인

에 표시가 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지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 그래서 브랜드 상호작용

은 더욱 자신과 팬페이지간의 정체성을 일치시키

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자아와 팬페이지가 일

치가 되면 될수록 심리적 주인의식은 증대될 것

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팬페이지에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브랜드와 고객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심리

적 주인의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 : 브랜드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심리

적 주인의식은 커질 것이다.

팬페이지는 브랜드 운영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브랜드를 공유하는 팬들이 

모인 커뮤니티이다. 팬페이지에서는 타 고객들

이 작성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

글에 대해 ‘좋아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제품 상담, 혹은 제품 활용방안에 

아이디어 제시, 사용 후기 등 현실적으로 필요

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고객들간의 질의를 주고 

받기도 한다. 해당 팬페이지에서 마음이 맞는 

고객이나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만나 친구를 

맺기도 한다.

이렇듯 팬페이지에서 타 고객의 글을 읽고 

반응하고 친구를 맺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글

을 읽고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소모하게 되며 이러한 고객들간에 상호 교

류를 통해서 팬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

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 고객들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주인의식은 커질 것이다.

3.1.3 심리적 주인의식과 로열티 

조직에서는 직원이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질 

때, 기업성과가 향상된다(Avey et al., 2009; 

Brown, 1989; Dyne and Pierce, 2004).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고객은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서 

기업활동의 공동 가치 창출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분적으로는 종업원 역할을 수행한

다(Mills and Morris, 1986). 특히, 팬페이지와 

같이 자발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고 

브랜드 관련 정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

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팬페이지의 컨

텐츠에 영향을 줌으로써 브랜드 커뮤니티의 관

리자 역할을 브랜드 마케터와 공유한다. 

Kamleitner and Feuchtl(2015)은 심리적 주인의

식은 애착과 태도에 변화를 주어 소비자 행동

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팬페이

지에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진 회원은 로열티를 

가지고 팬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더 나

아가 주위의 지인들에게 팬페이지를 적극적으

로 추천할 것이다.  

가설 4 : 심리적 주인의식이 증가할수록 팬페

이지 지속사용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5 : 심리적 주인의식이 증가할수록 팬페

이지 추천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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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주인의식 이론을 기반

으로, 페이스북의 팬페이지에서 심리적 주인의

식을 일으키는 경로와 심리적 주인의식과 고객

로열티간의 관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도출된 

구성개념들과 앞에서 수립된 가설들을 정리하

면 <그림 1>과 같다.

Ⅳ. 연구 방법 

4.1 자료 수집과 표본 특성분석 

본 연구는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각 변수

의 설문문항을 작성한 다음 팬페이지를 이용하

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3 39.9%

팬페이지 
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72 34.4%

여자 126 60.1% 제조업 59 28.2%

연령

10대 23 10.9%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5 12.0%

20대 105 50.5%
도매 및 소매업 15 7.2%

30대 53 25.2% 정보통신․방송 12 5.7%

40대이상 28 13.4% 교육서비스 6 2.9%

하루 평균 
페이스북
 사용시간

10분이내 55 26.2% 기타 20 9.6%
10분이상 
30분미만

78 37.1%

30분이상  
1시간미만

49 23.3%

1시간이상 28 13.4%

<표 4> 표본 특성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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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설문에 응답한 설문자들 중 유효한 응답

자 총 2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는 39.9%, 여자는 60.1이고, 10

대 10.9%, 20대 50.5%, 30대가 25.2%, 40대 이

상 13.4%였다. 하루 평균 페이스북 이용시간은 

10분이상 30분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해

당 팬페이지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87.8%가 

10분 이하였다. 팬페이지는 스타벅스, 베스킨

라빈스와 같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34.4%로 가

장 많았고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28.2%, CGV나 CJ E&M 등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12.0% 이었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항목 

본 연구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팬페이지를 

나의 것이라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

였으며 기존 심리적 주인의식 문헌에서 제시된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팬페이지에 맞게 수정하

였다(Pierce et al., 2001; Avey et al. 2009; Lee 

and Suh 2015). ‘나는 이 팬페이지에 소속되었

다고 느낀다’, ‘나는 팬페이지의 운영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등 총 10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팬페이지 친숙도는 

‘팬페이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

고 ‘팬페이지의 분위기에 친숙하다’ 등 5개 측

정항목을 사용하였다(Park and Ressig, 1981). 

브랜드 상호작용은 ‘고객이 자신의 경험과 의

견을 팬페이지 관리자와 공유하여 같이 가치를 

창조해가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고객간 상호작

용은 ‘팬페이지의 팬들간에 경험과 의견을 공

유하여 가치를 창조해 가는 행위’로 정의하였

다(Prahalad and Ramaswany, 2004). 브랜드 상

호작용의 경우 ‘마음에 드는 내용에 대해 ‘좋아

요’ 버튼을 누른다’, ‘포스팅 글에 댓글을 적는

다’ 등 5개 측정항목을 이용하였고, 고객간 상

호작용의 경우 ‘팬페이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과 친구관계를 맺는다’, ‘팬페이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댓글을 단다’ 등의 세 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팬페이지 지속사용는 ‘앞으로도 

팬페이지를 방문할 것이다’를 포함한 5개 항목

을 사용하였고 팬페이지 추천은 ‘이 팬페이지

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다’를 포함한 

5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Ⅴ. 연구 결과

5.1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정하기에 앞서 

신뢰성과 타당성평가를 위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IBM SPSS 22.0을 사용하여 신

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

은 크론바하 알파(Crombach's alpha) 값을 측정

하였고 기준값이 보통 0.6 이상임을 확인하였

다 (Nunnally and Bernstein, 1994).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이용하였고 주성분분석과 직교회

전방식에 의한 고유값이 ‘1’이상이 요인만을 선

택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이

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0.5 이

하인 값들을 제외하였고, 나머지 요인으로 구성

개념들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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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et al., 2006). SmartPLS 2.0을 이용하여 평균

분산추출(AVE), 복합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 값을 살펴보았다. AVE값은 모

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도 0.7 이상으

로 기준을 충족하였다(Chin and Dibbern, 

2010).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판별타당성 분석은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AVE의 제곱근 값이 각 요인들의 상관계

변수 문항 평균 표 편차 요인 재값 크론바하 알 AVE CR

PF
PF2

2.81 1.10
0.79

0.85 0.64 0.84PF4 0.84
PF5 0.79

BI

BI1

3.14 0.90

0.73

0.78 0.66 0.79
BI2 0.79
BI3 0.77
BI4 0.80

CCI
CCI1

1.67 0.88
0.85

0.70 0.64 0.84CCI4 0.68
CCI5 0.87

PO

PO1
PO1

2.73 1.24
0.91

0.81

0.83 0.91
PO2 0.91

PO2
PO3

2.33 1.16
0.93

0.87 0.93
PO4 0.93

PO3
PO5

2.28 1.10
0.92

0.84 0.91
PO6 0.92

PO4
PO9

2.00 0.92
0.85

0.72 0.84
PO10 0.85

ICU
ICU1

3.12 1.27
0.93

0.94 0.89 0.96ICU2 0.94
ICU3 0.96

REC
REC1

2.69 1.23
0.91

0.86 0.79 0.92REC2 0.92
REC3 0.83

* PF: 팬페이지 친숙성, CBI: 브랜드 상호작용, CCI: 고객간 상호작용, PO: 심리적 주인의식, ICU: 팬
페이지 지속사용, IR: 팬페이지 추천

<표 2> 변수들의 신뢰성 평가

 PF CBI CCI PO1 PO2 PO3 PO4 ICU IR

PF 0.80 　 　     　 　

CBI 0.049 0.81 　     　 　

CCI 0.20** 0.29** 0.80     　 　

PO1 0.41** -0.01 0.25** 0.91      
PO2 0.28** 0.00 0.35 0.30** 0.93     

PO3 0.32** 0.12 0.42** 0.29** 0.43** 0.92    

PO4 0.29** 0.05 0.34** 0.29** 0.41** 0.48** 0.85   

ICU 0.54** -0.02 0.09 0.24** 0.23** 0.24** 0.31** 0.94 　

IR 0.56** 0.08 0.23** 0.38** 0.35** 0.34** 0.39** 0.56** 0.89

참고: 대각선 값은 AVE 제곱근임.
**: p < 0.01

<표 3> 별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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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다 크므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

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5.2 구조모형 분석과 가설검증 

본 연구는 SmartPLS 2.0을 이용하여 구조방

정식모형 내 변수들간의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

의성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는 <표 4>와 같다. 

팬페이지 친숙성(β=0.37, t=4.02, p<0.01)과 

고객간 상호작용(β=0.41, t=3.67, p<0.01)은 심

리적 주인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과 가설 3). 하지만 브랜드 상호

작용(β=-0.03, t=0.34, p<0.01)은 심리적 주인의

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가설2). 

심리적 주인의식은 팬페이지 지속사용(β

=0.39, t=4.68, p<0.01)과 팬페이지 추천 (β

=0.50, t=5.96,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와 가설 5). 이는 심

리적 주인의식이 고객들의 로열티 행동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가설 1 PF →  PO 0.37 4.02　

가설 2 BCI →  PO -0.03 0.34

가설 3 CCI →  PO 0.41 3.67

가설 4 PO → ICU 0.39 4.68

가설 5 PO → IR 0.50 5.96

<표 4> 가설검증 결과 

<그림 2> 연구결과



｢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제1호, 2018년 3월

- 34 -

Ⅵ. 연구 결론

6.1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팬페이지에 대한 심리적 주인

의식의 선행요인과 고객로열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SmartPLS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팬페이지에 친

숙하고 고객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심리적 주

인의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

한 심리적 주인의식은 팬페이지의 지속적인 사

용을 유도하고 해당 팬페이지를 추천하는 로열

티 행동으로까지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브랜드 상호작용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유의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관계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뢰란 기꺼이 믿고 의지하

려는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Mayer et al., 

1995; McKnight et al., 1998). 신뢰는 신뢰특성

에 따라서 제도적 신뢰와 개인 성향적 신뢰로 

나눌 수 있다(McKnight et al., 1998). 팬페이지

를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조직차원으로 볼 때 

브랜드 마케터와 팬들간의 신뢰는 조직과 구성

원간의 형성되는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에 해당된다(Cook and Wall, 1980). 제도

적 신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개인과 기관간

의 신뢰의 이면에는 기대하는 이득에 대한 인

지적인 계산 구조가 내재된 계산적 신뢰

(Wrightsman, 1991)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

자는 브랜드 마케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의 

이익에 편향된 정보로 인지함으로써 진실성과 

신뢰성을 낮게 부여하여 심리적 애착관계인 심

리적 주인의식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가능

성이 있다.

반면 고객간의 신뢰관계는 개인 성향적 신뢰

에 해당한다(McKnight et al., 1998). 개인 성향

적 신뢰는 개인간에 자애로운 도움을 주고 받

음으로써 신뢰를 형성해 간다(Bowlby, 1982).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의견은 개인적 이

익을 배제하고 소비자인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 제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진실성을 

부여하고 신뢰함으로써 고객간의 상호작용은 

심리적인 주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6.2 연구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팬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심리

적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심

리적 주인의식을 통한 로열티 행동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 기여한

다. 첫째,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대상을 오프

라인의 조직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확대하여 적

용하였다. 기존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관한 연구

들은 오프라인의 조직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

어서 온라인 환경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의 새로운 형태인 팬페이지를 대상으로 심리적 

주인의식 이론을 실증 분석하여 그 영역을 확

장하였다. 

둘째, 팬페이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심리적 

주인의식의 영향요인을 팬페이지 관점에서 재

정립함으로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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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커뮤니티는 해당 브랜드의 홈페이지 내

에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팬페이지는 

제 3자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제

공되므로 기존 커뮤니티와는 차이가 있으며, 다

양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교류하는 자유로운 

공간인 페이스북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팬페이지에 대해 심리적 주인의식 이론

의 경로들을 적용하여 해당 커뮤니티 환경의 

친숙정도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요인들

을 도출해 내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팬페이지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팬페이지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지에 대한 결과요인을 도출하여 심리적 주인

의식의 결과적 요인을 확장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고객참여 행동을 이끈다

고 제시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팬페이지를 추천하

거나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요인들은 ‘온라

인 커뮤니티’라는 관점과 ‘소셜네트워크 환경’

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 이유는 온

라인 커뮤니티의 존속이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

용과 연관이 되며, 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추

천의도는 소셜네트워크 환경에서 일어나는 소

셜 마케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러한 심리적 주인의식이 팬들에게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팬페이지를 운영하는 브랜드 마케

터들에게 실무적으로 기여한다. 현재 많은 기업

들이 팬페이지를 이벤트 홍보나 신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한정지어 운영이 되다 보니 팬

페이지 활성화나 효과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

고 있다. 이러한 운영 형태는 고객들이 주인의

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활성화 되게 하기 보다

는 이벤트에 즉흥적으로 반응하여 단기적인 이

익을 취하는 '체리피커'로 만들고 있다. 브랜드

와 고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바

이럴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고객들이 팬페이지에 대한 심리

적 주인의식을 갖고 팬페이지에 친숙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브랜드와의 상호작용보다는 팬들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심리적 

주인의식을 높이는 거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을 통해 팬페이지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이 

생긴다면 고객들이 해당 팬페이지를 지속적으

로 이용하고 타 고객들을 팬페이지로 유입하게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

라인 커뮤니티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팬

페이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외에도 기

업 트위터,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 네이버 밴

드 기업용 페이지, 기업의 유튜브 활용 등 고객

과 소통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여

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형태에 따라 기업과 고객간의 

상호작용 및 고객간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 주인의식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

셜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검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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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고객간의 상호작용을 댓글이나 

친구맺기 등의 행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객간 상호작용의 목적 측면

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 목적을 사회적 측면, 실용

적 측면, 쾌락적 측면 등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마케터들이 어떤 측면의 고객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팬페이지에 대

한 심리적 주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호작용이외에도 기업의 평판 및 명예, 소비자 

특성 등 다른 측면의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팬페이지에 대

한 심리적 주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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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utes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the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on Customer Loyalty in Fanpage of 

Facebook 

Lee, Ju-Min․Cha, Min-Jung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at the routes of psychological ownership in Fanpage and the effect of 

psycholoigical ownership on customer loyalty based on psychological ownership theory. Fans are 

customers who clicked ‘Like’ on the fan page. These fans have a lot of friends on Facebook, so 

the word-of-mouth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online commun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fans to have psychological ownership, actively responding to the fan pages, and recommending 

them to friends. However, previous social network service studies have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ownership. In this study, we examine what factors can increas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show that customer loyalty can be enhanced through psychological ownership.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npage Familiarity, 

Interaction(Customer-Brand interaction and Customer-customer interaction), Psychological 

Ownerhisp, and Customer Loyal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martPLS2.0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in the research model.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Fanpage Familiarity and Customer-customer interaction is positively 

related with Psychological Ownership. However, Customer-Brand interaction did not influence 

Psychological Ownership. Psychological Ownership has a positive impact on Intention to Continue 

Using Fanpage and Recommend.

Keyword: Psychological Ownership, Customer Loyalty, Customer-Customer Interaction, 

Facebook, Fanpage

* 이 논문은 2017년  1월  9일 접수, 2018년  1월  11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