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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online shopping cart based on the theory of psy- 
chological ownership. This study created experimental stimuli similar to the actual fashion website in order to 
derive the exact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of participants. To test the hypotheses, four experimental 
groups of 2 (personalization: high / low) × 2 (accessibility: high / low) were formed with between-subject de- 
sign. We selected 201 women in 20-30s as participants and they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after experi- 
encing website stimuli.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prog- 
ram.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personalization of an online shopping car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fashion product in the cart is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ain effect of personalization of cart on con- 
sumer's psychological ownership was confirm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path of personalization of the online 
shopping cart to purchase intention through psychological ownership was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ension of online shopping cart research and provide suggestions to recognize the impor- 
tant role of psychological ownership in increasing the purchase conver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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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해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쇼핑시장의 규모는 거대해

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미디어 환경

에 발맞추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 또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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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80조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0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9). 이에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

비행동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

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쇼핑카트는 소매상이나 대형 유

통업체가 소비자가 즉각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

품을 모으고 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물리

적인 도구인데 반해,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

공하는 온라인 장바구니는 구매 전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자연스럽게 담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가

상의 공간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리테일러

는 소비자의 구매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가상의 

카트를 제공하는 반면, 소비자는 즉각적인 구매를 위

해 제품을 담아 두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온라

인 장바구니를 활용한다(Close & Kukar-Kinney, 2010).

온라인 장바구니는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고려 대

안군(consideration set)을 시각적으로 형성해주는 도구

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이

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 기

능으로 인해 구매 없이 단순히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

아두는 새로운 소비자 행동이 생기고 온라인 구매의

사결정 과정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에 대한 확인과 장

바구니 비축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소비자 중 

60~75%는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 장바구니를 포기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온라인 패션점포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Baymard Institute, 2019). 이에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conversion rate), 즉 결

제율을 높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잠재적인 온라인 

구매자가 결제하기 전 장바구니를 포기하는 원인을 파

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oggio(2016)에 따르면, 

소비자의 37%는 타 웹사이트와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

서 장바구니를 이용한 후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품을 

포기하고, 36%의 소비자는 주문시점에 재정적으로 여

유가 없어서 장바구니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고 결제까지 이어

지지 않는 일반적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리테일러 차

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보시스템 인프라

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며 특히 온라인에서

의 소비자 행동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 사용과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

매의사결정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리테일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최근 장바구니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으로 소

비자가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아둔 제품을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소셜 미디어 광고 등의 형태로 다시 노

출시키는 리타겟팅(retargeting) 광고가 활발히 전개되

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효

과적일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 장바구니 관련 연구는 Rajamma et al.(2009)

의 연구를 시작으로 소비자가 온라인 장바구니를 포기

하게 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선행변수를 

제안하거나(Kukar-Kinney & Close, 2010), 소비자가 온

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동기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Close & Kukar-Kinney, 2010). 하지만, 온라

인 장바구니가 지니는 학문적 및 실무적 중요성을 감

안했을 때, 온라인 장바구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상황이며 특히 패션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패션소비자의 온라인 장바구니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리적 소유감은 법적,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으로(Pierce et al., 2003) 특정 대

상에 대해 형성된 심리적 소유감은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ussila et al., 2015). 제품의 실질

적인 소유 없이도 단순한 접촉이나 상상만으로도 심

리적 소유감이 유발될 수 있으며(Peck & Shu, 2009) 소

셜 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개인의 가상공간에 대해서

도 소유감을 느낀다(Lee & Chen, 201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에 대해서도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이 형성되면 제품 가

치 평가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

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

화와 접근성의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

다. 이용자의 관심과 선호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화는 이용자에게 관여도를 높여주고(Kalyanara- 

man & Sundar, 2006),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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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 만족도와 구매의도를 높여준다(Song & Zink- 

han, 2008). 또한 대상에 대한 노출 정도를 의미하는 접

근성은 반복 노출로 인해 친숙성을 느끼게 하여 호감

이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hapiro et 

al., 1997). 심리적 소유감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

정 대상에 대하여 통제감, 친밀성, 자기투자를 경험할 

때 심리적 소유감을 느끼게 된다(Jussila et al., 2015). 개

인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통제감과 자기투자를 경험

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소유감을 높이고(Kalyanaraman 

& Sundar, 2006), 반복 노출에 따라 강화된 접근성은 친

밀성을 유발하여 심리적 소유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

(Rantanen & Jussila, 2011). 이용자 맞춤형 웹페이지나 

배너 광고와 같이 최근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인화와 접근성을 온라인 장바구니에 적용하여 

온라인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인 개인화

와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와 그에 따른 

소비 행동의도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장바구니에 대

한 학문적 연구의 토대를 제공 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

으로는 온라인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배경및가설도출

1. 온라인 장바구니(Online Shopping Cart)

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념과 이용동기

온라인 장바구니(online shopping cart)는 온라인 쇼

핑몰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능으로, 구매 전에 소

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담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

는 동기에는 개인 차가 존재한다. Close and Kukar-Kin- 

ney(2010)는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동기를 크게 기능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로 구분하였는데, 현재 구매의도, 

가격촉진 동기, 쇼핑관리 동기, 정보탐색 동기는 기능

적 동기에 속하는 반면, 오락성 추구동기는 쾌락적 동

기에 해당된다. 연구결과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현재 구매의도, 가격촉

진 동기, 쇼핑관리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미나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동기는 오히려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이 확

산되며 온라인 장바구니에 단순히 제품을 담아두고 

구매를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쾌락적 동기의 효과를 재조명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목적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동기와 함께 장바

구니 이용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쾌락적이면서 경

험적인 동기에도 주목하여 장바구니 사용동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결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

한 모든 대안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매결정을 위해 2단계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다(Hä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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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대안 전체에 대해 살펴보고, 구매가능성이 있

는 일부 대안을 규정한다. 여기서 구매가능성이 있는 

일부 대안을 고려 대안군이라고 한다(Howard & Sheth, 

1969). 두 번째 단계에서 소비자는 제품들의 중요 속성 

간 상대적 비교를 통해 구매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비

자는 일반적으로 고려 대안군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옵

션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Bettman, 1979). 온라인 장

바구니 이용과 고려 대안군 형성 간 연결고리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Shocker et al.(1991)의 연구

에 따르면, 고려 대안군은 의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목적지향적이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용이성과 같은 개

인적 의도 및 목적에 따라 고려 대안군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장바구니가 구매 보조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 

대안군은 최종결정을 하기 전까지 가변적이라는 특성

을 가지는데(Shocker et al., 1991), 온라인 장바구니 또

한 결제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끊임없는 수정과 보

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수많은 제품에 노출된 소

비자는 2단계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며 대안선택 행동

을 보이게 되는데, 온라인 장바구니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 대안군을 시각

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단순히 담아두는 행동은 

최종목적이 구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매장 내

에서의 비축행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오

프라인 매장 내 비축행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온라

인 장바구니 이용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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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축(in-store hoarding)은 매장 내에서 쇼핑하는 동

안 구매여부와 관계 없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행위로 

정의된다(Byun & Sternquist, 2008). 매장 내 비축행동

은 일반적인 쇼핑행동과는 차별적인 동기에 의해 나타

나며, 제품 부족이 예상되거나 제품 재고에 대한 불확

실성을 지각할 때 발생된다(Byun & Sternquist, 2008). 

매장 내에서의 제품 비축행동은 제품 위험지각을 낮

추는 경향이 있으며(McKinnon et al., 1985) 소멸성(pe- 

rishability)과 희소성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동기화된

다(Frost et al., 2002).

Byun and Sternquist(2008)는 매장 내에서 쇼핑하는 

동안 다른 소비자의 구매를 막기 위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장 내 비축이라고 정의하고, 미국 소비자

의 패스트 패션 매장 내에서의 비축행동에 대한 선행

변수를 밝히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소비자는 일반 패션매장과 비교하여 패스트 패션 

매장 내에서 비축하려는 경향이 더 크며, 소멸성과 희

소성은 매장 내 비축행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선행

요인으로, 저가격은 비교적 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

졌다. 추후 진행된 Byun and Sternquist(2012)의 연구에

서는 소멸성과 희소성으로 구성된 이용제한성(limited 

availability)이 비축행동과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멸성과 희소성은 비구매에 따

른 손실감(anticipated losses of not buying)을 강화시켜, 

매장 내 비축행동과 구매 촉진(purchase acceleration)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소비자는 자

신이 원하는 제품이 일시적으로 할인을 할 때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기도 하며, 자신이 사고자 

하는 제품이 재정적으로 부담될 때 할인쿠폰이나 무료

배송 혜택을 얻을 때까지 임시로 담아두기 위해 온라

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도 하는데(Close & Kukar-Kin- 

ney, 2010), 이는 목적지향적 동기로 볼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소비자는 즐거움과 오락성을 찾기 위

한 수단으로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들은 최종구매를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는 

것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인식한다는 것이다(Clo- 

se & Kukar-Kinney, 2010). 또한, 자신이 사고 싶은 제품

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구매시점이 불투명할 

때 온라인 장바구니에 해당 제품을 담는 행위로부터 

구매에 대한 대리만족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온라

인 쇼핑몰에서 지속적인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방문 시에도 자신이 이전에 담은 제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는 행동은 제품 및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경험적 활

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Wolfinbarger & Gilly, 2001) 

경험적 동기로 설명이 가능하다.

2)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personalization)와 접근성

(accessibility)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화는 이용자의 관심사에 따

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Rayport & 

Jaworski, 2001).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적 사용자 인터

페이스(adaptive user interface)의 개념이 있으며,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 관심, 선호, 지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lpert 

et al., 2003).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개

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다. Peter and Olson(1987)은 개

인화된 콘텐츠를 접한 이용자는 비개인화된 콘텐츠를 

접한 이용자에 비해 더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데, 이는 

개인화된 콘텐츠는 자아개념에 입각하여 정보를 처리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 개

인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사

이트의 경우 다른 이용자와의 차별성을 인지하게 하

고, 이는 해당 인터페이스와 자아정체성을 연관시켜

줌으로써 높은 소유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Kalyanara- 

man & Sundar, 2006).

개인화된 서비스는 소비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화 서비스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

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 만족

도, 제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McMillan & Hwang, 

2002; Song & Zinkhan, 2008). Kim(2001)은 개인화를 

통한 소비자 경험이 관계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밝혔으며, 개인화 요인은 소비자가 쇼핑몰에 대

한 신뢰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서비

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 구매의도가 향상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

바구니의 개인화를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장바

구니를 직접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

고, 본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

유감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접근성은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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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Li et al.(1999)은 경로 접근성(channel acces- 

sibility)을 온라인 구매경로를 이용하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의 정도로 정의하고, 소비자의 온라인 구

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Lee(2004)

의 연구에서는 Kim and Kim(2002)이 제시한 즉시 접속

성(instant connectivity)이라는 변수를 발전시켜, 유비

쿼터스 접속성(ubiquitous connectivity)이라는 변수를 

제안하고, 이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

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시간으

로 필요한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접속성은 구매의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과의 친숙성을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누적된 경험의 수로 정의하고 있다

(Alba & Hutchinson, 1987). 여기서 제품과 관련된 경험

은 쇼핑 과정에서의 광고에 대한 노출이나 정보탐색 

정도, 판매원과의 접촉 정도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접근성 개념과 유사하다(Ha & Hyun, 2006). 즉, 특정 대

상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소비자가 대상을 친밀하

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Zajonc(1968)가 제안한 단순 노출 효과에 따르면, 자

극에 대한 선호는 어떠한 연합된 인지적 활동 없이, 단

순하면서 강화되지 않은 반복 노출로부터 만들어진

다.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복 노출은 친숙성을 느끼게 

하여 호감이나 소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노출 

효과는 긍정적인 소비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배너 광고의 단순 노출 효과를 들 수 있

다. 배너 광고의 단순 노출은 소비자의 광고 및 브랜드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광고 제품이 고

려 대안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Shapiro et 

al., 1997). 비슷한 맥락에서, 온라인상의 배너 광고에 대

한 이용자의 단순 노출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호감,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Briggs & Hollis,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자신의 장바구니에 반복 노출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본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

감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온라인 장바구니는 목적지향적이고 경험적인 동기

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사용자 

계정을 통해 접근하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가상공간은 자신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SNS) 공간을 사진이나 텍스트, 이모티콘 등의 콘텐

츠를 이용하여 채우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본인만의 

음악이나 영화 리스트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사용자의 개성이 반영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은 이용자들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아정체

성을 표출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Jenkins-Guarnieri 

et al., 2012). 이용자 맞춤형 웹페이지나 배너 광고와 같

이 최근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인화

와 접근성 요소를 온라인 장바구니에 적용하여 온라

인 쇼핑 시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영향을 확인

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제품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제품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심리적 소유감(Psychological Ownership)

심리적 소유감은 법적 소유감과는 구별되는 개념으

로, 특정 대상이 자기 것이라는 기분 및 감정으로 정의

된다(Pierce et al., 2003). 심리적 소유감의 핵심은 대상

이 자기 것이라는 인식, 대상과의 인지적 또는 감정적 

유대감, 높은 자아관련성을 들 수 있다(Pierce et al., 

2001). 이러한 소유의 감정은 유형의 물체부터 타인, 

아이디어, 물리적 공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도 존

재할 수 있으며(Kirk et al., 2018), 가상소유 또는 상상, 

접촉, 창의적인 디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Fuchs 

et al., 2010).

심리적 소유감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조직에 대한 

동기, 태도 및 행동에 한정되어 있으며(Pierce & Jussila, 

2011),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정립된 심리적 소유감 이

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통제감이

나 친밀성을 경험하거나 자기자신을 투자한다고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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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심리적 소유감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유의 

감정은 해당 대상의 가치 평가를 높여, 긍정적인 소비

자 태도 및 행동으로 이어진다(Jussila et al., 2015). 심리

적 소유감과 제품을 처음으로 연결시킨 Peck and Shu 

(2009)는 제품의 실질적인 소유 없이도 단순한 접촉이

나 접촉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이 유발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에는 가상공간에의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인

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가상공간 관련 연구에서 심리적 소유감은 개인이 가

상공간의 것으로부터 소유감 혹은 소유욕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경험 및 현상이라 정의한다(Lee & Chen, 

2011). 즉 사용자의 가상공간 자체뿐만 아니라 가상공

간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소유

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소셜 미디어 이

용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대한 연구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Zhao et al., 2016)과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

션(Sinclair & Tinson, 2017)에서 사용자의 가상공간에 

들어가 있는 대상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을 온라

인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법적, 물리적으로 소유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이라 정의하고, 소비자

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온라인 장바

구니 공간에 대해서도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대상

을 통제하는 것(exercise of control), 대상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coming to know intimately), 대상에 자신

을 투자하는 것(investment of the self)의 세 가지 요인이 

제안되고 있다(Pierce & Jussila, 2011; Pierce et al., 2003). 

Pierce and Jussila(2011)의 연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

성 중 매력성, 접근성, 개방성, 조작가능성 등이 심리적 

소유감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

구들에서 심리적 소유감의 세 가지 선행요인이 실질

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Sinclair & Tinson, 2017).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

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화의 효과는 선행연구에

서 논의된 통제성과 자기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접

근성의 효과는 친밀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했을 때, 고객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일종의 소유감을 경험하게 된다(Fuchs et al., 2010). 유

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의사결정 결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최종결정은 곧 자신의 결정

이 된다(Hunton, 1996).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즉각적

인 통제력(immediate control)이 소유감의 기분을 극대

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Pierce et al., 

2003; Rudmin & Berry, 1987). 대상에 대한 통제감은 대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소비자

는 제품을 조작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하면서 특정 제품

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Brynjolfsson et al., 2013),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이

트와 상호작용한다고 느끼게 된다. 특정 대상과의 상

호작용성은 이용자에게 일종의 통제감을 경험하게 하

여 심리적 소유감을 발생시킨다(Kirk et al., 2015).

인간은 특정 대상에 자기자신을 투자함으로써 그 

대상과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인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 Roch- 

berg-Halton, 1981). 대상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은 다양

한 형태로 가능한데, 자신의 시간, 아이디어, 기술, 물

리적, 심리적, 지적 에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창출(co-creation)은 제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의 투자 형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개입을 했다는 광고 메시지

만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을 유발한 Folse et al.(2012)의 

연구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

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투자한다고 인지할 수 있으며, 

Kamleitner and Feuchtl(2015)의 연구에서는 광고물의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집단이 미리 선택된 광

고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해당 광고물에 대해 더 높은 

심리적 소유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택의 개인화가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끈다는 Sha- 

rot et al.(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업에게 

자신의 욕구, 취향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일종의 투

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Lee, 2004).

마지막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접근성이 높다는 것

은 그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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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는 대상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은 알 권리를 내포하듯이(Pierce et 

al., 1991)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소유감을 일으

킬 수 있다(Rantanen & Jussila, 2011). 특히, 개인이 특

정 대상과 자신을 연관시키고 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때, 심리적 소유감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Pierce et al., 2001). Beaglehole(1932)의 연구에서도 입

증되었듯이 자아와 소유물의 합치는 소유물에 대한 

긴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제

품 및 서비스와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친숙

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된 심리적 소유감은 소비자

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ussila et al., 2015). 

먼저,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이는 보유효과(endowment effect)로 설명

이 가능하다. 보유효과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내 것, 즉 

내가 소유한 제품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유지해 나아가려는 경향

성을 보이게 된다(Kahneman et al., 1990). 보유효과는 

소유여부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소유지각은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 것이라는 

감정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Peck & Shu, 2009). 

Bramsen(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소유는 현재 소

유하고 있는 상태가 준거가 되어 포기하는 것에 대한 

손실지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심리적 소유지

각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소유하

게 될 대안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소유를 경험

하게 되는 것으로, 실제 소유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보유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현재 

소유감 상태가 제품 가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이러한 효과는 제품 소유 직후 발생한다고 검증해

왔다. 특히, 고관여 구매상황에 있는 소비자는 구매의

사결정 과정에서 대안의 장, 단점을 신중하게 파악하

여 각 대안들을 소유한 것 같은 심리적 소유감으로 인

하여 감정적인 애착이 발생한다(Carmon et al., 2003). 

또한, Kim and Park(2014)의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

을 통해 심적 소유가 실제 소유와 같은 보유효과가 발

생한다는 것을 밝혔고, 소유를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

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손실의 맥락에서 사고하기 때

문에 손실회피 경향성에 따라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환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소비자가 지각한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satryan and Oh(2008)의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자신의 

것이라고 경험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지불의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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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행동

으로 이어지게 된다(Kamleitner & Feucht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유감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소비자 행동으로 제품 구매의도를 도입하였

으며,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

유감이 형성되면 제품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따라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은 

심리적 소유감 이론에서 제안하는 심리적 소유감의 

세 가지 선행조건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소비자의 심

리적 소유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심리적 소

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심리적 소

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된 심리적 소유감은 소비자

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ussila et al., 2015). 

먼저, 심리적 소유감은 보유효과에 따라 제품 가치 평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유를 활용한 의사결

정 과정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손실의 맥락에서 사고

하기 때문에 손실회피 경향성에 따라 제품에 대한 구

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Kim & Park, 2014). 다양한 연구

를 통해 소비자가 지각한 심리적 소유감이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와 접근성에 의해 소비자가 경험한 심리적 소유감은 

제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이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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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는 심리적 소

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은 심리적 소

유감을 매개하여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자기해석(Self-construal)

자기해석은 Markus and Kitayama(1991)의 연구에서 

처음 제안한 자기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이 분리 혹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기해석

은 개인의 동기, 인지 및 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

는 자기인식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해석은 자기해석 척도를 개발한 Singelis(1994)의 연구

에 따라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으로 구분된다. 이 두 성향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

니라 각 개인은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

석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어떤 성향이 더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개인의 동기적, 인지적, 정서

적 측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Min et al., 2015). 독

립적 자기해석은 자기자신을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 독

립적 존재로 여기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아로 정

의한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독특성과 자기표현을 중요시하며, 이를 표현하는 방식

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호한다(Markus 

& Kitayama, 1991).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 맥락 및 타인과 연결되어있는 존재로 

여기고,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자아로 정의한다. 따라

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 역할, 관계 등의 외적인 특성과 집단 내 조화를 

중요시 여기며, 타인 중심의 정서표현에 보다 익숙하

다(Min et al., 2015).

자기해석은 광고 표현 및 설득 과정, 구매결정 과정 

등 다양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개인의 자기해석 수준 차이에 따라 정서의 선

행조건과 속성, 연결행동 등이 달라질 수 있다(Yang & 

Kim, 2010). Wien and Olsen(2014)에 따르면, 독립적 자

기해석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향상(self-enhancement)의 

내적 동기로 인해 구전효과에 더 적극적이다.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개인지향적 가치를 강조하는 광고 메시

지에 호의적인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집단지향적 가치를 강

조하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Zhang & Gelb, 1996). 비슷한 맥락에서, 상호의존적 자

기해석자는 소속감, 조화, 화목한 가정과 같은 친사회

적 메시지에 더 호의적인데 반해, 독립적 자기해석자

는 개인성, 독특함, 개인적 성공과 같은 보다 개인적인 

가치를 강조한 메시지에 더 호의적이다(van Baaren & 

Ruivenkamp, 2007). 즉,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자아초점 소구(appeal)가 더 효과적인 반

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타인초점 소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기해석이 메시지 유형에 따

른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제품 및 서비스

의 개인화는 개인지향적 가치와 관련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효과가 독립적 자기해

석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

유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독립적 자

기해석 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

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안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온

라인 장바구니의 특성인 개인화와 접근성이 심리적 소

유감을 매개로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자극물 제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총 네 가지 유형의 자극물을 제

작하였다. 영국 기반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매치스패

션(matchesfashion)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실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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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상점포를 제작하였다. 가상점포에서 제시하

는 제품은 카테고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원

피스로 한정하였으며, 총 24개의 제품을 3열, 8행으로 

배치하였다. 원피스는 여성복의 전형적인 카테고리이

자 S/S 시즌 여성복 매출을 결정짓는 핵심 아이템으로

(Li & Lee, 2016)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20~30대 여성

의 선호도가 높은 원피스를 실험 제품군으로 선정하

였다. 이때 사용된 원피스는 매치스패션이 제공하는 

필터를 이용하여 선호가 높은 흰색 원피스를 기준으

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 24개를 선택하였다. 원피스

의 이미지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매치스패션

에서 판매되는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연구참여

자의 브랜드 성향이나 충성도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

을 선택하고자 브랜드를 추측할 수 없는 디자인의 원

피스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에 제시된 가상 온라인 쇼

핑몰은 ‘MS. NEW YORK’이라는 가상의 상호명을 사

용하였다. 또한, 모든 제품 가격을 70,000원으로 동일

하게 설정하였고, 제품명의 경우 알파벳으로 조합된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개인화와 접근성 수준의 고(high)/저(low)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장바구니 자극물을 구성하였다. 개인화 수

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참여자가 온라인 장바

구니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로 조작하였다.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연구참여자

는 온라인 쇼핑몰을 체험하기 전 장바구니의 이름, 아

이콘, 배경 이미지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옵션 중 한 가지

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장바구니의 세 가지 옵션은 일

반적인 장바구니 이름과 달리, 개인의 의류소비와 연

결될 수 있도록 ‘옷장’, ‘드레스룸’이라는 새로운 장바

구니 이름을 제안하였고, 세 옵션에 모두 ‘나의’라는 소

유격 형용사를 사용하여 자아연결성을 높이도록 설계

하였다. 반면, 개인화 수준이 낮은 경우, 연구참여자는 

‘장바구니’라고 표기된 일반적인 장바구니를 제공받

도록 하였다. 접근성 수준은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레

이아웃을 참고하여 연구참여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편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받는지의 여부로 조작하

였다. 간편 장바구니 기능이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

을 쇼핑몰 어느 페이지에서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

능으로, ‘팝업 장바구니’, ‘장바구니 썸네일(thumbnail)’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간편 장바구니는 최근 일부 

웹사이트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능으로, 관련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매치스패

션 등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레이아웃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우, 연구참여자는 

간편 장바구니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클릭할 때

마다 오른쪽에 장바구니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효율적

인 쇼핑을 위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에 노출되며, 

쇼핑체험 중 어느 페이지에서나 장바구니를 클릭하여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을 페이지 전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접근성 수준이 낮은 경우, 연구참

여자는 이러한 간편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받지 못하

며,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구매단계로 직결되는 최종 

장바구니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자극물은 <Fig. 2>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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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심리적 소유감, 소비자의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 

구매의도, 조작검증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극물

에 대한 도입질문에 관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온라인 장바구니 이용경험, 자극물에 대한 도입질

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1점=‘전혀 그

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심리적 소유감은 Peck and Shu(2009)의 척도를 바탕

으로 Kim and Han(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

용하였다. 독립적 자기해석은 Singelis(1994)의 척도를 

바탕으로 Shin and Shin(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

해석 측정문항 중 독립적 자기해석 문항으로만 구성하

였다. 제품 구매의도는 MacKenzie and Lutz(1989)의 척

도를 바탕으로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온

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Kang and Namkung(2017), 

Lee and Chen(2011), Lee(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

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측정문항은 <Table 1>에 제

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수

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패

션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

인 만 20세부터 만 39세 사이의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가상 온라인 쇼핑몰 URL을 통해 해당 쇼핑몰을 자유

롭게 둘러보고 직접 온라인 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쇼

핑을 경험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에

게는 평소 자주 방문한 온라인 쇼핑몰을 떠올리며 실

제 쇼핑상황과 같이 실험에 응해주도록 권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네 가지 설문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회수된 응답 220부 중 자극물에 

대한 도입질문에 대해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9명의 

응답을 제외한 20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응답자 중 20대는 108명(53.7%), 30대는 93명(46.3%)

Variables Items Source

Psychological 
ownership

I seem to own the product in my cart.

Peck and Shu (2009),
Kim and Han (2017)

I feel a personal ownership of the product in my cart.

The product in the shopping cart seems to be mine.

I think the product in the cart is already mine.

Independent 
self-construal

I tend to be direct and honest when dealing with people.
Singelis (1994),

Shin and Shin (2011)
I tend to tell my opinions or judgments to those around me.

I behave the same no matter who I am with my friends or parents.

Purchase
intention

I want to buy a product in my shopping cart.
MacKenzie and Lutz 

(1989), 
Lee et al. (2012)

The products in the cart are worth buying.

I am willing to buy the product in my shopping cart.

Personalization

This shopping cart is personally prepared for me.
Kang and Namkung 

(2017)
This shopping cart is for my shopping.

This shopping cart meets my interests.

Accessibility

The shopping cart was very accessible while shopping.

Lee and Chen (2011),
Lee (2004)

I could access the shopping cart from any page in the site.

While shopping, I could see the products in my cart anytime, anywhere.

On any page in the shopping site, you could check the products in your shopping cart.

Table 1. Scales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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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1명(5.4%), 대학교 재학이 18명(9.0%), 대

학교 졸업이 154명(76.6%), 대학원 재학 이상이 18명

(9.0%)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일반사무직 종사

자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생(9.0%), 전문

직(7.0%)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29.9%), 100만 원 미

만(13.4%) 순으로 확인되었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한 심리적 소유감(α=.831), 독립

적 자기해석(α=.750), 제품 구매의도(α=.778) 변수에 대

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가 .700 이상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신

뢰성이 검증되었다. 신뢰성이 검증된 변수의 측정문

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심리적 소유감, 독립적 자기해

석, 제품 구매의도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이 .600 

이상의 값을 보이고 고유치가 1.000 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수가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2.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자극물 구성에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

성의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개인화 수준에 대한 조작 검증 결

과, 두 집단 간 자극물 조작에 따른 개인화 지각의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개인화-고=4.939, M개인화-

저=43466; t=‒3.741, p=.000). 마찬가지로 접근성 수준

에 대한 조작 검증 결과, 두 집단 간 자극물 조작에 따른 

접근성 지각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M접근성-고=5.609, M접근성-저=4.990; t=‒4.911, p=.000) 온

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의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실험 유형에 배정되었다. 각 실험 유형에 따른 연구참

여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서로 차이가 없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 평균 소

득에 대해 카이제곱(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실험 유형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연령(χ2=3.225, p=.358), 

최종학력(χ2=9.165, p=.422), 직업(χ2=16.877, p=.532), 월 

평균 소득(χ2=9.855, p=.629)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 집단은 서로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3. 연구가설 검증

가설 1-1과 가설 1-2의 검증을 위해, 온라인 장바구

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제품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장바구

니의 개인화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197)=6.931, 

p=.009),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높을 때 소비자

의 제품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다(M개인화-저=3.956, M개인화-고=4.320). 반면, 온

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p=.902),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과 개인화의 상호

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F(1, 197)=5.308, p=.022), 개인

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이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화 수준에 따른 제품 구매의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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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났다(F(1, 197)=11.271, p=.001)(Fig. 3).

가설 2-1과 가설 2-2의 검증을 위해, 온라인 장바구

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심리적 

소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의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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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높을 때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

감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이 지지

되었다(M개인화-저=3.783, M개인화-고=4.279). 반면,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565),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

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F(1, 197)=4.046, p=.046),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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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소유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준이 높

은 경우, 개인화 수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p=.354), 접근성 수준이 낮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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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

구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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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하였다(F(1, 197)=3.510, p=.064)(Fig. 4).

가설 3-1의 검증을 위해,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와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심리

적 소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경우, 중위값을 기

준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분하였다. 중위값은 4.667

로 나타났으며, 4.667 이상은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4.667 이하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온라인 장

바구니의 개인화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F(1, 197)=10.076, p=.002), 소비자의 독립적 자기해

석 성향의 주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97)=4.801, p=.030). 또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와 소비자의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상호작용이 유의

하게 나타나(F(1, 197)=5.187, p=.024), 추가적으로 단

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장바구

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낮은 집단(M=3.924)보다 높

은 집단(M=4.602)에서 더 크게 나타나(F(1, 197)=11.009, 

p=.001), 가설 3-1이 지지되었다(Fig. 5).

4. 매개효과 검증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 4의 검증

을 위해,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소유감의 단순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Process Model 4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

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Preacher & Hayes, 2004).

가설 4-1의 검증을 위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

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

하였다(Fig. 6). 분석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

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4-1이 지지되었다. 구체

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 계수는 .2130의 값

Fig. 3.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accessibility on purchase intention.

Fig. 4.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accessibility on psychological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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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0843 ~ULCI=.3567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

으며, Sobel Test 결과 또한 Z값이 4.5107로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001). 온라인 장바구

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

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소유감의 부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 크기를 측

정하고자 하였다.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비율(ratio of 

the indirect effect to the total effect)인 PM을 통해 매개효

과의 크기를 측정하였다(Hayes, 2013). PM=ab/c=ab/c' 
+ab식에서 PM이 1에 근접할수록 총효과가 M을 통한 

간접효과로 더 많이 설명되며, 0에 근접할수록 간접효

과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식에 

따라 산출된 PM값은 .5797로,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

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전체 영향 중 57.97%가 

심리적 소유감을 통한 간접효과에 의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장

바구니에 담긴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직접적으로도 

높일 수 있지만,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할 때, 해당 제품

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 4-2의 검증을 위해,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변수

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의 매

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구체

적으로, 심리적 소유감의 간접효과 계수는 .0333의 값

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0708~ULCI=.1379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었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결과 또한 Z값이 .7028, p값이 .4822로 유의하

지 않았다. 부트스트랩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

하였다.

V. 결 론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은 온라인 쇼핑에 있어 필수

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나,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

Fig. 5.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psychological
ownership.

Fig. 6. The mediation model for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accessibility on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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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매해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많은 온라인 리테

일러들이 저조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자 ‘간편 장바

구니’라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거나 장바구니에 담

긴 제품에 대한 리타겟팅 광고를 취하는 등 다양한 온

라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장바구

니가 온라인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학문적, 실무

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지각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장바

구니의 특성으로 제안한 개인화와 접근성이 장바구니

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를 매개로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개인

화, 접근성의 상호작용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

간을 개인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

은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는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높일 수 없으나, 자신의 장바

구니에 대한 노출빈도가 적을 때에는 장바구니의 개

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제품에 대한 구매욕구를 촉

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접근성에 비해 월

등히 컸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와 개인화, 접근성 상호

작용은 장바구니에 대한 심리적 소요감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장바구니

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접근성 수준에 따른 심리

적 소유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개인

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심리적 소유감을 더 크게 지각함을 검

증하였다. 이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을 개인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심리

적 소유감을 높일 수 없으나, 장바구니가 개인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준이 낮을 때에는 장바구니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 노출효과가 고관여 노출일 때보다 

저관여 노출일 때, 더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이끈다

는 선행연구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다(Yang, 2000). 온

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장바

구니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가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없다는 연구결과는 소비자가 장바구니 자체를 이

미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한 경우, 장바구니에의 반복

적인 노출이 오히려 자신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인식

하여 방어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Brown et al., 2005) 

심리적 소유감의 영역성 관련 연구의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

은 집단에서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독특성과 자기표

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경우 장바구니가 개인적으

로 준비되어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심리적 소유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을 통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접근성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장바

구니의 개인화가 높을수록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더 높게 지각하여 해당 제품에 

In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 b c' LLCI ULC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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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0843 .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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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0708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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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result of bootstra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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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매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바구

니의 개인화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화가 구매의도에 미치

는 전체 영향 중 심리적 소유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도출되어, 심리적 소유감이 갖는 매개역

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장바구니의 개인

화 자체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을 느꼈

을 때 구매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에 있어 새로운 주제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은 

소비자의 구매 고려제품에 대한 1차 비교에서 2차 비

교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용된다는 점, 장바구니의 이

용자는 온라인 리테일러 입장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인 

점,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

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잡은 점 등을 고려해 보

았을 때, 학문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본 연

구는 온라인 장바구니를 포기하는 원인과 장바구니 

이용동기에 한정되어있던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의 확

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

는 기존의 온라인 장바구니 관련 연구들과 방법론적

인 측면에서도 차별점을 가진다. 가상의 온라인 쇼핑

몰을 연구자가 제작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가상의 쇼

핑몰을 직접 체험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는 기존의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들이 회상방식을 통

해 소비자들의 감정 및 태도를 측정한 한계를 보완하

여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쇼핑경험을 통해 감정 및 태

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마케팅 분야

에서의 심리적 소유감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 마케

팅 분야에서도 심리적 소유감에 관한 연구가 점진적으

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심리적 소유감 대상의 특

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Jussila et al., 2015). 

가상공간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에 관

한 연구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 이용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온라인 장바

구니 공간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리테일러들이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째,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온라인 장바구니에 대해 소

비자가 단순히 제품을 담아두는 공간을 넘어선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온라인 리테일러

들은 ‘간편 장바구니’ 기능을 추가하여, 장바구니에 담

은 제품을 쇼핑몰 어느 페이지에서나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기능은 온라인 쇼핑 보조 도구로써

의 유용성은 높일지라도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

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보다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 자체를 개인화시킴으

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을 높이는 것이 장바구

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

안으로 사료된다. 최근 일부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기

존의 ‘cart’, ‘장바구니’ 등과 같은 온라인 장바구니의 

이름을 ‘my bag’, ‘my shopping bag’ 등으로 변화를 주

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비자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장바구니의 이름, 아이콘, 배경 이

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나의’라는 소유격 형용

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볼 필요

성이 있다. 둘째,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최근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제품을 상황에 따라 추천하는 리

타깃팅 광고의 실효성을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7)에 의하면, 인터

넷 및 모바일 사용자 2,000명 중 92.4%가 리타깃팅 광

고를 경험하였고, 리타깃팅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 비율이 41.6%로 긍정적 인식 비율인 22.9%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의 소셜 미디

어 플랫폼에 장바구니 내 제품을 노출시키는 형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

해볼 때, 이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지극히 개

인적인 공간으로 장바구니 내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

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인

지하여 부정적인 광고로 인식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인화가 낮은 플랫폼에서의 반복된 

노출은 제품 태도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

과를 고려해볼 때, 소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플랫폼

에서 이루어지는 리타깃팅 광고는 실효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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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셋째,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장바구니

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 심리적 소유

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다

양한 서비스 기획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

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

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소비자의 개인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을 가진 소비자

는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에 보다 긍정적인 심리

적 태도를 형성한다. 한 명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120개 이상의 구매의도 

신호를 남길 수 있으며(Criteo, 2017), 온라인 리테일러

들은 이러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에 소비자의 독립적이고 독특성 추구성향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개인화된 온라인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높이는 유용

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을 조작함

에 있어 실제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하는 간편 장바구

니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점을 가

진다. 연구자는 쇼핑몰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상

의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였으나 ‘간편 장바구니’가 

연구참여자에게 쇼핑 내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조

작을 하지 못하고, 연구참여자가 직접 ‘간편 장바구니’

를 클릭함으로써 노출되도록 조작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구매의도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효과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접근성의 조

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었다. 후

속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편 장바구니’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여 접근성

을 조작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심리적 소유감과 구

매의도 측정문항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쇼핑체험 과정

에서 온라인 장바구니에 첫 번째로 담은 제품을 대상

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연구참

여자는 쇼핑체험 과정에서 세 개 이상의 제품을 장바

구니에 담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동

일한 조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 및 구매

의도를 측정하고자 첫 번째 담은 제품으로 설정하였

다. 하지만, 장바구니에 첫 번째로 담은 제품은 개인에 

따라서는 가장 호감도가 높은 제품일 수 있었기 때문

에 심리적 소유감 및 제품 구매의도가 기본적으로 높

게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심리적 소유감 

및 구매의도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원피스라

는 단일 패션제품을 대상으로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

구참여자가 심리적 소유감 및 구매의도를 평가함에 있

어 제품군 자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추

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제

품군 간 효과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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