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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antecedents of internet purchasing intention toward fashion 
items, this study examines shopping-related variables as both direct antecedents of 
internet purchasing intention, and as indirect antecedents of internet purchasing inten-
tion through online-related variables. Impulse buying and market mavenism were 
considered as shopping-related variables, whilst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and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were considered as online-related variables. It was hypothe-
sized that impulse buying and market mavenism not only directly influence pur-
chasing intention toward fashion items, but also indirectly influence it through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and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Data were gathered by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sing convenience sampling. A total of 286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was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MOS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factor analysis of market mavenism, impulse buying, and online consumer pro-
crastination revealed one dimension, whilst the factor analysis of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revealed two dimensions: ‘online relationship’ and ‘internet role.’ Tests of 
the hypothesized path proved that impulse buying indirectly influences internet shopping 
intention only through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whereas market mavenism 
influences internet shopping intention indirectly through both online interaction readi-
ness and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The results will be useful for Internet shopping 
mall marketers and for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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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 � � � �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포함한 패션제품의 판

매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Zhang, 2011), 이에 

대하여 Kim and Chung(2014)은 인터넷 사용의 보편

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쇼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hoi(2012)는 비

교 구매가 가능하고, 저렴하고 편리하며, 시간이 절약

되는 등의 장점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의 

구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강국

의 인프라와 인터넷 세대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은 더

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Kim and Chung(2014)
은 인터넷 쇼핑몰 증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상태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전략

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Bae and 
Park(2010)은 인터넷 쇼핑몰이 지속적 성장과 이윤창

출을 위해 저렴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차별화를 위

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류학에서도 

경쟁력 제시를 위해 인터넷 쇼핑에 대한 연구들이 다

양하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패션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특성

을 밝히고 있다(Park, 2015). 특히 소비자 특성에 대

한 연구로 만족, 불만족, 불평행동의 구매 후 행동에

서 시작해서 라이프스타일,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서 

소비자 특성 중에서 쇼핑 관련 변수와 인터넷 관련 

변수를 선정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

는 쇼핑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로서 쇼핑가치(Hong, 
Lee, & Ma, 2009; Lee, 2008; Na & Suh, 2009), 쇼핑

성향(Na & Suh, 2009), 쇼핑감정(Hong & Lee, 2005) 
등이 있다. Lee(2011)는 충동성이 강한 디지털 라이

프 세대인 20대, 30대가 패션제품의 주요 소비자이므

로 인터넷에서의 패션제품 구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넷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충동

구매 성향을 밝히는 연구들(Ji, 2013a, 2013b, 2013c; 
Lee & Kim, 2006; Park & Koh, 2008)이 다수 진행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동구매를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인터넷 관련 변수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

향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인한 온라인 

구전효과의 중요성 때문에 최근 마켓메이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마켓메이븐의 인터넷 구매행동

과 패션제품 구매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켓메이븐 성향을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

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과 인터넷 관련 변수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의류학에서 Nam(2014)은 모

바일을 통한 패션 및 뷰티 제품 쇼핑에 미치는 영향

을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근거하여 마켓메이븐 성향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함

으로써, 작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인 유용성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마켓메이븐 성향

은 모바일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밝히고자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

는 소비자의 인터넷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로서 인터

넷 쇼핑태도(Chang & Nam, 2006), 인터넷 쇼핑가치

(Ryou & Cho, 2005), 온라인 라이프 스타일(Mun & 
Kim, 2014), 인터넷 쇼핑 흥미도(Park &, Koh, 2008), 
인터넷 사용(Hwang, 2003), 온라인 점포태도(Lee, Park, 
& Heo, 2002) 등이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강점은 기

업과 소비자 간 쌍방향의 정보흐름을 가능하게 해주

는 상호작용성에 있다(Lee, 2008). 인터넷이라는 매체

환경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호작용성이어서

(Chae, 2012)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

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다(Kim & Shin,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환경의 

중요 특징인 상호작용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
한 Kim(2008)은 소비자는 의류제품에 대하여 빠른 

유행의 변화에 따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타제품보다 

위험을 크게 지각하여 구매를 연기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에서의 의류의 구매 연기 요인을 밝혔다. 요인

으로 성과적 위험지각, 비교쇼핑 성향, 사회적 위험지

각, 경제적 쇼핑, 불확실성, 시장변화 기대, 상품 불만

족, 소극적 쇼핑성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연기 변수를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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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 오프라인 쇼핑몰과 비교하여 가지

는 최대 장점은 고객 개개인과의 상호작용인데(Jang, 
Yang, & Lee, 2009),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다양한 커

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Chae, 2012). 온라인 소비자 행동에서 중요

한 개념으로 제시됨에 따라 최근에 인터넷상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비자들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의류학에서도 소비자들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들(Chang, Park, Lee, & Youn, 2007; Hong & Kim, 
2005, 2006)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채팅,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

호작용하는 온라인 상호작용(online interaction)에 대

한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Lin and Hsieh 
(2007)는 모든 소비자가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좋아

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소비

자의 기술 준비성(technology readiness)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Hong(2003)은 기술준비성으로서 

소비자의 인터넷 기술을 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

향이 의류제품의 인터넷 쇼핑 서비스품질 평가와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상호작용 변수 중에서 Liu 
(2007)가 제시한 인터넷 기술을 포용하거나 사용하려

는 개인의 경향인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online 
interaction readiness)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

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의류제품은 유행의 빠른 변화와 구매에 따른 위험

지각이 타 제품보다 크기 때문에 구매 의사결정을 연

기한다(Kim, 2008). Lee(2013)는 패션제품은 유행이

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 유사한 스타일이 넘쳐남

에 따라 소비자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 연기를 한다고 하고, 인터넷 상에서 이

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

는 또 다른 인터넷 관련 변수로서 Negra and Mzoughi 
(2012)의 온라인 소비자 연기(online consumer pro-
crastination)를 선정하였다. 그들은 온라인 소비자 연

기를 ‘인터넷에서의 계획된 구매를 행하려는 것을 연

기하려는 자발적이고 이성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하

고, 온라인 구매 연기자들을 ‘이성적이고 거래지향형 

온라인 구매자들(rational and deal-prone online buyers)
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쇼핑 관련 변수인 충동구매와 마켓메이

븐 성향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인터넷 관련 변수인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기를 통

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쇼핑 관련 변수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변수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충동구매와 마켓메이븐 

성향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인터넷 관련 변

수를 통해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함께 보여준다

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둘째, 인터넷 관련 변수인 온

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의류

학에 소개되는 새로운 변수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에 의

의가 있다. 셋째, 국내 연구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 변수를 사용하여 이를 독립변수

가 아닌 종속변수로서 선행요인들을 밝히는데 주력

했으나,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의 구매연기에 국한된 

온라인 소비자 연기 변수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에 의

의가 있다. 넷째, 쇼핑 관련 변수들이 인터넷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어

서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기의 

매개변수로서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다음의 의의가 

있다.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 관련 변수에 대한 추가

적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패션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

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매개변수로의 

인터넷 관련 변수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거시적

으로는 인터넷 교육의 방향과 함께 인터넷 관련 변수

와 관련하여 충동구매 방지와 같은 공공정책의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Ⅱ.�Background

1.� Impulse� buying

Rook and Fisher(1995)는 충동구매를 자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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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 깊지 못하고,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자 하는 소비자의 인성적 특성(personality trait)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Rook(1987)는 쇼핑환경에 의해 생

겨나는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로 보았다. Wells, 
Parboteeah, and Valacich(2011)는 특성과 상태로 보

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들이 소

비자 자체의 충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밝히

는 것과 소비자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을 밝히는 것으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충동구매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연구가 아니므

로 소비자의 인성적 특성으로 보는 Rook and Fisher
의 관점에서 본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충동구매 측정 

척도를 다차원 또는 단일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충동구매의 차원에 따른 패션제품 

구매의도,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 온라인 소비자 연

기를 밝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일차원의 척도를 사용

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인터넷에

서의 충동구매를 종속변수로 보고 영향을 주는 선행변

수들을 밝혔으나, 본 연구는 충동구매 성향을 독립변

수로 보고 구매의도,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의류가 충동구매의 주요 대

상이 되어서(Park & Lennon, 2006), 인터넷 쇼핑에서

의 의류제품 충동구매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는 연구

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의류제품의 충동구매에 대하

여 Lee and Kim(2006)은 아름다움, 새로움, 사회적 

구별력과 같은 의류제품의 특성, 현대인의 경제적 풍

요로 인한 구매욕구 상승과 같은 소비자의 특성, 또

한 마케팅 자극과 같은 구매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발

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충동구매 성향을 순

수충동, 상기/암시충동, 계획충동으로 분류하여 충동

구매 성향에 따른 의복 연출의 즐거움, 새로움의 채

택 시기, 디자인 위험 감수, 최신 디자인 선호, 쇼핑의 

즐거움, 구매의 즐거움의 소비자의 내적 요인 차이와 

시간, 기분, 금전의 소비자의 외적 요인 차이와 제품

자극, 가격자극, 촉진자극의 마케팅 자극 차이를 연구

하였다. Ji(2013c)는 인터넷에서 쇼핑중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충동구매 성향의 차원을 밝히

고, 모든 차원이 클수록 쇼핑중독이 높음을 밝혔다. 
Ji(2013a)는 인터넷을 통한 의류에 대한 충동구매가 

오프라인에 비해 더 많다는 선행연구들을 제시하고 

의류제품 가격태도의 차원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

향을 밝혔다. Wells et al.(2011)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른 제품들보다 패션제품에 대해 충동구매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즉, 패션제품

은 짧은 수명주기로 인해 구매 빈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일 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다양

한 가격대별로 선택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적/
장소적 제약없이 제품 검색뿐 아니라, 구매까지 가능

하게 하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

에서 패션제품은 충동구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충동구매 성향이 높으면 인터넷 패션제품 구매의

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충동구매 성향은 인터넷 패션제품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에 대한 충동구매를 

밝히는데 있어서 인터넷 관련 변수 중 인터넷에서의 

정보원 활용에 대한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Ha(2011)
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정보원 활용이 충동구매 행

동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Lim and Hong 
(2004)은 인터넷 의류 쇼핑동기의 차원을 밝히고, 각 

차원들이 정보탐색의 두 차원인 구매 시 정보탐색과 지

속적 정보탐색을 통해 충동구매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동기는 인터넷 

쇼핑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속

적 정보탐색을 통해서도 충동구매 행동과 인터넷 쇼

핑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a와 Lim 
and Hong에서 나타난 충동구매와 인터넷 정보원 활

용/탐색의 유의적 관계에 의해,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인터넷에의 정보원 활용/탐색을 위해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2: 충동구매 성향은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

성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온라인 소비자 연기와 비슷한 변수

인 구매의사결정 연기(delay in decision making)에 

충동구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Lee(2011)는 인터

넷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자들의 충동구매 성향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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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충동구매, 상기충동구매, 암시충동구매, 자극충동

구매로 유형화한 후 구매결정 연기, 전환구매의도와 

같은 부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순수

충동구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 독특한 제품, 신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충동구매의 유형별 분류를 하지 

않고, 충동구매 성향 자체가 구매의사결정 연기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Lee의 순수충

동구매와 같은 개념이다. Lee의 연구결과, 상기충동

구매, 암시충동구매, 자극충동구매 유형이 구매결정 

연기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명력

이 6.9%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순수충동구매는 구

매결정 연기에 유의적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낮은 설명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Lee의 구매결정 연기 변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의 즉각적인 구매를 

미루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온

라인 소비자 연기는 패션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품을 

온라인상으로 구매할 때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

서 Lee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본 연구에서의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현명한 구

매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탐색, 온라인 쇼핑몰 비교 

등 합리적 구매를 위해 자발적 구매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충동구매 성향이 높을수록 온라인 연기

를 하지 않고 즉각적인 구매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충동구매 성향이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부적 영

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3: 충동구매 성향은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

2.�Market�maven� � � �

‘다양한 제품, 쇼핑장소, 시장정보를 가지고 이를 

다른 소비자와 논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Feick 
& Price, 1987)으로서의 마켓메이븐은 다른 소비자에

게 중요한 정보원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이다

(Jeon & Park, 2012). Feick and Price(1987)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마켓메이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를 개발하고, 실증적으로 마켓메이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마켓메이븐

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구매결정에 마켓메이븐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Jeon and Park 
(2012)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Feick and Price의 

마켓메이븐 척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마켓메이븐의 

개념 및 소비행동적 특성을 밝혔다. 연구결과로 소비

자들은 자신의 주위에 마켓메이븐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켓

메이븐이 다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이
들의 대인적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Jeon and Park(2012)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소수

의 조기수용자(early adopter)나 의견선도자보다 소비

자 주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촉하며, 대화

를 주도하는 마켓메이븐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한 영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켓

메이븐은 활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며,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커

뮤니케이션 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을 통한 마켓메이븐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마케터는 마켓메이븐에 대한 중요

성과 의의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Yang(2013)은 중

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켓메이븐 성향은 사회관계

망서비스의 온라인 구전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

혔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구전에

서 마켓메이븐의 확산과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Lee 
& Shim, 2008; Song, 2008)이 있다. Lee and Shim(2008)
은 마켓메이븐이 조기수용자보다 온라인 구전정보효

과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써 온라인상에서 마켓메이븐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ong(2008)은 온라인 커

뮤니티 내에서 마켓메이븐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구전활동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터넷에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시 마켓메이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켓메이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류학에서 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켓메이븐에 대한 이해를 제

시하는 연구는 Jeon and Park(2012), Ju, Park, and Lee 
(2014), An and Lee(2015) 외에는 없다. Jeon and Park 
(2012)에 의하면 마켓메이븐 성향이 클수록 의복비 

지출과 가계소득이 많으며, 의복관여가 높고 더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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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매를 하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 판매원의 말에 대한 진실 구별이나 판매수법, 
할인전략 등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Ju et al.(2014)은 의류소비자의 경우 마켓메이븐 

성향이 높을수록 쾌락적 쇼핑가치와 구매후 만족이 

높음을 밝혔다. An and Lee(2015)는 온라인 패션 커

뮤니티 행동 유형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한 결과, 마

켓메이븐, 커뮤니티 몰입, 구매행동으로 나타났다. 마
켓메이븐 성향이 인터넷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가 없으나, Jeon and Park(2012)
과 Ju et al.(2014)의 연구결과에 의해 마켓메이븐 성

향은 인터넷 패션제품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마켓메이븐 성향은 인터넷 패션제품 구

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구전효과의 중요

성 때문에 최근에 마켓메이븐 성향과 인터넷 관련변

수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Geiss-
ler and Edison(2005)은 마켓메이븐이 다른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터넷과 같은 새

로운 기술의 수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기술에 관여하고 배우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

인 기술친밀감(affinity for technology)과 마켓메이븐

과의 정적 관계를 밝혔다. Barnes and Pressey(2012)
는 기술에 친숙하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성향의 마켓메이븐은 채널을 넘어서 행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웹에서의 마켓메이

븐의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개인주의

적 성향과 정보기술에 대한 혁신성(Personal innova-
tiveness in information technology)임을 밝혔다. 특히 

그들은 Agarwal and Prasad(1988)의 정보기술에 대한 

혁신성 변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

을 들으면 사용하고 싶은 정도와 동료들 사이에서 혁

신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이러

한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본 연구에서의 상호작용 준

비성도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마켓메

이븐 성향이 높으면 상호작용 준비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2: 마켓메이븐 성향은 온라인 상호작용 준

비성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의류학에서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대한 연구

들은 모두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의사결정에 영

향을 주는 선행변수를 밝혔다. Lee(2013)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Kim 
(2008)은 인터넷 의류의 구매 연기 요인으로서 성과

적 위험지각, 비교쇼핑 성향, 사회적 위험지각, 경제

적 쇼핑, 불확실성, 시장변화 기대, 상품 불만족, 소극

적 쇼핑성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 다양한 제품, 쇼핑장소, 시장정보를 가지고 있

는 마켓메이븐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선택의 어

려움과 다양한 위험지각으로 인해 즉각적인 구매보

다는 현명한 구매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탐색, 온라인 

쇼핑몰 비교 등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구매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들에 대한 지속적 정보탐

색을 하는 마켓메이븐 성향은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3: 마켓메이븐 성향은 온라인 소비자 연기

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3.�Online� interaction� readiness

소비자관점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Wu(2006)는 

‘사이트 방문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

에 대하여 Ko, Cho, and Roberts(2005)는 인간과 메

시지(human-massage) 상호작용과 대인간(human-hu-
man) 상호작용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과 메시지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선택권

을 갖고 메시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메시지와 

상호작용하면서 선택, 수준, 통제, 조작, 검색과 형태, 
내용, 구조, 속도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
면 대인간 상호작용은 수신자와 발송자 간의 상호대

화, 연결성, 반응성, 피드백, 양방향 대화와 같은 것이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메시지 상호작용은 컨텐

츠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인간 상호작용

은 쇼핑몰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과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의류학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은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쇼핑몰의 환경 및 기능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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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대한 연구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소

비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들로 분류

된다. 전자는 소비자와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서 Ko et al.(2005)의 인간과 메시지 상호작용

에 해당한다. 후자는 쇼핑몰과 소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Bae and Park, 2010; Jang et al., 2009; Ju 
& Chung, 2007; Na & Suh, 2009)와 소비자들 간 상

호작용성(Chang et al., 2007; Hong & Kim, 2005, 
2006)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Ko et al.(2005)의 대인

간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소비자들 간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들은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것인데 비

해, 본 연구는 소비자 간 상호작용 중에서 채팅,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역할로 인해 상호작용 하는 

것에 국한된 온라인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Zettelmeyer(2000)는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에게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소비자가 온라

인 상호작용을 준비하고 기꺼이 참여하려 하지 않으

면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Liu(2007)는 전통적인 대중

매체와 비교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가능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소비자의 

의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온라

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려는 경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온

라인 상호작용 준비성 척도를 개발, 제시하였다. 그리

고 ‘소비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기꺼이 참

여하려는 의도’로 정의하고, 인터넷 그 자체의 수용

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배경에서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상호작용과 상호

작용 준비성의 차이로 상호작용은 매체 또는 상호작

용 과정의 특성을 말하는 반면, 상호작용 준비성은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다양한 온라인 상호작용 시나리

오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에 깔려 있는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가상 커뮤니티와 온라인 소비자 서비스

와 같은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 행동에 참여하려는 

소비자의 경향에 대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의류학에서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

과 다르게 상호작용 준비성이라는 변수를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Lin and Hsieh(2007)는 오늘날의 경쟁적 시장환경

은 기술기반 서비스/거래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기
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새로운 기술 사용이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모든 소비자

가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좋아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소비자의 기술 준비성이 기

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인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self service technology)에 대한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국내 연구로서 Shim and Han 
(2012)은 정보기술의 활용이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레

스토랑에서 주문 시 기술기반 셀프서비스를 사용할 

때 기술 준비성과 소비자 준비성에 따른 사용동기, 
태도, 사용의도의 차이를 밝혔다. 최근에 인터넷기반으

로 확대하여 Joo(2015)는 기술 준비성으로 대학생의 

소셜 커머스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였다. Hong 
(2003)은 기술준비성으로서 소비자의 인터넷 기술을 

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향이 의류제품의 인터넷 

쇼핑 서비스품질 평가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Liu(2007)는 기술준비성과의 차이도 제

시하였는데, 기술준비성은 모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인 반면,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인터넷 기술에

서의 상호작용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기술준비성이 기업이 새롭게 제공하는 시

스템의 사용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인터넷에 국한된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인터넷 패션제

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4.�Online�consumer� procrastination

Negra, Mzoughi, and Bouhlel(2008)은 연기(pro-
crastination)란 ‘개인의 통제가능한 임무나 일에 대한 

연기’라고 하고, 온라인 소비자 연기를 ‘계획된 온라

인 구매에 대해서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이성적인 연

기’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대하여 처음으로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소비

자 연기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밝혔다. 선행변수

로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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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에 대한 다양한 위험들을 지각할수록, 외
적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일수록 온라인 연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경험과 인터넷 쇼핑경

험이 적을수록, 가격지각에 민감할수록, 구매 복잡성

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결과변수로서 제품의 낮은 가격이나 판매종료 시

간이 임박해서 충동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하고, 온라

인상 거래를 포기하고,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온라인 구매 연기를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명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결과이므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Negra and Mzoughi (2012)가 

정량적 연구를 통해 온라인 소비자 연기를 이성적이

고 거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온라인 소비자 연

기 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의류제품은 빠른 유행의 변화와 구매에 따른 위험

지각이 타 제품보다 크기 때문에, 구매 의사결정 연

기를 하므로 의류제품의 구매 연기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Kim, 2008). 그러나 의류학에서 온라인 소비

자 연기가 의류제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

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 의류학에서 구매 의사결

정 연기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의사결정을 밝혔다. Lee and Kim(2013)은 Negra 
and Mzoughi(2012)의 온라인 소비자 연기와 같은 개

념으로서 인터넷에서 패션제품 구매시 소비자는 구

매 의사결정과정에서 구매를 연기 혹은 포기하거나 

구매를 전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인

터넷에서 패션제품 구매 시의 부정적 구매행동의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써 최종 결제단계나 주문과정에

서의 구매결정 연기임을 밝혔다. Lee(2013)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연기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패션제품

은 유행이라는 특성으로 시장에 유사한 스타일이 넘

쳐남에 따른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결정 연기

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현

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Kim(2008)은 의

류제품의 빠른 유행 변화와 구매에 따른 큰 위험지각

으로 인해 구매 의사결정 연기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의류의 구매 연기 요인으로서 성과적 위험지

각, 비교쇼핑 성향, 사회적 위험지각, 경제적 쇼핑, 불

확실성, 시장변화 기대, 상품 불만족, 소극적 쇼핑 성

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은 인터넷에 

국한된 구매연기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선행변수를 

밝혔는데,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구매 의사결정 연기

에 해당하는 온라인 소비자 연기라는 변수를 이용하

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Negra and Mzoughi(2012)의 온라인 소비자 연기 

척도의 문항들은 합리적 구매를 위하거나 더 많은 정

보를 검색하고자 하기 위해 구매를 연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현명한 

구매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탐색, 온라인 쇼핑몰 비교 

등을 위해 자발적 구매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성향의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구매하고자 하

는 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인터넷 패션제품 구

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Ⅲ.�Methods

1.�Hypothesized�model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쇼핑 관련 변수와 인

터넷 관련 변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쇼핑 관련 

변수로서 충동구매와 마켓메이븐 성향을 선정하고, 
인터넷 관련 변수로서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

라인 소비자 연기를 선정하였다. 충동구매와 마켓메

이븐 성향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

자 연기를 통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간접적인 영향

을 준다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경로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충동구매 성향은 인터넷 패션제품 구매

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충동구매 성향은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

성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충동구매 성향은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마켓메이븐 성향은 인터넷 패션제품 구

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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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related variable                Internet-related variable                           Intention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Internet purchasing 
intention toward 

fashion items

Market mavenism

Impulse buying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H 1-1
H 1-2

H 1-3

H 2-2 

H 2-3
H 2-1

H3

H4

<Fig.� 1>�Hypothesized model

  가설 2-2: 마켓메이븐 성향은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마켓메이븐 성향은 온라인 소비자 연

기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인터넷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인터넷 패션제품 구

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Measurement�and�analysis

본 연구를 위하여 충동구매, 마켓메이븐, 온라인 상

호작용 준비성, 온라인 소비자 연기, 인터넷 쇼핑몰에

서의 패션제품 인터넷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

항과 함께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설

문지를 이용하였다. 충동구매는 Rook and Fisher(1995)
의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마켓메이븐은 Feick and 
Price(1987)의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Liu(2007)가 제시한 온라

인 관계와 인터넷 역할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10문항

을 사용하였으며,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Negra and 
Mzoughi(2012)의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는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시간을 현시점에서 내년 

말까지로 제한하였으며 패션제품은 의류, 가방, 악세

서리를 포함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구매의도를 측정하

기 위한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를 제외

한 모든 변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

다’(5점)로서 Likert형으로 측정되었다. 변수의 점수

가 높을수록 변수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계처리는 SPSS 18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주

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법으로 각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행한 후, 본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밝히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과 가설화된 모형분석을 위해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비 

추정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척도와 모델의 적합지수를 

산출하였다.
    

3.�Data�collection

서울과 주변 신도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을 편

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8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처리에 사용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만 22.86세(SD=2.30)였으며, 남성은 184명(64.3%), 여
성은 99명(34.6%), 성별 무응답은 3명(1.1%)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한 문항으로 측정된 인터넷 구매의도를 제외한 모

든 변수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1>~<Table 4>와 같다. 마켓메이븐 성향에서 

.50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1문항과 온라인 상호

작용에서 교차적재된 1문항을 제외하였다. 온라인 상

호작용 준비성은 2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다른 변수들

은 모두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두 요인이 추출된 상호작용 준비성의 요인분석 결

과를 보면(Table 3), 첫 번째 요인에는 4문항이, 두 번

째 요인에는 5문항이 적재되었다. 각 요인에 적재된 

문항들은 미국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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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시한 Liu(2007)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

하다. Liu에 의하면 ‘온라인 관계’는 온라인상으로 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의도이며, ‘인터

넷 역할’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도이다. Liu의 두 번째 요인에 적

재된 6문항 중에서 5문항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요인

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6문항 중 1 문항은 본 연구

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교차적재로 인해 제외된 

문항이었다. 따라서 요인 명을 그들과 동일하게 ‘온
라인 관계’와 ‘인터넷 역할’로 명명하였다. ‘온라인 관

계’요인은 고유값 2.85로서 설명력은 31.64%로, ‘인터

    

<Table� 1> Factor analysis of impulse buying

Item Factor 
loading

“Just do it” describes the way I buy things. .87

I often buy things without thinking. .87

I often buy things spontaneously. .82

“I see it, I buy it” describes me. .82

“Buy now, think about it later” describes me. .80

I buy things according to how I feel at the moment. .77

I carefully plan most of my purchases.(R) .66

Sometimes I am a bit reckless about what I buy. .65

Sometimes I feel like buying things on the 
spur of the moment. .57

Eigenvalue=5.29, Total variance explained=58.82, 
Cronbach’s α=.82

Note. (R) means reverse scored item.

<Table� 2>�Factor analysis of market mavenism

Item
Factor 
loading

I like helping people by providing them with information about many kinds of products. .84

I like introducing new brands and products to my friends. .84

People ask me f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places to shop, or sales. .84

If someone asked where to get the best buy on several types of products, I could tell him or her where to shop. .80

My friends think of me as a good source of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new products or sales. .80

Eigenvalue=3.39, Total variance explained=67.85, Cronbach’s α=.88

넷 역할’ 요인은 고유값 2.61로서 설명력은 28.90%로 

나타났다. 두 요인으로 인한 총 설명력은 60.54%이었

으며, Cronbach’s α는 .79, .78로 나타났다. Liu(2007)의 

연구에서 두 변수에 의한 총 설명력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경우는 58.13%,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52.54%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총 설명력이 조

금 높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 미국 대학생 및 성인과 

같이 국내 대학생의 인터넷 상호작용 준비성은 온라

인 관계와 인터넷 역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관

계가 인터넷 역할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

학생들도 온라인상으로 의사소통보다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켓메이븐 성향의 설명력은 67.86%, 충동구매는 

58.82%,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61.76%였다. Cron-
bach’s α는 마켓메이븐 .88, 충동구매 .82, 온라인 소

비자 연기 .83으로서 나타나 모든 변수에 대한 측정

도구의 내적 타당성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2.�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형 적합성을 분석하기 전에 각 변수들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차원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든 잠

재변수들을 하나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으
로 전환하지 않고, Byrne(2001)에 근거하여 잠재변수 

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를 제시하

였다.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2요인 모형, 마켓메

이븐, 충동구매,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1요인 모형으

로 실시하였다. 10 이상의 수정지수에 대한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적합성 결과는 <Table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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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of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Factor Item Factor 
loading

Online 
relation-

ship

I am open to meeting new people on the internet. .84

I feel comfortable creating friendship online. .81

If given the time and opportunity, I would have mingled on the internet more. .73

I have never really used the internet for social activities outside of keeping in touch with friends 
and family via email.(R) .63

Eigenvalue =2.85 Total variance explained =31.64 Cronbach’s ＜ =.79

Internet
role

I depend on the Internet for most of my day-to-day interaction. .75

I use the Internet mostly for social reasons such as emailing friends and families and participating 
in online discussions. .74

I actively participate in online interaction activities such as email, chatting, and group discussion. .70

I enjoy interacting with others online via email, chatting, etc. .67

For me, the Internet is more like an information source than a communication tool.(R) .56

Eigenvalue=2.61, Total variance explained=28.90, Cronbach’s ＜=.78

Note. (R) means reverse scored item.

    

<Table� 4>�Factor analysis of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Item Factor 
loading

When shopping online, I tend to voluntarily delay the purchase to get more information. .90

When I have the intention to buy things over the internet, I spend a lot of time comparing web sites and shops. .84

I spend a lot of time searching for additional information to make an online purchase decision. .83

I sometimes delay purchase I have planned to perform over the internet to maximize the likelihood of 
having the best deal. .83

When I have the intention to buy things over the internet, I voluntarily delay the purchase. .46

Eigenvalue=3.09, Total variance explained=61.76, Cronbach’s ＜=.83

<Table� 5> Fit statistics for measures

Measures χ2 df p RMR GFI AGFI TLI CFI

Impulse buying 42.795 23 .007 .036 .968 .937  .980  .987

Market mavenism 3.059 4 .548 .015 .996 .984 1.003 1.000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88.677 25 .000 .069 .936 .884  .907  .936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 10.904 4 .028 .042 .985 .945  .978  .991



62 인터넷 구매의도의 선행변수 복식문화연구

－ 604 －

같으며, 각 요인들과 측정변수간의 표준화 적재치가 

모두 .6 이상이었으며, p<.001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준비성은 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RMR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FI, AGFI, TLI, CFI가 모두 .90에 가깝거나, 그 이상

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성 지수 중에서 Bae(2011)
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가 적합성지수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CFI가 .936으로 높게 

나타나서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마켓메이

븐은 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RMR도 .05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GFI, AGFI, TLI, 
CFI가 모두 1에 가깝거나 1 이상으로서 최적의 적합

수준을 보였다. TLI가 1.003으로 나타났는데, Bae(2011)
는 TLI 값이 1을 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충동구매와 온라인 소비자 연기

의 χ2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RMR은 

.05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GFI, AGFI, TLI, CFI가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나, 최적의 적합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로 모형을 검증하

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음 단계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Hypothesized�model� test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공분산 구조방정

<Table� 6>�Fit statistics for model in Fig. 2

χ2 df p RMR GFI AGFI TLI CFI

N=286 451.347 332 .000 .076 .900 .878 .968 .972

Online relationship

Online interaction readiness

Internet role

Internet purchasing 
intention toward 

fashion items

Online consumer 
procrastinationMarket maven

Impulse buying

.63*** .97***
-.21***

.30***

.37***

.38***

R2=.17

R2=.17

.12*

R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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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in the hypothesized model

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일반

적으로 외생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분석

하므로 외생변수인 충동구매와 마켓메이븐 성향 변

수들 간에 비인과적인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산출된 수정지수 중에서 10 이상에 대하여 공

분산을 허용하여 최종 수정된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

은 상관관계와 경로를 삭제한 후 구조방정식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적합성지수는 <Table 6>과 같으며, 
유의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Fig. 2>와 같다. <Fig. 2>
에서 타원형은 잠재변수를 나타내며, 직각형은 측정

변수를 나타낸다.
최종 모형 적합성 결과를 보면, χ2값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MR은 .05 이상, AGFI가 .90 이하로 나

타났다. 그러나 다른 적합성지수인 TLI와 CFI가 .95 
이상으로서 .968과 .972로 나타났다. 특히 표본크기

에 민감하지 않아 적합성지수로 많이 이용하는 CFI
의 지수는 .972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적합성에는 문

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Bae(2011)는 χ2값이 자유도

의 2배를 넘지 않으면 적합한 모형으로 본다고 하였

는데, 최종 모형의 χ2값이 자유도의 2배를 넘지 않게 

나타났다.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유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

다. 충동구매와 마켓메이븐 성향은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기를 통해 구매의도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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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연구에 포함된 모든 인터

넷 관련 변수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반면, 쇼핑 

관련 변수는 인터넷 관련 변수를 통해서만 구매의도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쇼핑 관련 

변수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온라인 상

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기가 매개변수(me-
diating variable)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

라서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들은 온라인 상호작용 준

비성과 소비자 연기와 같은 인터넷 관련 변수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의 추이와 같은 다양한 관련 변수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 마케팅

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는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행동을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 포함된 인터넷 

관련 변수 외 다양한 인터넷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이르는 유의적인 경로계수

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온라인 소비자 연기(.38)가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12)보다 3배 이상 크게 나타

났다. 온라인 소비자 연기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인터넷 쇼핑몰의 마케터는 전략 수립

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한 온라인 구매연기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 좋은 조건으로 구매한다는 확신감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온라인 자발적 연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크기

를 보면, 충동구매(-.21)보다 마켓메이븐 성향(.37)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매의

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켓메이븐 성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

해를 필요로 하지만, 의류학에서 마켓메이븐 성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합리적 구매와 추가적 정보탐색을 위해 계획

된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이성

적으로 연기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추구하는 마켓메이븐 성향이 높을수록 온라인 소비

자 연기가 높게 나타났다. 마켓메이븐 성향과는 다르

게 충동구매 성향이 높을수록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안하고 즉각적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 두 차원의 경로계수 크기

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인터넷 역할(.98)이 온라

인 관계(.63)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준

비성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

보다 소통수단으로서의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대학생들은 관계형성보다

는 소통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중요성으로 인해 쌍

방향 상호작용을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Liu 
(2007)는 전통적 마케팅에서의 의사소통에서 관계마

케팅에서의 의사소통으로 변해가고 있음에 따라 온

라인 상호작용 개념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마케팅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것과 다르게 쌍

방향의 계속된 상호작용이며, 설득지향적인 것과 다

르게 정보/설득/청취가 목표이며, 마케팅 메시지에 대

한 수동적 수신자와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

한 능동적인 통제를 가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전
달자쪽에서의 정보전달과 수신자쪽에서의 정보처리

와 다르게 정보 공유이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의 

마케터는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인 대중매체와는 다르게 Liu가 제시한 쌍방향으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가능하게 함은 물론, 설득

을 위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소비자의 의견, 목소리를 

듣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

다. 그리고 20대 소비자를 목표시장으로 하는 온라인 

마케터는 온라인상으로 상호작용하는 소비자들이 의

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온라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 가설 1-1, 1-2와 2-1을 제외하

고 모두 채택되었으며, 외생변수인 충동구매와 마켓

메이븐 성향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내생변수의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을 보면,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은 .09, 온라인 소

비자 연기는 .17, 구매의도는 .17로 나타났다.
    

Ⅴ.�Conclusion

패션산업에서 중요 표적시장인 젊은 세대는 인터

넷에 가장 친숙하므로 온라인 쇼핑몰 마케터들은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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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대를 중심으로 쇼핑 관련 변수뿐 아니라, 다양

한 인터넷 관련 변수에 대한 성향을 관찰하여, 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쇼핑 관련 변수와 함께 인터넷 관련 변수를 

선행변수로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쇼핑 관련 변수인 

충동구매와 마켓메이븐 성향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변수인 온라인 소비자 준비

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기를 통해서 구매의도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으

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한 구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쇼핑 관련 변수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

기가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들은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

과 소비자 연기와 같은 인터넷 관련 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의 추이와 같은 다양한 관련 변수를 계속적으로 관찰

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 관련 변수 중에서 온라인 소비자 연

기가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보다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인터넷 쇼핑몰

에서의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연기에 대한 중요성

을 제시한다. 국내 의류학에서 의사 결정 연기에 대

한 연구들(Kim, 2008; Lee, 2013; Lee & Kim, 2013)
은 모두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의사결정을 밝혔

는데, 인터넷에 제한되지 않은 구매연기 변수를 사용

하여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밝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인터넷에 국한된 구매연기 변수

인 온라인 소비자 연기 변수를 사용하여서 직접적으

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는 합리적 구매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탐색

과 온라인 쇼핑몰 비교를 하면서 당장의 구매를 연기

하는 소비자일수록 구매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합리적 구매를 위해 구매를 연기하는 소

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는 인

터넷 상으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뿐 아니라 유행

에 대한 정보, 타쇼핑몰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후기 및 Q & A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검색이 용

이하도록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쇼핑 관련 변수 중에서 충동구매보다 마켓메

이븐 성향이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상대적으로 큰 영

향을 주는 결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마켓메이븐 성

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켓메이븐 성향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제한적이므로 인터넷 쇼핑몰

에서도 마켓메이븐 성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켓메

이븐 성향과 소비자의 인터넷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마켓

메이븐 성향이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주는 정적 영향

은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에게 쇼핑몰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따라서 인터넷 쇼

핑몰 마케터는 구매의도의 중요 선행변수인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영향을 주는 마켓메이븐 성향을 이해

하고, 대인 판매전략보다는 인터넷 상으로 다각적인 

판매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Jeon and Park(2012)
에 의하면 마켓메이븐은 판매수법, 할인전략 등에 대

해 인지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마케터

는 마켓메이븐 성향이 높은 소비자에게 구매 확신을 

주기 위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품과 가격, 할인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상세하게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함은 물론, 업데

이트에 대한 공지사항도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켓메이븐 성향

을 만족시켜 온라인상으로 긍정적인 구전을 전파시

켜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

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소비자의 인터넷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다. 따라서 충동구매

가 온라인 소비자 지연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공공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충동구매 성

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온라인상으로 합리적 구매를 

위한 연기를 하지 않으므로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충동구매의 부정적 결과를 알리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충동구매 성향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 구매를 

위해 즉각적인 구매를 재고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일

상화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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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에서 구매의도가 쇼

핑 관련 변수와 인터넷 관련 변수에 의해 17%, 온라

인 상호작용 준비성이 마켓메이븐 성향에 의해 9%, 
온라인 소비자 연기는 충동구매와 마켓메이븐 성향

에 의해 17%의 설명력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함한 변수 

외 다양한 쇼핑 관련 변수들과 온라인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여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쇼핑 관련 변수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과 온라인 소비자 

연기가 매개변수로서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지만, 의류

학에서 온라인 관련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

여서 이론적 배경 제시와 논의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행동을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외 다양한 인

터넷 관련 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밝

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온라인 상호작용 

준비성보다 구매의도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온라인 소비자 연기에 대한 제한된 선행연구

와 낮은 설명력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

에 무리가 있다. 국내 의류학에서의 연구들은 모두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의사결정을 밝히는데 있어

서, 온라인에 국한된 변수가 아닌 의사결정연기 변수

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소

비자 연기 변수는 Negra et al.(2008)에 의해 제시되

어서 Negra and Mzoughi(2012)에 의해 개념과 척도

가 개발되었는데, 아직 다수의 실증적 연구가 행하여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행

동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비자 

준비성의 개념과 척도의 타당성 검증에 주력하는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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