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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interactivity, site stickiness, 

and switching barrier on intention to use. For this purpose, the study tested covariance 

structural model which set relationships among independent variable(interactivity), meditated 

variables(site stickiness and switching barrier), and dependent variable(intention to u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239 internet shopper of college female students. 

The covariance structural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analyzed by using SPSS 16.0 and 

AMOS 5.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model is accepted 

significantly. Second, interactiv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ite stickiness, switching 

barrier, and intention to use. And it was found to have a in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use 

through site stickiness and switching barrier. Third, site stickines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witching barrier. Forth, site stickiness and switching barrier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ntion to use. 

  Key Words : interactivity(상호작용성), stickiness(흡입력), switching barrier(전환장벽),

               intention to use(이용의도)

Ⅰ. 서 론

  현대생활에서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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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 도구로서 인터넷의 커뮤니

케이션기능은 기존의 대중매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통하여 잠재고객들의 존재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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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고객들을 인터넷상에서 기업의 마케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속적 대

화를 할 유인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선 간접적 상

호작용의 고양을 통해서 소비자와 기업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유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소비자가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또는 정보적 혜택을 제공하는 명시적 협상을 

들 수 있으며, 셋째로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노출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려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인데, 신뢰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결속에서 기인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업에

게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다. 마

지막으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구축과 이의 지속적 유지 및 반응시스템이 필요하다
1). 인터넷 쇼핑몰이 오프라인 쇼핑몰에 비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고객 개개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일대일 마케팅(one-to-one marketing) 

을 가능하게 하는 고객 개개인과의 상호작용을 인터

넷 쇼핑몰에서 전략적으로 구현한다면 고객들을 끌

어들이고 장기 보유하여 고객점유율을 높이는데 경

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2). 즉, 쌍방간의 활

발한 상호작용 통해 쇼핑몰이 고객으로 하여금 특별

한 개별적 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자

연스럽게 그 고객은 해당쇼핑몰을 자신의 ‘특별한 

쇼핑몰’로 여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애호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과 고객과의 상호작

용은 고객관계관리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임과 동시에 

성공적인 인터넷 쇼핑몰 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인터넷 기업들은 수익창출의 원천을 과거에는 회

원 수에 두었으나, 최근에는 흡입력(stickiness)을 

구성하는 사이트 방문빈도나 체류시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3). 웹사이트의 가치가 높으면 체류시간은 

길어지고, 반대로 웹사이트의 가치가 떨어지면 체류

시간이 급격히 줄게 되는데, 이는 웹방문자의 열람

페이지 수가 많고 머문 시간이 길수록 웹사이트의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웹방문 특성을 

가진 방문자는 쉽게 그 사이트를 이탈하지 않는다4). 

사이트에 대한 방문빈도가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길

어질수록 그 사이트에 대한 친숙성이 높아지고, 사

이트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를 많이 알수

록 전환비용이 증가 하여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웹컨텐츠를 읽고, 보고, 듣

고, Q&A 등의 인터넷 정보탐색 활동으로 기업/소비

자간 또는 소비자/소비자간, 컨텐츠/소비자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전반적

으로 유용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에 자주 방문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자주 접

속함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쌓여 쇼

핑몰 사이트 전환장벽을 높게 자각하는 소비자일수

록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한 

사이트에 대한 이용의도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쇼핑

몰의 소비자의 상호작용성이 흡입력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도출하고 규명하고자 하였

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패션 쇼핑몰의 기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상호작용성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원하는 제품을 비교, 평가, 선

택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소비자들의 구매태도와 특

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이 기업과 소비자간의 쌍방향적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메시지, 온라

인뉴스레터나 보도자료와 같은 홍보메시지, 온라인

쿠폰과 경품과 같은 판촉메시지, 직접판매, 게시판

이나 Q&A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제품 또는 사이트 

콘텐츠 관련 기술지원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소

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의하여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직접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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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제고하여 높은 설득효과를 얻을 수 있다5).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이트와 소비자 

간에 교감을 높이는 것은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적 기

능을 살릴 때 가장 효과적으로서 높은 설득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는데6), Wenyu & Dou7)는 웹사이트 

상에서 상호작용은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

는 온라인 기업의 노력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웹사

이트의 상호작용 수준을 높일수록 웹사이트의 매력

도가 증가함을 밝혔다. 이처럼 대인적 커뮤니케이션 

속성의 하나인 상호작용성은 최근 컴퓨터 매개환경

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상의 소비자를 이해하는 주

요 개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8).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매체와도 가능하게 되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Cho & Leckenby9)은 상호작용

성을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관점에서 사용자와 메시

지 상호작용,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 및 발신자와 수

신자 상호작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사용자와 메시지간의 상호작용은 사용자가 메시지

를 컨트롤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10) 

특히, 모바일 기기, 인터넷과 같은 매체는 전통적 

매체와 달리 이런 측면의 상호작용성이 강하다. 인

터넷 기반의 상호작용의 예를 살펴보면 첫째, 소비

자와 기업간의 기계적 상호작용은 가상현실에 의한 

컨텐츠(혹은 웹사이트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으며, 인적 상호작용은 전자우편을 통한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둘째, 소비자와 소

비자간의 인적 상호작용은 게시판, 토론, 채팅, 커뮤

니티 활동과 같은 것들이 포함 된다.

  Ghose & Dou11)는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적 요소

(예, 키워드검색,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게임, 고객

게시판, 사용자그룹, 타 고객과의 채팅 등)에 대한 

평가가 사이트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제품구매와 직, 간접

적으로 관련되는 상호작용적 요소(예, 주문체결확인, 

교환/환불요청 및 확인, 판매자와의 메시지교환, 제

품정보교환을 위한 게시판, Q&A도구 등)에 대한 소

비자의 평가가 사이트 평가, 구매의도, 실제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사이트의 이용자 간에 게시판이나 채팅 등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여러 가지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

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알게 되거나,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 상의 개선점이나 문제점 등에 관한 의

견을 교환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면, 

이용자는 스스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그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13). 즉, 사이트 이용

자들의 간의 의견이나 정보교환이, 사이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의견이나 정보 교환이 활발할

수록 그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와 이용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흡입력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기업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므로

서 고객의 유인 및 충성과 이익창출을 위하여 기업

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

쟁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관계구축 및 소비자 유지

전략으로 방문빈도와 방문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전

략을 모색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소매업체들은 고객들을 점포에 오래 

머무르게 하고 다시 방문하게 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는데14), 흡입력 혹은 밀착도(stickiness) 

는 인터넷상에서 특정사이트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그 방문자들을 머물게 하

는 효율성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사이트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다른 사이트

로 이동하게 되는데, 흡입력은 웹사이트에 고객을 

오래 머무르게 하고(visit duration) 많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게 하고(depth of visit), 동일한 웹사이트에 

반복해서 방문하게 하는(repeat visit) 능력을 가리킨

다15). 박영봉과 최동궁16)도 웹의 흡입력은 이용자들

을 웹사이트로 유도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웹 기

반 기업의 능력이며, 구체적으로 흡입력의 구성요소

를 방문의 지속성(duration of visits), 방문의 빈도

(frequency of visits), 항해의 깊이(depth of 

navigation) 를 포함시켰으며, 방문자의 요구페이지 

혹은 페이지별 방문자수 즉, 페이지뷰를 강조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기업들은 수익창출의 원천을 초기

에는 웹사이트 효과를 히트(hit) 수와 페이지뷰(page 

view)수로 측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이트의 방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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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체류시간을 의미하는 밀착도로 사이트효과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17).

  체류시간은 특정페이지를 읽기 위하여 보내는 시

간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Berthon 

et al.18)은 체류시간을 기초로 웹사이트 이용자를 단

기적 방문자와 활동적 탐색자로 구하였다. 한편, 

Bucklin & Sismeiro19)는 페이지별 방문자 수 또는 

웹사이트 방문 중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요청했는지

를 나타내는 페이지뷰(pages viewed)로 고객의 해

당 사이트에 대한 흡입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

다. 소비자가 네트워크 항해기간 동안에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된 중단없는 반응, 내재적인 즐거움, 자

아의식의 상실과 자기강화의 상태를 경험20), 즉 플

로우의 경험을 통하여 그 사이트에 대한 체류시간과 

방문빈도와 같은 사이트 흡입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

며, 이는 결국 온라인 구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Shin21)은 가상공간에서 소비자 경험을 개념

화하면서, 두 가지의 사이버 기술 즉, 웹사이트의 

풍요성과 깊이로 결정되는 생생함(vividness)과, 속

도 및 통제정도로 결정되는 상호작용성이 사이버 경

험(웹사이트 방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문제해결과 획득을 위한 효용적 측면이든, 즐거

움을 얻는 재미의 차원 즉, 쾌락적 측면이든, 소비

자가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하

여 웹 컨텐츠를 읽거나 보거나 듣는22), 웹브라우징

(web browsing)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운

영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최종목표인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설상철과 신종학23)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 메시지가 

증대되면서 사이트의 간결성보다는 소비자가 지각메

시지를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맞추어 다양하게 제공

하는 사이트를 더 선호하며, 웹사이트의 컨텐츠 특

성이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기업)에 

대하여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그 사이트에 대한 방

문빈도를 높일 것이며 방문 지속기간이 길어질 것으

로 생각하므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흡

입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3. 전환장벽

  전환장벽(switching barrier)은 고객이 경쟁 점포로

의 이탈을 막는 또 다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이 느끼는 전환장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다

른 점포로 구매를 전환할 경우 그들이 희생해야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하면 고객이 쉽게 다른 점포

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다. 즉, 전환 장벽은 낮은 고

객 만족을 경험한 소비자가 다른 점포로 구매를 전

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장벽(switching barrier)은 고객이 서비

스제공자를 교체하는데 있어 느끼는 심리적, 비용적 

측면의 어려움24), 또는 전환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매자가 기존의 판매자와의 관계를 단절

하고 다른 판매자로 전환하는 데 따른 어려움25)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환장벽은 브랜드를 교체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려고 할 때, 소비자에게 브랜

드나 제공자 전환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로 이들의 

영향이 커질수록 그만큼 소비자의 특정 제공자에 대

한 충성도는 증가할 것이다26). 

  일반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고객충성도를 유지하는데 중요

한 흡입력을 가진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의 방문수

가 증가할수록 방문한 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

하여 더 많이 학습하고, 학습이 진행되면서 친숙성

이 증가됨에 따라 더 자주 방문하게 되고, 더 오래 

머물게 되는 연속적인 과정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

의 학습과정에서 소비자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손

실을 줄이기 위하여 행동의 지속성을 보이므로써27) 

사이트에 대하여 몰입하게 된다. 

  웹방문자의 열람페이지 수가 많고 머문 시간이 길

수록 웹사이트의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웹방문 특성을 가진 방문자는 쉽게 그 사이트를 이

탈하지 않는다28). Zajonc & Markus29)은 노출빈도가 

많은 자극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호의적으로 평가하

려는 경향이 많고, 노출빈도가 높은 자극에 대해서

는 소비자 지식과 친숙성이 높아져 소비자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방문할수

록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에 대한 친숙도와 지식이 

증가하고, 지각위험이 감소되어 기존의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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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사이트에 대한 전환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을 세울 수 있다.

  4. 이용의도

  최초의 정보시스템 채택은 정보시스템 성공의 중

요한 첫 단계이지만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생명력과 

궁극적인 성공은 최초의 채택보다는 지속적 이용에 

달려 있다30). Alba et al.31) 은 인터넷 웹사이트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새로운 

온라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인터

넷 쇼핑몰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 메시지

가 증대되면서 소비자가 지각메시지를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맞추어 다양하게 제공하는 사이트를 더 선

호하게 되는데, 기업과 소비자간 상호작용과정에서 

웹사이트의 컨텐츠의 특성이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

하고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2). 고

객질의응답의 공간제공, 오락적 요소의 제공, 게시

판제공 등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상호작용성을 

측정한 안대천과 김상훈33)도, 상호작용성은 웹사이

트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

세윤 외34)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소

비자가 실제 매장에서 겪었던 상품정보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제 구매한 의류제품을 상상하기가 쉬워

짐으로 현실과의 간격을 줄여주고, 미래 행동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온라인 사이트와의 접속빈도와 접속 시간이 

많을수록 해당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 즉, 몰입

이 증가하게 된다35). 즉, 인터넷 정보탐색(웹브라우

징) 행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사용시간과 웹사이트 방문빈도가 증가하게 

되며, 웹사이트 방문시간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평균 

웹사이트 북마크수도 많고 이에 따라 최근 웹사이트

에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할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박철36)은 인터넷 주

당 사용시간 및 사용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터넷 

정보탐색(웹서핑)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웹사이

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우호적인 태도가 높을수

록 웹사이트 재방문의향은 증가되었으며, 인터넷 쇼

핑몰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충성도를 현재의 

충성도를 의미하는 밀착도와 미래의 충성도를 의미

하는 이용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 고미현과 권

순동37)은 그의 연구에서 밀착도는 지속적 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웹사이트를 반복해서 방문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 

사이트의 정보제공 구조에 점점 익숙해져서 사이트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38), 쇼핑

몰 사이트를 많이 방문해 본 사람일수록 그 쇼핑몰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느

끼게 된다39). 즉, 방문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친숙성

이 증가하고, 친숙성의 증가는 웹사이트의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방문빈도가 웹사이트에 대한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사

이트에 대한 높은 학습이 다른 경쟁사이트보다 사이

트의 매력성을 증가시키고 특정 시스템을 갖춘 웹사

이트에 대한 경험이 다른 사이트로의 전환비용

(switching cost)을 증가시킴으로서, 결국 소비자는 

자신이 학습한 사이트에 갇히게 됨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가 나타나게 된다40). 즉, 소비자가 인터

넷 쇼핑몰을 자주 방문할수록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

에 대한 친숙도(famility)와 지식(knowledge)이 증가

하고, 지각위험이 감소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41), 다른 사이트를 방

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전환비용은 전

환장벽을 높게 인식하도록 하여 기존 사이트의 이용

과 구매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웹

사이트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호작용

성 외에 흡입력와 전환장벽을 도출하였고 이들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목적에 따른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 소비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흡입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소비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전환장

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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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3 : 소비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웹사이

트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흡입력은 전환장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흡입력은 웹사이트이용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전환장벽이 높을수록 웹사이트이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상호작용성은 기업-소비자간, 소비자-소비자간 그

리고 컨텐츠-소비자간 상호작용성을 선행 연구42)43)

를 기초로 1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업-소비자간 상호작용성은 소비자 요구에 대한 기

업 대응의 적절성, 적극성, 신속성이 반영된 개념이

며, 컨텐츠-소비자간 상호작용성은 소비자가 특정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정보 탐색 수준, 소

비자의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쇼핑몰 측의 신속

하고 적절한 정보 반응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

자-소비자간 상호작용성은 온라인 공동체 측면에서 

거래 공동체 활동 수준과 그러한 공동체 활동에 대

한 소비자 참여 수준을 의미한다. 흡입력은 방문자

로 하여금 의도된 방문목적, 즉 사이트를 평가하거

나 또는 거래를 완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방문자를 유지시키는 사이트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주영혁과 한상만44)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속성, 페이지뷰, 탐색깊이, 방문빈도를 측

정하였다. 전환장벽은 인터넷 상에서 타사이트로 이

동시 시간, 노력 등의 비용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가,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가 하는 심리

적 비용 등의 개념으로 박민아45)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웹사이트충

성도는 사이트에 대한 애착, 애정의 감정상태로 북

마크 추가, 구전행위, 앞으로 계속 이용할 의도에 

대한 내용으로 3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

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목적을 위해 순천시내에 거주하는, 인터넷 쇼

핑몰의 사용경험이 있는 여자 대학생을 연구대상으

로 선행연구를 근거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

사하였다.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자주 

이용하는 패션몰을 결정하도록 하여 어느 정도의 상

호작용 경험이 발생한 쇼핑몰에 대한 응답을 유도하

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10부터 열흘

간 실시되었으며, 총 300부를 배부하여 257부가 회

수되었고, 이 중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한 18

부를 제외한 총 239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

었고, 자료분석은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16.0와 Amos 5를 이용하여 신뢰성분석과 요

인분석을 통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로분석

을 통해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타당성분석 결과

  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 평가와 신뢰성 및 판

별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부적절한 설문항목들은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확인적 접근법과 탐색적 접근법이 혼합된 분석

법인 AMOS의 구조방정식모델링46)을 통하여 상호작

용성은 기업/소비자, 소비자/소비자/, 컨텐츠/소비자

로, 흡입력은 지속성, 페이지뷰, 탐색깊이, 방문빈도

로, 그리고 전환장벽은 시간전환장벽과 심리전환장

벽으로 요인분석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적합성 판단지수로  2 통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RMR(.027)이 .05 이하로 나타

났다. 또한 다른 지수(GFI=.950, AGFI=.919 

TLI=.953 CFI=.966)에 대해서도 모두 .90 이상으로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항목의 요인적재치에 대한 C.R 값은 

모두 4.8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p<.001), 각 개

념에 대한 측정항목의 요인적재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각 개념의 척도들

은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척

도들이 해당 구성개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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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위하여 구성개념 신뢰성과 분산추출값

(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는데, 각 구성개념에 대한 구성개념신뢰성

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천기준치인 .70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신뢰도의 또 다른 측정치인 분산추출값의 

경우 추천기준치인 .50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척도들은 해당 구성개념들에 대한 신뢰성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념의 척도들

은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두 잠재변수 각각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2)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검토하는 

판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변수간의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2>. 분석결과 구성개념들 간

<표 1> 측정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개념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오차분산 C.R. 개념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상호작용성

기업/소비자

소비자/소비자

컨텐츠/소비자

1.000

 .779

 .895

.670

.527

.724

.125

.126

.154

.268

.167

  6.248

  7.099

0.841 0.680

흡입력

흡입력1

흡입력2

흡입력3

흡입력4

1.000

1.015

 .849

 .754

.767

.785

.665

.583

.096

.091

.092

.270

.247

.350

.424

10.532

 9.300

 8.192

0.859 0.605

전환장벽

전환장벽1

전환장벽2

1.000

 .849

.626

.816 .175

.135

.302  4.862
0.826 0.708

이용의도

이용의도1

이용의도2

이용의도3

1.000

1.129

1.288

.483

.656

.661

.199

.226

.489

.252

.319

 5.686

 5.698

0.753 0.509

   2=71.395 df=48, p=.016 RMR=.027, GFI=.950, AGFI=.919 TLI=.953 CFI=.966 

<표 2>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상호작용성 흡입력 전환장벽 이용의도

상호작용성

흡입력

전환장벽

이용의도

1.000

 .376

 .311

 .651

1.000

 .394

 .508

1.000

.474 1.000

에 그 측정치에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판별타당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2. 가설의 검증

 1)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

변량구조분석을 통해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검증

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AMO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Fig 2>와 같은 구조모형이 도출되었다

( 2=71.395 df=48, p=.016 RMR=.027, GFI=.950, 

AGFI=.919 TLI=.953 CFI=.966). GFI(Goodness of 



이옥희 / 패션몰 소비자의 상호작용성, 웹흡입력, 전환장벽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173

Fit Index)를 비롯한 지수들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2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p>.010)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GFI가 .90 이상이면 모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47) 전체모형의 적

합도는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핵심내생변수인 웹사이트이용의도에 대

한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가 

.55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웹

사이트이용의도 변량의 5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설명력 면에서 우수한 모형임을 알 수 있

다. 

 2) 가설검증 및 논의

  적합도가 인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C.R값, 등을 보여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경로계수(표준화계수)의 유의확률과 C.R.값

(Critical ratio=S.E./Estimate >1.96 보다 클 때 경

로계수가 유의)에 의하면, 유의적이다. 상호작용성이 

흡입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376(C.R.값=4.080)로 .000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

택되고,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웹사이트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이 전환장벽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190(C.R.값=1.853)로 나타났으나,

<그림 1> 가설검증결과

숫자는 경로게수(* C, R 값 > 1.64 유의)

단측검정시 Critical ratio=S.E./Estimate >1.64 보다 

클 때 경로계수가 유의하므로 가설 2도 채택되었으

며, 웹사이트와 높은 상호작용성은 다른 사이트로 

전환할 때 높은 장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성이 웹사이트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가 

.492(C.R.값=3.962)로 유의적이어서, 가설 3은 채택

되고, 소비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높은 상호작용성은 

웹사이트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웹

에 대한 흡입력이 전환장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와, 웹사이트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각각 

경로계수 .323(C.R.값=3.081), .233(C.R.값=2.344)

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흡입력은 전환장

벽과 웹사이트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4와 가설 5는 채택되고, 웹흡입력이 높

을수록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 전환장벽이 높아지고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선행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논의하여 보면, 첫째, 웹사이트와의 상호

작용성이 흡입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1)는 

것은,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는 온라인 기

업의 노력으로 웹사이트 상에서 상호작용 수준을 높

일수록 소비자의 웹사이트에 대한 매력도를 증가48)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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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호

작용 메시지가 증대되면서 소비자가 지각메시지를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맞추어 다양하게 제공하는 사

이트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기업과 소비자간 상호

작용과정에서 웹사이트의 컨텐츠의 특성이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한 설상철과 신종학4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웹사이트와의 상호작용성

이 전환장벽(H2)과 웹사이트이용의도(H3)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H2)으로 나타났는데, 사이트의 

이용자 간에 게시판이나 채팅 등을 통해 공통의 관

심사나 여러 가지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신

이 원하는 정보를 알게 되거나, 제공자와 서비스 이

용 상의 개선점이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50). 고객질

의응답의 공간제공, 오락적 요소의 제공, 게시판제

공 등과 같은 상호작용성은 웹사이트 태도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51), 미래 행동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52)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간, 혹은 

사이트 운영자나 컨텐츠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

보와 서비스를 많이 알수록 전환비용이 증가 하여 

충성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웹에 대한 높은 흡입력은 전환장벽(H4)과 웹사이

트이용의도(H5)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들이 웹사이트의 방문수가 증가할수록 방문한 사이

트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친숙성을 

증가시켜 더 자주 방문하게 되고, 더 오래 머물게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AMOS 분석결과

가설 미
지
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E. C.R. p

번호 방향

H1 + 11 상호작용성→흡입력 .632 .376 .155 4.080 .000

H2 + 12 상호작용성→전환장벽 .227 .190 .122 1.853 .064

H3 + 31 상호작용성→이용의도 .515 .492 .130 3.962 .000

H4  21 흡입력→전환장벽 .229 .323 .074 3.081 .002

H5 +  31 흡입력→이용의도 .145 .233 .062 2.344 .019

H6 +  32 전환장벽→이용의도 .201 .229 .089 2.262 .024

흡입력의 R2=.142 전환장벽의 R2=0.186,   이용의도의 R2=0.548

 2=71.395 df=48, p=.016 RMR=.027, GFI=.950, AGFI=.919 TLI=.953 CFI=.966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

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행동의 지속성을 보이며
53), 이러한 웹방문 특성을 가진 방문자는 호의적으

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고, 그 사이트를 선호할 가

능성이 높아54) 그 사이트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사용시간 및 사용경

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터넷 정보탐색(웹서핑)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웹사이트 재방문의향이 증

가되었으며, 밀착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한 고미현과 권순동55)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전환장벽이 웹사이트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H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문빈도가 증

가하면서 친숙성의 증가와 사이트에 대한 높은 학습

을 통해 사이트의 매력성을 증가시켜 다른 사이트로

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증가시킴으로서, 결

국 소비자는 자신이 학습한 사이트에 갇히게 되어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가 나타나게 된다 한 박종석 

외5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가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할수록 소비자는 인터넷 쇼

핑에 대한 친숙도(famility)와 지식(knowledge)이 증

가하고, 지각위험이 감소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57)고 한 견해와도 일치한다. 따라

서 다른 사이트를 찾기 위한 비용이나 바꾼 사이트

에 대한 서비스 이용법 습득에 소요되는 시간, 전환

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 금전전인 손해에 대하 위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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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새

로이 추가한 비용 개념으로 사이트에 가입하는 절차

를 번거롭게 느낄수록, 처음부터 기존의 사이트를 

계속 습관적으로 이용하므로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

는 높아질 것58)이라는 가설이 증명되었다.

  독립변수들의 웹사이트이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

를 보면<표 4>, 웹사이트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변수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

력을 가진 변수는 상호작용성으로 나타났으며(

31=.651), 다음으로 흡입력( 31=.307), 전환장벽(

32=.229)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상호작용성은 웹사이트이용의

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웹흡입력과 

전환장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간접효과: 

.159)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상호작용성과 흡입력 및 전환장벽이 웹

사이트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들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상호작용성이 웹흡입력과 전환장벽에 영향을 미

침과 동시에 웹사이트이용의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마케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한 이론적

인 배경을 정리하였으며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인터

넷 쇼핑몰의 사용경험이 1-2회 이상인 여자 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성이 흡입력과 전환장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2, 3을 검

<표 4> 상호작용성, 흡입력 및 전환장벽이 웹사이트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구분

상호작용성 흡입력 전환장벽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웹사이트이용의도 .492 .159 .651 .233 .074 .307 .229 - .229

증한 결과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입력이 전

환장벽과 웹사이트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4와 5를 검증한 결과와, 전환장벽

이 웹사이트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6을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인터넷 패션몰의 소비자가 지각하는 상호

작용성이 웹흡입력과 전환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웹

사이트이용의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웹사이트를 이용한 패션기업에 마케팅 성

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성, 

흡입력 및 전환장벽 그리고 웹사이트이용의도간의 

연관성에 관한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패션사이트를 

운영하는 의류업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이용의도를 높이고, 결국은 구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사이트)과 소비자 간,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적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호작용성의 장

점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기업에게 

표현하고, 기업은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의 욕구를 

제품에 반영하므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또

한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메시지, 온라

인뉴스레터나 보도자료와 같은 홍보메시지, 온라인

쿠폰과 경품과 같은 판촉메시지, 게시판이나 Q&A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제품 또는 사이트 콘텐츠 관련 

기술지원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통합적으

로 활용하여 만족한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를 통하여 그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높이

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흡입력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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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평가하면서 

사이트의 가치를 인식하고 방문자들을 오래 머물게 

하는 효율성과 소비자가 사이트를 항해하는 동안, 

풍요하고 생생한 상호작용성을 통해 끊임없이 반응

을 유발시키고, 내재적인 즐거움, 자아의식의 상실

과 같은 플로우의 경험을 통해 그 사이트에 대한 체

류시간과 방문빈도를 증가시켜 해당사이트에 대한 

몰입이 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흥

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시작페이지(opening page)

에 포함해야 하며 상호혜택을 줄 수 있는 사이트 구

축과 디자인 측면보다도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업

데이트하고 검색구조를 편리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

하며59), off-line, 즉 기존의 매체를 통해 쇼핑몰 사

이트를 광고/홍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 전환장벽의 구축, 

즉 고객전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무료

실행(Free trial), 현금환불보장, 지불보안시스템, 고

객들 간의 커뮤니티나 다수의 친구를 확보한 회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 타사이트와 비교하여 가

장 높은 매력을 가지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것을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사이트

이므로 디자인이나 색상, 사이즈 면에서 희소상품이

나 특정상품의 구색, 즉각적으로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촉진가격전략(할인세일)이나 사이버쿠폰, 사이

버 이벤트 및 판촉을 적절히 구사하여 소비자들에게 

가격경쟁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이 주로 20대 여대생

들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 및 직업을 포함하

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인구가 연령적으로 

확대되었고, 여성만이 패션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터

넷을 통하여 의복을 구매하는 남성들의 비율도 증가

하고 있으므로 폭넓은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연

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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