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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interactivity on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on purchase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based on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e conducted the survey targeting smartphone users in 
their 20s~30s liv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Among 483 data collected, we used 452 samples except 31 
unreliable respondents for the analysis. To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di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SPSS 18.0 and AMOS 16.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e confirmed 5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enjoyment, credibility, instant connectivity, security, and 
personalization) and 3 perceived interactivity factors (control, responsiveness and two-way communication, and 
contextual offer) as results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interactivity had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usefulness.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affected perceived 
interactivity and also had indirec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via perceived interactivity. In other words,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influenced purchase attitude and purchase attitude influenced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usefulness had direc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a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purchase attitude w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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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2분기 온

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동분기 대비 약 14% 증가

한 10조 6천억여 원으로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은 약 137% 증가한 3조 2천억여 원으로 전체 온라

인 쇼핑 거래액의 약 30%를 차지해(Statistics Korea, 
2014a), 모바일 쇼핑 시장의 규모가 전체 온라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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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시장의 성장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MC 
MEDIA(2013a)는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 배경으

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2009년 80만 명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14년 6월 현재 약 3천 9백만 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2014)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었고, 
이는 모바일을 통한 상거래 활성화 및 모바일 쇼핑 

시장 성장의 주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 사용 환경 또한 

LTE 등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환경으로 진화함에 따라 유선 인터

넷보다 빠르게 시공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제품에 대

한 검색 및 구매가 가능해져 모바일 쇼핑 이용자의 

증가 및 시장 확대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하였다

(DMC MEDIA, 2013a). 
특히 의류 및 패션 관련 제품군은 모바일 쇼핑의 주

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DMC MEDIA, 2013b;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3; Statistics Korea, 2014), 
Embrain Trend Monitor(2013)의 조사 결과 모바일

을 통해 주로 검색하는 상품은 ‘의류(54.0%)’와 ‘잡
화(41.8%)’ 등 패션 관련 제품인 경우가 가장 많았

다. 모바일 쇼핑으로 구매해본 상품은 ‘영화(33.3%)’, 
‘신발(27.8%)’, ‘여성의류(26.7%)’의 순이었는데, ‘신
발(27.8%)’, ‘여성의류(26.7%)’, ‘남성의류(20.5%)’, ‘캐
주얼의류(19.8%)’, ‘가방/지갑(17.2%)’, ‘패션소품/양
말(15.2%)’ 등 의류 및 패션 관련 제품 전체에 대한 

구매경험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mbrain 
Trend Monitor, 2013).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와 함께 모바일 쇼핑 행

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Choi, 
2009; Chung & Lee, 2008; Hong, 2013; Jun, Lee & 
Park, 2013; Jung, 2012; Kim, 2009; Kim, 2012a; 
Kim, 2012b; Lee, 2003; Lee, 2006; Lee, 2007; Moon 
& Ok, 2005). 선행연구들 중 다수가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Davis(1986)가 제안한 모형으로 사람

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그 기술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그 기술에 

대한 태도 및 사용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TAM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용

이성에 다양한 외부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하였는데(Davis, Bagozzi & Warshaw, 1989), 모
바일 환경에서의 쇼핑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서 편재성, 적합성, 보안성, 유희성, 신뢰도 등의 모

바일 쇼핑 특성이 유의미한 외부변수들로 밝혀졌

다(Choi, 2009; Chung & Lee, 2008; Kim, 2009). 또
한 모바일을 비롯한 웹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에 대

한 사용자의 지각이 태도 및 만족도,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는데, 
통제성, 반응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의 지각된 

상호작용성 구성요인들이 주요 독립변수임이 확인

되어 왔다(Broekhuizen & Hoffmann, 2012; Jee & 
Lee, 2002; Jun, Lee & Park, 2013; Lee, 2003, Lee, 
2004; Lee, 2006; Teo, Oh, Liu & Wei, 2003; Wu, 
2005).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기능에 인터넷 접속 등 데

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것으로(Doopedia), 모바

일 환경 특성(Lee, 2003)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사용

자 간의 편재적 상호작용성이 증대된(Kalakota & 
Robinson, 2001; Kannan, Chang & Whinston, 2001) 
매체라 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의 

급속한 성장은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맥을 같이 하

고 있으며(DMC MEDIA, 2013a), 특히 의류 및 패

션 관련 상품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실질적

인 구매경험이 다른 상품군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Embrain Trend Monitor, 2013). 이에 스

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특히 의류 및 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TAM을 이론적 틀로 삼아 모바

일 쇼핑의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특히 모바일 환

경에서 더욱 증대된 상호작용성에 대한 지각이 모

바일 쇼핑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

고자 한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태도 및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하여 모바일 패

션 쇼핑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TAM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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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TAM and perceived usefulness
Davis(1986)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

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이

론적 틀인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
술수용모형)을 제안했다. TAM은 TRA(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행동이론)에 이론적 배경

을 두었는데, TRA에서는 행동의도가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 Davis et al. 재인용, 
1989). Davis et al.(1989)은 이를 토대로 행동의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의 영향을 받으며 태도는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영향을 받는 인과

구조모형을 수립했다(Fig. 1). 
이 연구에서 Davis et al.(1989)은 TRA와 TAM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각 모형에 대한 설문을 2
차례씩 실시하고, 두 모형의 변수들을 통합하여 보

<Fig.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From. Davis et al. (1989). p. 985

<Fig. 2> Final models of hybrid intention models. From. Davis et al. (1989). p. 996

다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 인과구조모형을 제안하

였다. Davis et al.(1989)은 우선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용이성을 각각 “잠재적 사용자가 특정 응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라는 주관적 개연성”과 “잠재적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응

답자들이 처음 접해보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강의 후 TRA와 TAM에 대한 설문을 실

시하고, 응답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14주 동안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1차 설문에 실제 사

용 경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한 2차 설문을 실시했

다. 2차례의 설문 응답들을 분석한 결과 TRA와 

TAM 모두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

의한 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Davis et al.(1989)은 

최종적으로 두 모형의 변수들을 통합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그리고 ‘행동의도’의 

세 가지 이론적 개념으로 구성된 모형을 제시하였

는데,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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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최종모형의 분석 결과 1차 조사에서 행

동의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영향

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만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et al, 1989). 이는 지

각된 유용성이 행동의도에 보다 직접적이고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TAM을 적용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용자가 새

로운 기술에 이미 익숙하고 기술의 사용에 자신감

을 갖는 경우 지각된 용이성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왔다(Chau & Hu, 2002; Chung & 
Lee, 2008; Hu, Chau, Sheng & Tam, 1999). Choi 
(2009)는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

도에, 태도는 모바일 쇼핑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지각된 용이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Kim(2009)은 지각된 유용성이 모

바일 패션 쇼핑 태도에, 태도는 모바일 패션 쇼핑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각된 용이

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Jung(2012)
의 연구에서 또한 지각된 유용성이 모바일 쇼핑몰 

방문의도에, 방문의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interactivity

Müller-Veerse(1999)의 Mobile Commerce Report
에서는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 요인으로 편재성, 접
근성, 보안성, 편리성, 위치확인성, 즉시접속성, 개
인화 등을 제시하였다. Kannan et al.(2001)은 편재

적 상호작용성, 개인화, 위치확인성 등을 모바일 매

체의 핵심 속성이라 하였다. Clarke(2001)은 모바일 

커머스가 갖는 차별적 가치 속성을 편재성, 편리성, 
위치확인성, 개인화 등이라 하였다. Siau, Lim, and 
Shen(2001)은 편재성, 개인화, 유연성, 전이성 등을 

모바일 쇼핑의 특성요인들로 제시하였다. Lee(2007)
는 개인화, 유용성, 유희성, 즉시접속성, 용이성 등

이 모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 요인이라 하였고, Kim 
(2009)은 즉시연결성, 개인화, 유희성, 유용성, 용이

성을, Kim(2012a)은 즉시연결성, 개인화, 소셜성, 탐
색성을, Hong(2013)은 편재성, 보안성, 가시성, 즉시

접속성, 개인화를 모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으로 제

시하였다. 
Moon and Ok(2005)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모바일 쇼핑 

특성요인들 중 서비스의 다양성이 인지된 유용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에 

대한 태도에, 태도는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Chung and Lee(2008)는 모바일 커

머스 이용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적합성

이 지각된 유용성에,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와 이용

의도에, 태도는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재성은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oi(2009)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에 

대한 유용성이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태도는 모바일 쇼핑 이용의도에 긍

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서비스 신뢰도와 모바일 쇼

핑의 즐거움 또한 모바일 쇼핑 태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9)은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요인 중 유희성과 유용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는 이

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ng(2013)
은 개인화와 가시성, 유희성,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

이 패션관련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성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반응성, 피

드백, 반응적 대화, 상호정보의 공개, 정보 참여 등이 

복합된 다차원적인 개념(Heeter, 1989; McMillan & 
Hwang, 2002)으로,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연구와, 매체 자체의 상호작용성과는 별개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개인이 해당 매체를 이

용하면서 상호작용성을 얼마나 높게 인지하는가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Won & Lee, 2007). 특히 동

일한 매체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상호작용

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인지하

는 상호작용성, 즉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개념이 중

요성을 갖는다(Lee & Choi, 2002; Newhangen, 1998). 
McMillan(2000)은 기능 중심의 상호작용성보다 인

지 중심의 상호작용성이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 변

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 통제 수준, 사용자 활동성, 장소 지각, 
시간 민감성에 대한 지각을 기반으로 사이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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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성 수준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Wu(2000)는 

상호작용성을 “자신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제하고 

의사소통의 상대방(사람, 매체, 컴퓨터 등)이 자신

의 의사소통 행동을 개인화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

을 인식하는 정도”라 정의하고, 지각된 통제, 지각

된 반응성, 지각된 개인화를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Lee(2004)는 상호작용성

을 “인터넷 상의 반응적,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매체, 메
시지,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또는 호혜

적 행동”이라 정의하고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을 통

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반응성으로 구분하였다. 
Lee(2003)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들(사용

자 통제성, 반응성, 개인화, 연결성, 유비쿼터스 접

속성, 상황기반 제공성)이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Broekhuizen and Hoffmann(2012)
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통제성, 반응성, 
멀티미디어 사용 및 실행 등의 4개 요인이 지각된 

온라인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이라 하였다. 
Teo, Oh, Liu, and Wei(2003)은 웹사이트의 상호

작용성 수준이 만족과 효과성, 효율성에 영향을 미

치고, 만족과 효과성, 효율성은 가치에, 가치는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ang, Kim, and Oh 
(2002)는 TAM 확장모형을 적용하여 지각된 상호

작용성이 TAM의 독립변수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시스템 상호작용성

과 사회적 상호작용성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

었는데, 시스템 상호작용성은 사이트에 대한 태도

에, 사회적 상호작용성은 사이트에 대한 행위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의 

용이성과 사용의 유용성은 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이트에 대한 태도는 사

이트에 대한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Lee(2006)
는 모바일 콘텐츠의 유비쿼터스 속성이 지각된 상

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성과와 사용자 만족, 그리고 지속적 사용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TAM의 독립변수로 적용한 결과 지

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

성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은 태도와 행위

의도에, 태도는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함을 밝혔다. 

III. Research Methods

1. Conceptual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모

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을 즉시연결성, 보안성, 개인

화, 유희성, 신뢰성의 다섯 요인으로, 지각된 상호

작용성의 구성요인을 통제성, 반응성 및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 상황기반 제공성 등 3개의 하위 요인

으로 구분하고, TAM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들이 스

마트폰의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상호작용적 특

성들을 인지하는 수준이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태

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분석해 보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인 스마트폰 사

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

져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경우 지각된 유

용성과 태도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의 설명력이 유의

하지 않음이 밝혀져 왔다(Chau & Hu, 2002; Chung 
& Lee, 2008; Hu, Chau, Sheng & Tam, 1999).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TAM에서 제시된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중 지각된 용이성이 태도 및 

구매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각된 용이성을 모형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지각된 상호작용성 수준이 모바

일 패션 쇼핑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3>과 

같다. 
상기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수립하였다. 
H1.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은 지각된 상호작용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2.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3.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H4.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모바일 패션 쇼핑 특

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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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ual model

개효과를 갖는다. 
H5.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6.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7. 구매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8. 구매태도는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모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우
선 모바일 패션 쇼핑이란 ‘스마트폰에서 패션 쇼핑

몰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모바일 패

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패션 제품(의류제품, 
가방, 신발, 액세서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패

션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Clarke, 2001; Choi, 2009; 
Chung & Lee, Hong, 2012; 2008; Kim, 2012a; Kim, 
2012b; Kim & Shin, 2013; Kim & Shin, 2014; Lee, 
2007)이라 정의한다.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인 즉

시연결성, 보안성, 개인화, 유희성, 신뢰성은 각각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

속하여 패션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거나 패

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성’(Clarke, 2001; Kim, 
2012a; Kim & Shin, 2014),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할 때 소비자가 개인정보나 거래정보

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Chung & Lee, 2008; Hong, 
2012; Kim & Shin, 2014),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

일 패션 쇼핑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춤화된 제품, 정
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도’(Kim & Shin, 2014; 
Lee, 2007),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

을 통해 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재미와 즐

거움’(Kim & Shin, 2014; Lee, 2007), ‘스마트폰으

로 접속한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

의 정확성, 다양성, 충실성에 대한 신뢰’(Choi, 2009; 
Kim, 2012b; Kim & Shin, 2014)로 정의한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Lee(2004)의 정의를 바탕

으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하는 반응적,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들이 매체, 메시지,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

도’라 정의한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 통

제성,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상황기반 제

공성은 각각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정보의 흐

름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Kim & Shin, 
2013; Lee, 2003),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

을 할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문의사항에 신속

하고 시기적절하게 응답해 주는 정도 및 기업과 소

비자, 또는 소비자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

한 정도’(Kim & Shin, 2013; Lee, 2003; Lee, 2004),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할 때 개개인이 

처한 시간, 위치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정보 및 서비

스를 제공해 주는 정도’(Kim & Shin, 2013; Lee, 
2003)로 정의한다.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패

션 쇼핑몰을 이용함으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고, 패션제품 구매행

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 믿는 정도’(Chung 
& Lee, 2008)로, 구매태도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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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 느끼는 정도’(Kim & Shin, 2013; Kim & 
Shin, 2014Vijayasarathy, 2003)로, 구매의도는 ‘실제 

구매 행동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하고자 하는 의도’(Kim 
& Shin, 2013; Kim & Shin, 2014; Vijayasarathy, 
2003)로 정의한다. 

 
2. Measurement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개념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소

비자들이 인지하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24개의 문항(Choi, 2009; Hong, 2013; 
Kim, 2009; Kim, 2012a; Kim, 2012b; Lee, 2007; Lu, 
Liu, Yu, & Wang, 2008; Noh, 2006; Siau et al., 2001; 
Vijayasarathy, 2003), 지각된 상호작용성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13개의 문항(Broekhuizen & Hoffmann, 
2012; Lee, 2003; Lee, 2004; Wu, 2000; Yang, 2009), 
지각된 유용성 7개 문항(Choi, 2009; Davis et al., 
1989; Hong, 2013; Lu et al., 2008), 구매태도 4개 

문항(Moon & Ok, 2005; Kim, 2012a; Visayasarathy, 
2003), 구매의도 4개 문항(Jung, 2012; Kim, 2012a)
과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문

항 5개 등 총 5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Results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Path Standardized 
factor loading

Error 
variance S.E. t Construct 

reliability AVE

Immediate 
connectivity

→ Immediate connectivity 1 .749 .317 Fix -

.822 .477

→ Immediate connectivity 2 .751 .307 .076 14.572***

→ Immediate connectivity 3 .678 .412 .074 13.258***

→ Immediate connectivity 4 .630 .438 .068 12.33***

→ Immediate connectivity 5 .526 .701 .075 10.28***

→ Immediate connectivity 6 .519 .715 .070 10.142***

Security

→ Security 1 .800 .354 Fix -

.897 .745→ Security 2 .910 .150 .051 21.107***

→ Security 3 .856 .250 .052 20.185***

Personalization

→ Personalization 1 .781 .270 Fix -

.832 .623→ Personalization 2 .762 .356 .073 14.803***

→ Personalization 3 .711 .402 .071 13.978***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6월 6
일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선

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483개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31개를 제외하고 452개의 

응답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6.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통계분석에 사용된 452명의 응답자는 여성 235

명(52.0%), 남성 217명(48.0%)이었으며, 연령별로

는 20대가 236명(52.2%), 30대가 216명(47.8%)이었

다.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는 20대 남성이 113명
(25.0%), 20대 여성이 123명(27.2%), 30대 남성이 

104명(23.0%), 30대 여성이 112명(24.8%)으로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표본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은 1년 이상인 

응답자가 368명(81.4%)이었으며, 320명(70.8%)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몰 접속 경험

이 있다고 답했다. 모바일 패션 쇼핑몰 접속 경험자 
중 171명(53.4%)이 실제 구매 경험자였으며, 구매 경



Vol. 23, No. 2 김민정․신수연 75

－ 235 －

<Table 1> Continued

Path Standardized 
factor loading

Error 
variance S.E. t Construct 

reliability AVE

Enjoyment

→ Enjoyment 1 .821 .465 Fix -

.881 .520

→ Enjoyment 2 .895 .233 .043 22.964***
→ Enjoyment 3 .812 .409 .045 19.989***
→ Enjoyment 4 .558 .790 .049 12.331***
→ Enjoyment 5 .547 .742 .048 12.053***
→ Enjoyment 6 .725 .557 .047 17.099***
→ Enjoyment 7 .789 .397 .043 19.206***

Credibility

→ Credibility 1 .764 .291 Fix -

.868 .571
→ Credibility 2 .794 .238 .061 16.234***
→ Credibility 3 .552 .635 .074 11.151***
→ Credibility 4 .713 .299 .060 14.603***
→ Credibility 5 .653 .377 .062 13.323***

Control
→ Control 2 .666 .476 Fix -

.669 .503
→ Control 3 .705 .452 .109  9.971***

Responsiveness 
and two-way 

communication

→ Responsiveness 1 .726 .438 Fix -

.887 .569

→ Responsiveness 2 .753 .336 .062 15.322***
→ Responsiveness 3 .636 .484 .064 12.916***
→ Two-way communication 1 .811 .270 .063 16.491***
→ Two-way communication 2 .785 .373 .069 15.963***
→ Two-way communication 3 .676 .543 .070 13.747***

Contextual offer
→ Contextual offer 1 .685 .516 Fix -

.837 .633→ Contextual offer 2 .811 .350 .082 14.776***
→ Contextual offer 3 .867 .224 .080 15.239***

Perceived 
usefulness 

→ Usefulness 1 .823 .241 Fix -

.948 .722

→ Usefulness 2 .739 .306 .048 17.900***
→ Usefulness 3 .887 .150 .045 23.469***
→ Usefulness 4 .885 .159 .046 23.382***
→ Usefulness 5 .848 .240 .051 21.876***
→ Usefulness 6 .803 .275 .049 20.146***
→ Usefulness 7 .698 .415 .053 16.577***

Purchase attitude

→ Attitude 1 .710 .283 Fix -

.853 .592
→ Attitude 2 .633 .458 .089 11.553***
→ Attitude 3 .727 .287 .082 12.919***
→ Attitude 4 .712 .308 .083 12.733***

Purchase intention

→ Intention 1 .782 .252 Fix -

.933 .778
→ Intention 2 .743 .252 .053 16.673***
→ Intention 3 .884 .143 .055 20.599***
→ Intention 4 .889 .132 .054 20.71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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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 중 135명(78.9%)이 의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 Testing of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구성개념인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의 

즉시 연결성, 보안성, 개인화, 유희성, 신뢰성과 지

각된 상호작용성의 통제성,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 상황기반 제공성,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

과 구매태도, 구매의도 요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통

제성 요인의 측정항목 ‘통제성 1’ 문항이 λ=.378의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 해당 항목을 제거한 후 2
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2= 
2,268.046(p=.000, df=1118), GFI=0.829, AGFI=0.805, 
CFI=0.910, NFI=0.838, IFI=0.911, TLI=0.902, RMR= 
0.042, RMSEA=0.048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Yu, 2012). 전체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2> Model fit index

χ2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1,125.395
(p=0.000) 224 0.843 0.807 0.863 0.835 0.864 0.845 0.078 0.094

<Fig. 4> Model parameter estimates

본 연구의 모형은 1개의 독립변수(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와 4개의 내생변수(지각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태도, 구매의도)로 구성되어 있

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과 최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
tion)에 의한 추정법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χ2= 
1,125.395(p=.000, df=224), GFI=0.843, AGFI=0.807, 
CFI=0.863, NFI=0.835, IFI=0.864, TLI=0.845, RMR= 
0.078, RMSEA=0.094로 나타나(Table 2), 일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의 수준을 확보하였다(Yu, 2012).  
각 변인 간의 영향력을 설명해 주는 경로계수가 

<Fig. 4>와 같이 산출되었으며, 각 가설에 대한 경

로계수와 검증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H1은 경로계수 .188(t=3.308, 
p<.001)로,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은 지각된 유용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H2는 경로계수 

.106(t=1.962, p<.10)으로 채택되었다. ‘지각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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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H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p

H1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 Perceived interactivity .188 .120 3.308*** .000

H2 → Perceived usefulness .106 .116 1.962* .050

H3 Perceived interactivity → Perceived usefulness .333 .064 6.686*** .000

H5
Perceived usefulness

→ Purchase attitude .186 .042 3.386*** .000

H6 → Purchase intention .346 .040 7.767*** .000

H7 Purchase attitude → Purchase intention .067 .040 9.707*** .000

***p<.001, *p<.10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testing

H Path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H4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 Perceived usefulness .106* .056 .063** .005 .169* .011

H8 Perceived usefulness → Purchase intention  .346** .002 .102** .004  .449** .003

**p<.01, *p<.10

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한 H3은 경로계수 .333(t=6.686, p<0.001)으로 채

택되었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한 H4의 경우 직접효과의 경

로계수 .106(p<.10),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063(p<.01), 
총효과의 경로계수 .169(p<.10)로 채택되었다. ‘지각

된 유용성은 구매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H5는 경로계수 .186(t=3.386, p<.001)으로, ‘지각

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H6은 경로계수 .346(t=7.767, p<.001)으로 채택

되었다. ‘구매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한 H7은 경로계수 .067(t=9.707, p<.001)로 

채택되었다. ‘구매태도는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다’
고 한 H8은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346(p<.01), 직접

효과의 경로계수 .102(p<.01), 총효과의 경로계수 .449 
(p<.01)로 채택되었다.  

V.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

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

된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유

용성은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구매태도는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은 지

각된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짐과 동시에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구매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 또한 유의했다. 이는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태도 및 구매의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임

을 의미하며, Moon and Ok(2005), Chung and Lee 
(2008), Choi(2009), Kim(2009), Hong(2013), Chang, 
Kim, and Oh(2002), Lee(2006) 등 TAM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지각된 유용성, 태도, 이용

의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지함과 동시에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TAM의 독

립변수로써 지각된 유용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적 시사점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품 정보 제공 측면에서 모바일 패션 쇼

핑 특성 중 신뢰성, 즉 쇼핑몰이 제공하는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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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및 다양성, 충실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

았을 때 스마트폰의 특성상 화면의 크기, 고화질 

이미지나 동영상 등 고용량 정보를 읽는데 소요되

는 통신 데이터 등에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정확하고 충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하

기 위한 컨텐츠 디자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상호작용성 요인 중 하나인 반응성 및 양방

향 커뮤니케이션 또한 제품 정보의 전달 면에서 중

요하다. 즉 쇼핑몰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능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컨텐츠 

디자인을 통해 제품 정보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바일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

으로 즉시연결성과 개인화, 그리고 상황기반 제공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쇼핑몰

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출

퇴근 시간, 점심시간, 잠들기 직전 등 과거에는 쇼

핑몰에 접속하기 어려운 상황 및 시간대에도 쇼핑

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패션 쇼핑몰 관리

자는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여 시간대를 이용한 차

별화된 상품구성 및 프로모션 전략을 기획하여 추

가적인 매출과 소비자 만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

다. 개인화와 상황기반 제공성 또한 모바일 패션 

쇼핑몰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용자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토대로 최적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모바일 매체만이 제공

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모든 쇼핑

몰이 수많은 제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원

하고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서 이러한 정보에 접

속할 수 없다면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아

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보다 정교하게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기적절한 상황기반 제공성 강

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희성은 이용자가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 

보다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인이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패션 쇼핑몰을 탐색하

는 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마
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정보

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특별

히 구매의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래의 구매

를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필

요와 욕구에 맞는 정보가 있는 경우 흥미를 느끼고 

향후 접속을 위해 장바구니에 저장해 놓거나 북마

크를 해 놓을 수 있다. 쇼핑몰의 디자인 자체가 심

미적인 만족감을 주는 경우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쇼핑몰에서 진행 중인 각종 이벤트와 프로

모션 전략 등에 참여함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희성 요인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 보다 더 자주 접속하고 더 

오래 머무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장

기적 관점에서 매출 증대와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보안성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보유출 및 

보안 관련 이슈들을 보았을 때 스마트폰에서 이루

어지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

안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바일 패션 

쇼핑몰 관리자는 쇼핑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와 결제정보의 거래에 있어서 공인된 보안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 시스템의 안전성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모바일 패션 특성 요인들과 지각된 상

호작용성 요인들을 강화함으로 이용자들의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수준을 높여 모바

일 패션 쇼핑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모바일 패션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TAM
을 적용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각된 상호

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임을 확인하고,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검증했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20~30대의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남녀 중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최근 모바일 인터넷 매체

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등
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향후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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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매체를 다각화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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