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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내에서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인터넷의 범 한 사용을 고려하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서의 만족도

와 실제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내는 것은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모바일 커머스 사

이트에서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와 2) 모바일 커머스에서의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구분하는 결정변

수를 알아보았다. 이 두 가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독립변수로 기술수용모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지각된 쇼핑 가치 (perceived shopping values),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에서 제안된 변수들을 포함하 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의 성능 (지

각된 사용의 용이성  유용성, 속도, 풍부한 콘텐츠, 맥락  서비스)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서의 만족도

에 향을 미쳤다. 반면에, 모바일 사이트에서의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  상

호작용성, 특히 사용자간 소통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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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ing the prevalent use of mobile devices and the mobile Internet in Korea, there should 

be open doors for retailers to a different type of distribution if they could find out what makes 

consumers satisfied with m-commerce sites as well as what makes consumers purchase from 

m-commerce sites. Therefore, we explored: 1) the antecedents of satisfaction with m-commerce 

sites and 2) the determinants of purchasers vs. browsers of m-commerce. As possible 

antecedents of the two dependent variables, the following were utilized in the current study: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perceived shopping values, and interactiv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se variabl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mobile commerce site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Synchronicity, Richness of content, and Contextual 

services) significantly affected satisfaction with m-commerce sites.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discriminator of an m-commerce purchaser vs. a browser was human-oriented interactivity, 

especially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mong users.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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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소비자와 불가분의 계

가 되었다. 구  코리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 률은 2015년 1분기에 73%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1]. 게다가, 

2013년에 실시된 설문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유자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

색한다고 응답해 쇼핑 련 정보검색에도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50% 이상이 구매 직 에 제품 비교를 해 

스마트폰 검색을 실시하고, 40% 이상은 제품 구매와 

련된 조언을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구

한다고 하 다[3]. 이 게 한국 시장의 높은 스마트폰 

보 률과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스마트폰  모바

일 커머스의 활용도로 미루어 볼때,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채 은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제품과 서비

스를 매할 수 있는 주요한 채 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 히 한국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

고 조사한 제품을 매장이나 개인용 컴퓨터 (PC)로 이동

하여 실제 구매 하는 등 모바일 커머스의 구매 이탈율

이 높아서, 아직까지 모바일의 매 채 로의 역할은 

상 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행태를 다룬 최근의 보고서들

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소비  의사결정 과정에 활

용하는 것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응은 미흡한 것을 

지 한 바 있다[1][4].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

으로, 2014년 미국 체 오 라인 쇼핑의 약 28%에 해

당하는 1조 달러에 이르는 구매에 소비자들의 모바일 

검색이 향을 미쳤다[6].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모

바일 검색의 경우, 80%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7]. 하

지만 미국에서도, 여 히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검색 

후에 실제 구매는 오 라인이나 PC를 통한 온라인 쇼

핑 등 다른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모바일 커머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모바일 커머스의 시장 유율 증 와[8] 모바

일 커머스 구매이탈율의 진  감소가 이를 뒷받침하

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은 정보 기술(IT)

과 융기능이 결합되는 핀테크(FinTech)의 열풍으로 

아이폰의 애 페이, 삼성 갤럭시폰의 삼성페이뿐 아니

라,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와 구 의 구 페이와 같은 

SNS기반의 결제 시스템까지 등장하며 가속화 될 것으

로 기 되고 있다[4].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스마트폰은 이제 소비자에

게 가장 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매체  하나이

지만, 기업들의 실질 인 응이 미흡하여, 상 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커머스는 여 히 새로운 유

통경로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한, 모바일 커머스의 성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커머

스 소비자에 한 경험  연구도 상 으로 부족한 실

정이다[9]. 최근 모바일 커머스 련 몇몇 연구를 살펴

보면, 개 모바일 커머스를 새로운 IT기술로 인식하며 

제안된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ing)

에 기반하여[10], 유용성과 용이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

술 인 요인들이 모바일 커머스의 수용 의도[11] 혹은 

모바일 쇼핑 만족도에[12]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것이 

부분이다[5][13].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도나 태도가 

아닌,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커머스에서 이

루어진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 학문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찾아보기 어렵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커머스가 유통경로로써 

가지는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모바일 커머스로의 

진입  성공은 많은 기업의 략  목표가 될만하다. 

거의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국내 소비자

들에게[1]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커머스가 정보검색 

채 을 넘어서 실제 구매 채 로 자리잡기 해서는 모

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들의 정  태도  구매 

의도에 한 연구뿐 아니라 모바일 커머스를 통한 실제 

구매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밝히는 연구도 필요

하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모바일 커머스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온라인 커머

스를 의미하지만[14], 본 연구는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

폰의 지 한 입지를 고려하여 연구의 상을 스마트폰

을 이용한 모바일 커머스로 한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

한 모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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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소비자들이 다른 채 로 이탈하지 않고,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서 실제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결정 요

인을 알아보려 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 한 소비자 만족과 해당 모바일 커머

스 사이트를 통한 실제구매 행동의 두 가지 종속변수를 

동시에 고려하 으며, 기술수용모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제안된 변수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유용성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가치 (perceived values)  상호 

작용성 (interactivity)의 세 가지 독립변수 그룹이 이 

두 종속변수에 각각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고

자 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 만

족하는 것을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유

의한 선행변수를 밝  학문  발 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바일 커머스 시장 실무자들의 소비자 만족과 구매 제

고를 한 략 개발에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

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술수용모델 (TAM) 
모바일 커머스가 아직 상 으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기존 연구들이 기술수용모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모바일 커머스 연구

에 용할 것을 제안하 다[15]. 기술수용모델은 새로

운 기술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안한 모델

로, Davis(1989)가 처음 도입하 다[10]. 이 모델에 따

르면 소비자의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PEOU; 

perceived ease of use)  지각된 유용성 (PU; 

perceived usefulness)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한 태

도나 실제 사용에 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TAM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16]이나 모바일 서비스[17] 

등 모바일 련 기술 수용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TAM의 두 가지 변수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과 유용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

다.

Davis(1989)가 처음 제안한 이후로 지 까지 TAM이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설명하기 해 사용되어 

왔지만, 사실 TAM은 회사와 같은 조직에 소속된 구성

원들의 비자발 인 이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수용여부를 개념화한 모델이다. 때문에, 개인 소비자의 

자발  수용과 신기술에 한 태도를 알아보기 해서

는 다른 선행변수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18]. 를 들

어, 김민정(2009)는 TAM의 주요 변수인 용이성과 유

용성 이외에 모바일 쇼핑의 특성으로 즉시연결성, 개인

화 서비스,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인 유희성을 추가하고 

이 변수들이 모바일 패션 쇼핑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연구하 다[19]. 그 결과, 유희성과 유용성만이 

쇼핑 태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는 다르게, 편재성, 보안성, 편리성, 개인화, 즉시 속

성을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으로 보고, 이 변수들이 구

매의도에 직 으로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김

규동, 유 목, 김정래의 연구(2013)에서는 즉시 속성

과 편리성, 편재성(connectedness), 보안성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20]. 특히, 모바일 쇼핑 유경험자들은 무경

험자들에 비해 편재성과 즉시 속성 등의 상호작용성 

변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는 TAM의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과 

유용성 이외에도 1) 소비자행동에서 요하게 다 져

온 개념인 지각된 가치, 구체 으로는 개인 소비자가 

모바일 커머스에 하여 지닌 실용   유희  쇼핑 

가치와 2) 모바일 사이트가 얼마나 개인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는 지에 한 주  평가인 인지된 상호작용성

의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모바일 사이트에 한 만

족과 모바일 커머스 활용 여부에 한 설명력을 높이고

자 하 다. 

2. 지각된 쇼핑 가치 
   (Perceived Shopping Value)  
소비 상에 해 기 된 가치와 사용 후 인지된 가

치의 함수로 고객 만족이 결정된다는 Oliver(1980)의 

기 -불일치 패러다임이 두된 이후[21], 만족의 선행

변수로 가치는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포 인 

의미에서의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는 온라인 오 라인

에 상 없이 소비과정에서 느끼는 가치로, 구매로 인해 

최종 획득한 제품에 해 느끼는 가치 외에도 쇼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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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한 가치와 쇼핑 과정 자체에 한 선호도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Holbrook

와 Corfman(1985)은 이러한 소비 가치를 구매라는 명

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목 물을 얻기 한 일련의 행동

들로 이루어지는 구매과정에서 인지되는 가치뿐 아니

라, 단지 쇼핑 과정 그 자체를 좋아하여 인지되는 가치

로 나 어 설명하 고[22], Barbin과 동료들(1994)은 

자를 실용  가치(utilitarian value), 후자를 쾌락  가

치(hedonic value)라 명하 다[23]. 지각된 실용  쇼핑 

가치는 소비자의 쇼핑 동기가 달성된 정도에 따라 결정

되고, 소비자가 제품이나 랜드를 효율 이고 계획

인 방법을 통해 구매하 다고 인지할수록 그 가치의 크

기가 커진다. 반면, 쾌락  쇼핑 가치는 구매라는 궁극

 목  달성 이외의 쇼핑 과정에서 달성되는 즐거움, 

미  욕구 충족 등의 경험과 감정들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으로 쇼핑의 유희 인 측면을 말한다. 

아직 모바일 커머스에 련하여 모바일 사이트의 쇼

핑 가치가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

구는 미비하나,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자상거래의 

경우, 쾌락  그리고 실용  가치가 구매가 발생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한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24-26]. 를 들어, 나운규와 서 석

(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 만족도에 인터넷 쇼

핑몰의 특성인 서비스기술, 디자인, 콘텐츠 뿐 아니라 

쾌락  쇼핑 가치와 실용  쇼핑 가치가 큰 향을 미

친다고 하 다[25]. 반면, Childers 외 연구자들(2001)은 

온라인 쇼핑의 쾌락  가치를 상 으로 더욱 강조한 

바 있다[26]. 김민정(2009)는 유희성과 유용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태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19]. 

따라서 모바일 커머스의 쾌락  가치와 실용  가치 

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포함하 다. 

3. 상호 작용성 (Perceived Interactivity)  
앞서 언 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의 특

성으로 모바일 사이트의 인지된 상호 작용성도 고려되

었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의 확 로 이어졌다. 나아가 인터넷상의 상호작용

성은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상호작용이 언제 어디서

든 가능한 단계로 발 하 다[27]. 모바일 기술의 빠른 

발 과 모바일 기기의 범 한 사용을 바탕으로, 많은 

기존 연구자들이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기기 사용자에

게도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28]. 이에, 많은 연구

들은 기존에 인터넷 상호 작용성을 기반으로 발 된 이

론을 수정 없이 모바일 상호작용성에 차용해 왔다. 하

지만,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성은 기존의 상호

작용성과는 다른 특성도 지닌다[2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상호 작용성 이론과 모바일의 특수성을 모

두 다루고자 하 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상호작용성이 다수의 요소로 구

성된다고 제안하 다[27][30-34]. 상호작용성을 구성하

는 요소로는 소통의 속도를 의미하는 동시성 (synchronicity), 

다양한 포맷의 풍부한 정보 달을 뜻하는 풍부한 콘텐

츠 (richness of content), 사용자의 능동  통제 (active 

control),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방향 소통 

(two-way communication), 사용자간의 소통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tween users) 등이 있다[35]. 앞서 언

하 듯이 모바일 사이트라는 특수성도 고려하여, 본 

연구에는 맥락 기반 서비스 (contextual services)도 추

가로 포함하 다. 맥락 기반 서비스란 소비자 본인  

비슷한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손

쉽게 즐길 수 있게 된다[36]. 일례로 소비자의 지역 정

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날씨  교통 정보 등도 맥

락 기반 서비스의 일종이다. 이처럼 기존 연구자들이 

온라인 상호작용성의 다 차원성을 강조한 가운데, 련 

변수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 - 기계  상호 작용성  

인간  상호 작용성으로 구분되어진다[35]. 기계  상

호작용성은 모바일기기 혹은 시스템( , 모바일 웹사이

트 등)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의미하여 정

보처리  속 속도, 하이퍼링크 등 검색 편의성, 치 

인식 기능 등의 주로 기기와 시스템의 기능 (performance) 

에 집 한다. 이에 반해, 인간  상호작용성은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본인, 다른 사용자 등과 같이 모바일 시

스템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

용의 정도를 뜻하며, 사용자의 질문에 한 서비스 제

공자의 피드백 속도, 다른 사용자의 의견 혹은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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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리뷰 기능, 타 사용자와 정보 공유를 손쉽게 

해주는 SNS 기능 등 인간  화(communication)에 

집 한다. 다른 한편, 상호 작용성을 다차원으로 볼 때,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차원에 해당하는 구체 인 특

성들을 세어 수치화하거나, 는 소비자들이 각각의 차

원에 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 비교하 다. 비교

 반의 연구들은 자의 방법을 쓴 반면에[37][38] 

최근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는가[27][30-34]

에 더 을 맞추었다. 

4. 만족과 구매
소비자 만족(satisfaction)은 소비자의 지속  구매와 

정  구  등 마 의 궁극  목표로 여겨지는 충성

도의 가장 유의한 선행변수로 알려져 있다[39][40]. 따

라서 소비자 만족은 오랫동안 소비자 련 연구의 주요 

심사가 되어 왔으며,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를 비

롯한 정보시스템 분야의 많은 련 연구에서도 빈번히 

다루어 졌다[41-43]. 선행 연구에서 만족도는 시스템과 

정보라는 객체(object)에 한 사용자의 신념(beliefs)으

로 측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커머스가 

발생하는 모바일 사이트의 시스템과 제공 정보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 다. 

서론에서 논의되었듯이, 소매업체들은 왜 어떤 소비

자들은 모바일 커머스를 둘러보고 구매는 하지 않는지, 

어떤 요인이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모바일 커머스를 통한 

구매 의도 는 모바일 커머스에 한 태도가 다루어져

온 반면에, 모바일 커머스를 통한 실제 구매에 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커머

스 구매자와 비구매자 (본 연구에서 비구매자란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를 구경했지만 실제 구매는 하지 않은 소

비자를 일컫는다.)를 구분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해 우선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선행 변수 그룹 

(기술수용모델, 지각된 쇼핑 가치, 모바일 상호 작용성)

이 어떻게 소비자의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모바일 커머스 구매자

와 비구매자를 구분하는 요인을 밝히기 해서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선행 변수 그룹 이외에도 소비자의 모

바일 커머스 사이트에 한 만족도 한 독립변수로 포

함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실제 

구매 여부에 향을 미치는 것이 밝 진 바 있기 때문

이다[15]. 이에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이 설립되었다. 

가설1: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 한 소비자 만족도

는 1) TAM 변수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유용성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2) 지각된 쾌락   실용  

(hedonic and utilitarian) 가치, 3) 여섯 가지의 

모바일 상효 작용성 구성요인들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가설2: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서의 실제 구매는 1) 

TAM 변수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유용

성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2) 지각된 쾌락   실용  

(hedonic and utilitarian) 가치, 3) 여섯 가지의 

모바일 상효작용성 구성요인들, 4) 모바일 커

머스 사이트에 한 소비자 만족도에 의해 결

정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문항

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차용하

으며 모든 문항은7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국에 치

한 여자 학교의 마켓 리서치 수업을 수강하는 90명의 

학생들에게 먼  설문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과 설

문조사 웹페이지 링크가 보내졌다. 한, 이 이메일을 

받은 학생들에게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이메

일을 송해  것을 요청했다. 이 게 모아진 응답자 

에, 지난 3달 안에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를 둘러보거

나 실제로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

는 사람들의 응답만이 분석에 사용 되었다. 그 결과, 

체 응답자 274명 에 유용한 샘  사이즈는 249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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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요인 정의
기술수용
모델
[44]

지각된 용이성(PEOU)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노력이 
없는 정도

지각된 유용성(PU)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능이 
향상되는 정도 

지각된 
쇼핑 가치

[23]

실용성 가치(UV) 제품 구매하는 데 쇼핑의 효율성
과 효과성 

쾌락적 가치(HV) 쇼핑 경험의 즐거움과 재미 
모바일 
상호
작용성

속도 (SYN) [33] 소통의 속도
풍부한 콘텐츠 (RI) [45] 제안된 정보의 포맷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 
능동적 통제 (AC) [33]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가능성 
맥락적 서비스 (CON) [27] 사용자 자신과 타사용자의 정보에 

의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콘
텐츠 

서비스제공자와의 소통 (TW)
[33]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와 소통하
는 방식 

사용자간 소통(IC) [28] 사용자 사이의 대화 및 소통 
만족[46]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표 1. 변수 정의 및 문항 출처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최근에 방문한 모바일 웹사이

트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이트  하나

를 골라 해당 사이트를 고려하여 설문에 참여하게 하

다. 상호작용성은 높았으나,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한 사용자가 124명으로 63명(51%)이 SNS를, 58명

(41%)이 포털을 설문의 상으로 선택하 다. 상호작

용도 높고, 거래도 하 다고 답한 사용자는 125명

으로 포털이 41명(33%), 소호몰이 38명(30%), 은행이 

27명(22%), 그리고 SNS가 15명(12%)를 차지하 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의 주요 참여자는 여

성으로 체 응답자의 79%를 차지하 으며, 연령 는 

25세 이하가 47%로 가장 많았다. 주된 스마트폰 사용

상황은 집 밖 (31.1%)과 통학 혹은 이동 (27.8%)과 

같이 PC에 근이 어려운 상황을 부분 꼽았으나, 집

에서 사용한다고 밝힌 사람들도 24.1%에 달하 다. 스

마트폰은 평균 3년 이상 사용해 왔다고 밝혔고,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평균 4.3시간 정도 스마트폰으로 모바

일 사이트를 서핑 한다고 밝혔다.

요인 항목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성 52 20.9
여성 197 79.1

연령
25세 이하 117 47
26-30세 34 13.7
31-34세 78 31.3
35세 이상 20 8

스마트폰
사용상황
(다중응답)

통학(이동 중) 176 27.80
집 밖에서 197 31.10
집에서 153 24.10
업무 중 54 8.50
여행 중 54 8.50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스마트폰 사용기간(년) 3.24(0.793) (1,4)

일 평균 모바일 
서핑시간(시간) 4.3(1.311) (2,6)

표 2. 설문참여자의 특성(n=249)

Ⅳ. 결과

먼  각각의 요인에 한 Cronbach’s alpha 값은 모

두 기 값인 .70 보다 컸다[47]. AVE 값의 경우 .50를 

넘으면 수렴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이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는데[48],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구성 요인

들의 수렴 타당성이 .65 와 .90 사이 다. 모든 CR 값 

한 기 치인 .70을 넘어 수렴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을 뒷받침하 다[49]. 한, 각각의 요인의 

AVE의 제곱근값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 계 값보다 

더 크므로, 연구모델은 신뢰도와 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가설 1의 경우, 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TAM 변

수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유용성 (perceived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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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쾌락   실

용  (hedonic and utilitarian) 가치, 그리고 여섯 가지

의 모바일 상호 작용성 구성요인들 (SYN, RI, CON, 

AC, TW, IC)이 소비자의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 한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들에 기

반해 봤을 때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F-값을 사용한 단계  다  회귀 분석을 이

용하여, F-값이 2 이상인 변수만이 모델에 포함되도록 

하 다[50].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하

기 해 VIF 값이 1 이상인 변수만이 포함되었다. 마지

막으로, 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워 에러들 간의 

독립성이 받아들여졌다.

기존 연구로부터 유추 가능하듯이, TAM에서 나온 

변수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PEOU) (β= .35; t=5.90; 

p = .00) 과 지각된 사용의 유용성 (PU) (β= .21; t=3.46; 

p = .00)은 소비자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한, 쾌락  가치 (HV) 도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 (β

= .22; t=3.71; p= .00). 여섯 가지의 상호 작용성 구성요

소 에 동시성 (SYN; synchronicity; β= .13; t=2.34; p 

= .02) 과 풍부한 정보 (RI; richness of content; β= .11; 

t=1.83; p = .07) 는 소비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 반면에 상황인식 서비스 (CON; contextual offers; 

β= -.14; t= -2.67; p = .01)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3]. 

변수

비표 화 표 화

t

다 공선성

B S.E β 허용오차 VIF
PEOU 0.39 0.07 .35*** 5.90 0.58 1.71
PU 0.23 0.07 .21*** 3.46 0.56 1.78
HV 0.21 0.06 .22*** 3.71 0.61 1.65
SYN 0.13 0.05 .13** 2.34 0.66 1.52
CON -0.11 0.04 -.14*** -2.67 0.80 1.25
RI 0.09 0.05 .11* 1.83 0.56 1.80
상수 0.43 0.33 1.29

Notes: R = .712, R2=.507
AdjR2=.494,Durbin-Watson=1.972
*** p < .01 ** p < .05 * p < .1 

표 3. 모바일 커머스 만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2를 검증하기 해서는, 단계  별분석을 실

시하 다[표 4]. 단계  별분석을 해, 각각의 변수

들은 별력에 따라 모델에 포함되었다. 우선, Box M 

검정 결과 그룹 간 공분산의 동등성 가정이 받아들여졌

다. Eigenvalue  정 상 분석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결과 한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수

이었다. 한, 각각의 측변수의 Wilks’ lambda (λ) 

(the ratio of the within-group sum of squares to the 

total sum of squares)도 .95 는 그 이하로 용인되는 

수 이었다. 결과 으로, 모바일 커머스에서 실구매자

와 비구매자를 구분 짓는 요한 요인은 소비자간 의사

소통 (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λ= .95, 

F=12.36), 풍부한 정보 (RI; richness of content; λ= .94, 

F=7.81)와 능동  통제 (AC; active control; λ= .92, 

F=7.06)로 드러났다. 

계수의 유의성 분산의 평균

변수 F Wilks’s λ p 실구매자 비구매자
IC 12.36 0.95 0.00 1.43 1.05
RI 7.81 0.94 0.00 1.32 1.09
AC 7.06 0.92 0.00 2.57 2.89
상수 -14.00 -12.32

Notes: Box’s M = 8.776, p= .194, F=1.442
Eigenvalue=.086, Canonical Cor. = 0.28, 
Wilks’s Lambda = 0.92, χ2 = 20.36***
*p< 0.05, ** p< 0.01, ***p< 0.001

표 4. 실구매자와 비구매자 간 판별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1)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2)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모바

일 커머스 사이트에서 실제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결정 

요인을 알아보았다. 첫째, 기술수용모델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제안된 변수인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유용성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지각된 쇼핑 가치 (perceived values)에 포

함되는 쾌락  가치와 실용  가치, 상호 작용성 

(interactivity)에 포함되는 동시성 (synchronicity), 풍

부한 콘텐츠 (richness of content), 사용자의 능동  통

제 (active control),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방

향 소통 (two-way communication), 사용자간의 소통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tween users), 맥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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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서비스 (contextual services)까지 총 열 가지 독립변

수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커머스에 한 소비자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독립변수
그룹

종속변수

만족 실제구매

가설 채택여부 가설 채택여부

기술수용모델 PEOU 채택 PEOU 기각
PU 채택 PU 기각

지각된 가치 UV 기각 UV 기각
HV 채택 HV 채택

상호
작용성

SYN 채택 SYN 채택
RI 채택 RI 기각
AC 기각 AC 기각
CON 채택 CON 채택
TW 기각 TW 기각
IC 기각 IC 기각

만족 만족 기각

표 5. 가설 채택여부 요약

[표 5]에 정리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각된 사용

의 용이성, 유용성, 쾌락  가치, 동시성, 풍부한 콘텐츠, 

맥락 기반 서비스가 소비자의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

쳤다. 상호작용성의 두 가지 차원 에서 기계  상호

작용성에 해당하는 동시성(SYN), 풍부한 콘텐츠(RI), 

맥락 기반 서비스(CON)는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의 만

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 반면에, 인간  상호작용성

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능동  통제 (AC), 사용자와 서

비스 제공자 간의 방향 소통 (TW), 사용자간의 소통 

(IC)은 소비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다음으로는, 앞서 소비자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열 가지 독립변수에 소비자

의 만족도까지 포함하여 총 열한 가지 독립변수가 스마

트폰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서 실제 구매를 하

도록 만드는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해 사용되었다. 

흥미롭게도 결과는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는 다른 양상을 보 다. 만족도에 향을 미쳤던 기계

 상호작용성에 해당하는 동시성과 맥락 기반 서비스

는 실제 구매 여부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소셜커

머스의 특성이 어떠한 향을 보이는지에 한 선행연

구에서 반응성, 소통가능성, 정보성이라는 상호작용성

과 유사한 세 가지 선행 요인들이 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나 구매의도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51]. 반면에, 모바일 커머스에서 실구

매자와 비구매자를 구분 짓는 주요한 요인은 소비자간 

의사소통(IC), 풍부한 정보(RI), 능동  통제(AC)로 드

러났다. 특히, 모바일 커머스 실제 구매를 결정 짓는 가

장 큰 요인은 인간  상호 작용성, 특히 소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었다. 따라서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 리자

들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 상에서 소비자들 간의 의사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사이트 

방문자의 이탈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를 들어, 이용자 간의 의견교환과 정보공유를 한 

게시 이나 포럼 등을 사이트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활

발한 구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모

바일 소비자들이 구매에 앞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상품 비교의 목 이 53%인데 비해 타 사용자의 조언을 

구하기 해서라고 답한 것이 41%에 이르며 두 번째로 

큰 활용 요인인 과 일맥상통한다[3]. 한, 안 천과 

김상훈(2011)의 성별에 따른 모바일 커머스 수용의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각된 즐거

움과 타인의 시선을 고려한 주  규범을 요시 여긴

다[18]. 따라서, 여성 소비자가 주요 고객인 랜드의 

경우 구 을 유도하기 하여 자사의 쇼핑사이트를 다

른 고객에게 추천한 고객에 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 해 직 하다. 특히, 블로그, 미니홈피, 트 터로 

변되는 마이크로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의 성장은 이

러한 소비자간 정보공유의 기회를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 은 모바일 커

머스 사이트에 매우 바람직한 술이라고 할 것이다.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유용성과 쾌락  가치는 만족

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실제 구매를 결정 짓

는 요인은 아니었다. 이는 Gefen과 Strab(2000)의 PC기

반 온라인 쇼핑의 수용에 한 연구에서 정보 검색의 

수단으로 온라인 사이트가 활용될 때 사용용이성이 

요한 변수 으나,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사용용이성이 

더 이상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52]. 한, 국내에서도 안 천과 김상훈(2011)은 성별

에 상 없이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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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18]. 다시 말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의 사용용이성이나 유용성은 모바일 커

머스에서 정보를 얻는 등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커머스 

사이트에서 직  구매를 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커머

스 만족에 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커

머스의 사용에 한 이해를 넓히고, 어떻게 모바일 커

머스 사이트 방문자를 실구매자로 이끌 것인가에 한 

실질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검색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해당 웹사이트를 구

축한 기업의 수익에 직결되는 거래 (구매, 은행거

래 등)로 연결되는 확률이 낮은 상황에 착안하 다[5]. 

특히, 한국 모바일 사용자들의 증가추세와 활발한 활용

황에 비해 모바일 사이트 구축에 미진한 한국의 황

에서 만족도와 실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상이

하며, 실제 구매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와의 소통 즉 사람들을 화하게 만드는 것이 매

우 요하다는 결과를 내어 향후 한국 모바일 사이트 

구축  개선을 요하는 기업내 련 실무자들에게 시사

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

지고 있다. 첫 번째는 설문이 서울의 여자 학교에서 

시작되어 스노우볼 (snowball)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

문에, 여성의 비 이 70%를 웃돌아 실제 한국 소비자

의 행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한, 조사 상인 모바일 

웹사이트가 포털, SNS등에 한가지로 제한되지 못하고, 

은행, 소호몰, 포털, SNS, 게임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

된 이다. 

한, 모바일 커머스나 모바일 뱅킹처럼 개인의 융 

정보를 요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사이트의 보안 

 개인정보 리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실제 구매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모바일 

커머스 수용과 보안에 한 연구는 미비하다. 채 일

(2011)은 유사한 채 인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쇼핑

이나 뱅킹서비스 수용에 한 연구에서 서비스 특성, 

사용편리성, 유용성 그리고 신뢰 등은 요한 속성으로 

드러난 반면, 개인정보 보안 혹은 인지된 험은 인터

넷 뱅킹의 지속  고객 수용에 유의하지 않은 것을 밝

낸 바가 있다[53]. 그러나 완 히 개인화된 모바일 기

기의 경우,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개인정보 보안에 하여 더욱 민감할 것으로 상된다. 

최근, 애 , 구 , 페이스북 등 최고의 ICT기업들이 테

러방지를 한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안 수  강등에 

한 요구에 개인정보 보안의 요함을 재확인하며 강

경한 반  입장을 지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

러하다[54]. 이에, 향후 연구에서 보안 시스템의 객  

성능  소비자들의 주  지각과 단이 모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소비자들

의 모바일 사이트 이용 경험, 온라인 쇼핑 경험 등 경험

 변수와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  변수가 소비자

들의 주  지각에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처럼,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독립변수들과 모바

일 커머스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향후 모바일 커

머스에 련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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