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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몰의 속성이 소비자의 충성도에 미치는 효과 :

소비자의 O2O 서비스 경험여부를 조절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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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bile shopping has been increasing, the competition has been also increasing to satisfy various

consumers’ needs. Despite such increase in terms of the volume of the consumers who use mobile shopping,

there has been very few studie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mobile shopping malls. 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mobile shopping malls on consumer loyalty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O2O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shopping malls and consumer loyalty. Using a sample of 276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mobile shopping,

we found that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ubiquity, personalization, or convenience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 loyalty and a design characteristic solely has an interaction effect on consumer loyalty. As

consumer loyalty has a critical factor on mobile shopping mall’s profit, examining which fa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loyalty is beneficial for mobile shopping malls.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both prac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Keywords：Mobile Shopping, O2O Service, Consumer Loyalty, Characteristics of Mobile Shopping Mall,

Characteristics of Service Quality

1)

Received：2019. 08. 28. Revised : 2020. 07. 02. Final Acceptance：2020. 07. 02.
**** School of Business, Hoseo University, E-mail: kimssam115@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Business, Hoseo University, 12 Hoseodae-gil, Cheonan, 31066, Republic of Korea, Tel：+82-41-560-8361,

e-mail：jslee@hoseo.edu
**** Maeji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e-mail：yusong@yonsei.ac.kr
****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ankook University, e-mail：sookim@dookook.ac.kr



78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Time
Division

March 2018 March 2019
an increase or

decrease in amount
Increasing rate

Total contract value(A) 94,361 111,953 17,591 18.6

Mobile Transaction Amount(B) 55,095 70,486 15,391 27.9

Proportion(B/A) 58.4 63.0 - 4.6

Source : Statistical Office ‘Online Shopping Trends in March 2019’ reorganize

<Table 1> Trends in Online Shopping Transactions(a hundred million won, %, %p)

1. 서 론

e-비지니스의 쇼핑 분야는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쇼핑 중심

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도 PC 쇼

핑에서 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년 3월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라

인 쇼핑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

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대비 18.6% 증가한 11조

1,953억 원 수준이며,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은 27.9% 증가하여 7조 486억 원을 기록하였다.

온라인쇼핑거래액에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매해 고

속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3월엔 63.0%까지 비중

을 차지하여 전년 동월(58.4%)에 비해 4.6%p 증가

였다[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2019].

첨단 모바일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매 채널이 다양해지고, 언

제 어디서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소비자 스스

로 소비를 주도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 놓여있던 글로벌 기업들은 소비자들

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차별화 시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모바일 쇼핑몰도 글로벌 기업

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쟁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가

정하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서비스의 품질,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 신뢰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관점을 맞춰왔다면, 본 연구는 모바일 일반속성, 서비

스품질, 업체특성이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주된 영

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충성도는 모바일 쇼핑몰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 미

치고,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모바일 쇼핑몰과 예비창업자들에

게 효율적인 고객 관리 전략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바일 쇼핑, 온라인 쇼핑,

O2O 서비스에 관한 속성과 요인들의 관계를 선행연

구를 통하여 밝히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즉, 선행연

구들을 토대로 구성된 연구모형과 설문을 통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 전문서적과 논문 등의 선행문헌자료

와 인터넷상의 각종 연구보고서, 공신력 있는 공공기

관들의 보도문서,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 쇼

핑, 온라인 쇼핑, O2O 서비스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둘째, 선행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76부

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셋째, SPSS 24를 이용한 통계와 요인분석으로 연

구가설을 검증하였다.

3. 이론적 배경

3.1 모바일 쇼핑의 개념

첨단 모바일 기기는 새로운 거래 형태를 만들고, 누구

든지 언제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인터넷과 정보통신

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배홍균, 박길상, 2003].

모바일상거래는 무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바일 기

기를 통해 일어나는 새로운 타입의 전자상거래를 의미

한다[Siau et al., 2001; Na, 2011]. 무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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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PDA 등 각종 기기와 공중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를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정보 및 제품

의 대가로 가치를 이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모바일

Commerce(Mobile Commerce), 모바일 E-Com-

merce(Mobile Electronic Commerce, 무선 E-

Commerce(Wireless Electronic Commerce),

M-Commerce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Clarke,

2001]. 이동 중에 휴대폰이나 무선 인터넷 정보단말기

를 통해 인터넷은 물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 상거

래의 한 종류라 정의했다[Lee and Lee, 2003].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의 매체를 스마

트폰으로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자유롭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 경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Kim, 2012]으로 정의되어,

모바일 쇼핑은 기존 PC 기반의 온라인 쇼핑과 이동성

및 즉시성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며, 시공의

제약없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무선 인터넷에 접속하

여 쇼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갖는다[DMC MEIDA,

2013]. 특히, 무선 인터넷거래 기술을 활용하는 무선

단말기를 통하여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을 전달하는 것이

라 정의하기도 한다[백봉, 2013]. 즉, 모바일쇼핑을

‘모바일 기기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무형의 콘

텐츠를 금전 혹은 기타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행위’로도 정의하였다[오가영 외, 2012;채진미, 2015].

위와 같이 모바일쇼핑은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

일 쇼핑을 무선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고, 휴대

폰을 이용하여 서비스이용, 정보검색 및 제품구매를 하

는 모든 형태의 거래행위를 지칭한다.

3.2 모바일 쇼핑의 현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바일 쇼핑(Mobile Shop-

ping)이란 스마트기기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쇼핑

을 하는 서비스이다. 단말기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단말기 구조 등 기술적인 부분이나 무선인터넷 기술

[Barwise, 2001; Lu et al., 2003]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영역인 만큼 사용자의 신

뢰와 만족이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탐색적 연구들이

대다수로 기존 e-비즈니스나 신기술의 도입과 유사한

접근법[Kim, 2002]이 활용되어왔다.

소비자들의 모바일 쇼핑 비중은 모바일 이용의 편

리성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55.0%였던 모바일 거래액이

2019년 3월에는 63.0%로 2년 사이 약 8%가 증가하

였다[통계청, 2019. 3].

Source : Statistical Office ‘Online Shopping Trends in
March 2019’ reorganize.

<Figure 1> Percentage of Mobile Transactions Among Online
Transactions

‘2017 디지털 소비자와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분

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모바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C미디어 2017, <Figure 2> 참조]. 국내 디지

털 상거래 및 콘텐츠 소비는 점차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뱅킹에서 강세가 두드

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DMC Media, Reconfigure ‘Internet Banking Devices'

온라인․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아래

<Table 2>에서와 같이 ‘편리해서’와 ‘가격/가치가 좋

아서’, ‘배송이 빨라서/편리해서’순으로 나타났다. 소비

자들이 모바일 쇼핑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증거로

보여진다[Opensurvey,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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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ontent
First half
of 2019

Gap
(the second
half of 2018)

For convenience(Purchase
anytime, anywhere)

56.4 ▲ 1.9

The price/value is good 55.7 ▲ 4.5

Delivery is fast/convenient 24.9 ▲ 1.3

Convenient for payment 19.5 ∇ 5.4

Benefit from membership 13.2 ∇ 1.9

Have a good shopping
experience

11.9 ∇ 0.6

Have a good product
composition

8.1 ▲ 0.9

<Table 2> Reasons for Online and Mobile Purchases

*Base : Multiple responses(1+2)
Source : Opensurvey, Mobile Shopping Trend Report 2019.

모바일 쇼핑 시장은 끊임없이 경쟁 중이다. 2017년

상반기의 모바일 쇼핑 시장은 16년 대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모바일 쇼핑의 안정화가 지속됨을 보여준다.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를 살펴보면, 모바

일 쇼핑 이용률이 오프라인 쇼핑을 앞지르며 가장 보

편화된 쇼핑 채널로 굳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오픈

서베이, 2019].

3.2.1 모바일의 일반 속성

이러한 모바일의 속성으로 편재성, 개인화, 유연성,

전이성[Siau et al., 2001]의 네 가지를 모바일 특

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의 전자상거래보다

차별화되는 모바일의 일반 속성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Siau et al., 2001]. 그리고, 편재성, 편리성, 위치

확인성, 개인화를 모바일 커머스의 주된 속성으로 보

기도 한다[Clarke, 2008]. 모바일의 특성을 편재성,

보안성, 위치기반, 접근성, 편리성, 즉시연결성, 개인

화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Durlacher Rearch

Ltd., 2001].

모바일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편재

성, 접속성, 상황인식성, 편의성을 모바일의 특성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몰입,재미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연구하였다[이성호, 2006]. Clarke의 연구[2008]

에 따르면, 고정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모바일 커머스는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 즉, 전자상거래의 특성을벗어나

모바일 커머스의 가치제안의 특성은 모바일의 편재성,

편리성, 위치확인성, 개인화의 네 가지 특성[Clarke,

2008]으로 다음 <Figure 3>과 같이 나타났다.

Source : Clarke[2008], Emerging Value Propositions for
m-commerce, Journal of Business Strategies.
pp. 45

<Figure 3> Mobile Commerce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모바일 일반속성인 편재성, 편리성, 위치기반, 개인화

네 가지를 파악하고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이 충성도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3.2.2 모바일 쇼핑의 서비스품질 속성

인터넷으로 인해 상거래와 유통이 온라인으로 바뀌

고[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또한 온라인 쇼핑이 모

바일 온라인 쇼핑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우수한 성과에 관련된

태도인식이나 평가라고 정의되고, 지각된 품질은 소비

자의 지각과 기대 사의의 방향과 정도로 정의될수 있다

[Parasuranman, 1991]. 서비스품질을 가상공간

으로부터 얻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 지각, 판

단, 평가로 정의기도 한다[Santos, 2003]. 또한, 시스

템 품질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정확성과 운영시

의 효율성으로서 기술적 수준을 의미하고[이혜연 외,

2007], 또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품질

을 의미하기도 한다[정아름, 2013]. 즉, 선행연구에 따

르면 서비스품질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되

면, 소비자의 신뢰도, 만족도, 그리고 충성심이 생기며,

이것은 기업 성과에서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전반적 탁월성이나 우수성에 대해 고

객의 주관적 개념이고 이때의 품질차원을 유형성, 대응

성, 신뢰성, 확신성과 공감성의 5가지, 22개항목으로 제

시했다[Parasuraman and Zeitham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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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arasuraman과 Zeithaml[2005]에 따

르면 e-서비스 품질은 인터넷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쇼핑과 구매/전달을 받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e-서비스품질은 모바일 기기

혹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품질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전자 네트워크를 통

한 서비스품질로 정의하기도 한다[오정정, 2015].

기술수용모형과 결합하여 IT서비스 영역을 분석한

결과, 신뢰성과 확신성의 두 요인만이 e-서비스 품질

과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제

시되었다[Kim, 2011]. 웹 기반 e-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모바일 e-서비스에도 이 모형이 적용되

었는데, 사용의도를 추가한 확장 SERVQUAL 모형

을 모바일 앱 기반 인터넷쇼핑에 적용시켜 서비스품질

을 측정하였다[김종수,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은 디지털 커머스

의 확장된 서비스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Para-

suranman 등의 E-S-QUAL의 모델을 이용하고 e-

서비스품질 특성 요인[오정정, 2015]을 모바일 쇼핑

몰에 적용하여 효율성, 시스템 이용가능성, 이행성,

보안성을 본 연구에서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 속성

으로 정하였다.

3.2.3 모바일 쇼핑몰의 업체특성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하여 지각하는 여

러 특성들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

매, 긍정적 구전,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브랜드에 대

한 소비자 태도, 기업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소비자

행위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래규, 2010].

기업의 명성은 한 순간에 또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

기 보다는 오랜 기간 평가에 의해 형성되어 지고, 브랜

드 명성도 기업 명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

으로 모바일 쇼핑몰 특성을 고려해 업체특성으로 브랜

드 명성과, 디자인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3.2.4 충성도(loyalty)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는 가격 프리미엄과 시장

점유율을 높여 주며 브랜드 자산의 핵심 개념과 가까이

연관되어 있다[Aaker, 1996; Bello and Holbrook,

1995; Chaudhuri andHolbrook, 2001; Holbrook,

1992; Park and Srinivasan, 1994; Winters,

1991]. Dick과 Basu[1994]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충성도를 정의했고, Oliver[1999]는 브랜

드 충성도를 어떤 상품을 지속적으로 재구매 하려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김은동, 2011].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충성도에 관한 연구도 활발

한데, 온라인 충성도는 e-loyalty라고도 표현되며, 온

라인 충성도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한 웹사이트에

서 구매하고 다른 웹사이트로 바꾸지 않으려는 의도라

고 정의될 수 있다[Cyr et al., 2009; Flavianet

al., 2006]. Reichhel과 Schefter는 이것을 만족감

과 애착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이용하려는 열의

라고 하였다. 기업의 맥락에서, 충성도(loyalty)란 배

타적인 기준 하에서 선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기업을

계속적으로 애호하려는 고객의 의지 그리고 친구와 친

척들에게 그 기업의 제품을 추천하려는 의지이다. 따라

서 고객충성도는 행동의 차원을 넘어 선호, 애호 및 장

래의 의도를 모두 포함한다[Lovelock and Wirtz,

2011; 김은동, 2011].

충성도는 모바일 쇼핑몰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기존 모바일 쇼핑몰과 예

비창업자들에게 효율적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을 제시

하고 실무적 시사 방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 모바일 쇼핑몰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2.5 O2O 서비스 개념 및 특징

O2O는 스마트폰, 태블릿 및 PC와 같은 단말기를

이용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에 있는 고객들을 오

프라인 매장으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Chi

et al., 2016].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예약, 주

문, 결제 후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

를 제공받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O2O를 ICT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오프라인으

로 소비자를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14]. 근거리통신과 위치기반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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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 오프라인 매장 주변의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을 발송하는 등 잠재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한 고객을 통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

하면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

다[정유진, 2016]. O2O는 e-비즈니스모델 중 하나

지만 다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과 큰 차이점은 물

류에 주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배송하지 않

으며, 소비자 자신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패턴을 권

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오프라인 매장의 입장에서

는 소비자의 매장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손증군,

2015]. 이러한 O2O 서비스의 핵심은 오프라인 활동

을 온라인에서 지원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김종대 외,

2015].

4. 연구모형 및 설계

4.1 연구모형

모바일 쇼핑몰 앱 속성에 대한 이용의도를 분석하

기 위해 모바일 쇼핑몰 일반 속성, 모바일 쇼핑몰 서

비스 품질속성,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이 모바일 쇼

핑몰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를 규명하려 한다.

기존의 문헌적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Figure 4>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모바일 쇼핑몰의

일반속성, 서비스 품질특성, 업체특성을 정의하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4> Research Model

4.2 연구가설

4.2.1 모바일 일반속성과 서비스품질 속성

소비자는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과 서비스 품질 속

성을 통해 모바일 쇼핑몰에 충성심을 형성한다. 모바일

쇼핑은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된 한 가지 종류이고 온라

인 쇼핑에 대한 충성도는 모바일 쇼핑에서도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서비스 쇼핑 혜택은 구매행위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 이용

자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

다. 제품구성의 다양성, 편리성, 경제성, 시간절약, 사용

용이성, 정보비교 용이성 등이 온라인 쇼핑의 혜택이

라 볼 수 있다[Peter and Fred, 2001]. Cheskin

Research[1999]에 따르면 네비게이션의 편의성이

인터넷 쇼핑의 신뢰도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가 강조하고 있다. 위치기반 속성도 모바일 쇼

핑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에 대한 신뢰도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환 및 환불의 보장, 정보의 품

질, 신속한 반응성, 개인정보보호정책 명시, 결제시스

템의 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속성은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한대문, 2002].

모바일 쇼핑몰의 일반속성과 서비스품질은 소비자

충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충성도(loyalty)

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때,

경쟁사 등 시장변화에흔들리지않고 미래에도 지속으로

재구매하고 후원하겠다는 강한 의지 및 신뢰[Oliver,

1999]를 의미하므로 이런 소비자의 충성도를 연구하려

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H1.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은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편재성은 소비자 충성

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편리성은 소비자 충성

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위치기반은 소비자 충

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편재성은 소비자 충성

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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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은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효율성은 소비

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시스템이용성

은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H2-3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보안성은 소비

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이행성은 소비

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2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

Parasuraman[1998]과 Cronin과 Taylor[1992]

는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명성은 증대되고 또한 높아진

명성은 서비스품질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는 Lane[2000]은 기업이미지 명성은 소비

자가 기업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에 관한 결과물로 보았

다.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모바일 쇼핑몰 업체

특성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H3.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은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의 디자인은 소비자 충성

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의브랜드명성은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3 O2O 서비스 경험여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들의 장점을 융합한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새

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고,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오프라인으로 그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front online to offline), 오프라

인 쇼핑몰, 외식업체, 오프라인 서점 등은 이에 맞서

기존 오프라인 채널의 장점에 온라인 채널의 장점까지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강은경과 양

성병, 2019].

O2O 서비스 경험여부가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

과,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속성, 모바일 업체특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H4.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일

반속성이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4-1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이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향은 달라

질 것이다.

H4-2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편리성은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

향은 달라질 것이다.

H4-3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위치기반은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4-4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개인화는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

향은 달라질 것이다.

H5.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서

비스품질속성이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향은 달

라질 것이다.

H5-1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효율성은 소비자 충성도 미

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5-2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시스템이용가능성은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5-3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보안성은 소비자 충성도 미

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5-4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 속성의 이행성은 소비자 충성도 미

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6.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업

체특성이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H6-1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의 디자인은 소비자 충성도 미치는 영

향은 달라질 것이다.

H6-2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의 인지된 명성은 소비자 충성도 미치

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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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변수의 조작적정의

4.3.1 변수의 조작적정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세

부측정 항목들을 아래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Ubiquity
Real-time information search
anytime, anywhere

Convenience Using simple communication tools

Location Based
Service

Provide optimal content for location,
time, etc. situations

Personalization
Customized and differentiated
customized customer service
provision service

Efficiency
The degree to which the site
effectively and effectively promotes
shopping, purchasing and delivery

System
availability

Accurate technical features of the
site

Fulfillment
On-time availability and sufficient
inventory of goods delivery

Privacy Site safety and consumer privacy

Brand
Reputation

Recognition, familiarity and
reliability of mobile shopping mall
companies

Design Mobile shopping mall overall layout

Loyalty

Signifies strong commitment to
continuously repurchase and
sponsor in the future without being
swayed by changes in the market such
as competitors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Refers to a platform that accepts
products offline or receives services
after making reservations, orders,
and payments online.

<Table 3>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5. 실증분석 및 해석

5.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모바일 쇼핑몰 앱(App) 속성이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O2O 서비스 경험여부를 조절변수로)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은 각 변수 별 관련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실증 연구를

위해 모바일로 쇼핑한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O2O라는 용어에 대해 정확

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온라인 설문에 용

어설명과 함께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설문 조사방식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로 진행하였다.

각 문항은 본 연구의 상황에 맞추어 설문항목을 수

정 또는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모바일 쇼핑 일반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15개, 모

바일 쇼핑 서비스품질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17

개, 모바일 쇼핑몰 업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8

개, 모바일 쇼핑몰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5개,

O2O 서비스 사용 유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1개, 개

인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 5개를 포함하여 총 5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O2O 서비스 사용 유무를 측정

하기 위한 문항 1개와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 5

개를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

하였다.

5.2 표본의 특성

전체 표본 집단 276명 중에서 성별 분포는 남성이

116명(42.0%), 여성이 160명(58.0%)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각 연령별 표본의 수는

10대가 7명(2.5%), 20대가 124명(44.9%), 30대가

41명(14.9%), 40대가 84명(30.4%)로, 50대가 17

명(6.2%), 60대 이상이 3명(1.1%)로 20대가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직장인이 47명

(17.0%), 전문직이 42명(15.2%)이었다. 표본의 소

득 분포는 100만 원 이하가 134명(48.6%)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0~500만 원

이하가 49명(17.8%), 500만 원 이상이 36명 (13.0%)

이었다. 표본의 학력분포는 학사가 110명(39.9%), 가

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87명(31.5%), 전문학사가 44명(15.9%%), 석사가

31명(11.2%), 박사가 4명(1.4%)이었다. 표본 중 O2O

서비스의 사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7명(46.0%),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9명(54.0%)으로 나타

났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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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on Frequency(persons) proportion(%)

Gender
Male 116 42.0
Female 160 58.0

Age

10 age 7 2.5
20 age 124 44.9
30 age 41 14.9
40 age 84 30.4
50 age 17 6.2

over 60 age 3 1.1

Job
Student 122 44.2

Office worker 47 17.0

Income

1 million won or less 134 48.6
1 to 2 million won or less 28 10.1

2 to 3 million won 29 10.5
3 to 5 million won or less 49 17.8
More than 5 million won 36 13.0

Academic background

Under high school 87 31.5
Professional Bachelor 44 15.9

Bachelor 110 39.9
Master 31 11.2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Yes 127 46.0
No 149 54.0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value
B standard error β

Loyalty

(constant) 1.207 .243 　 4.970 .000
Ubiquity .151 .062 .151 2.449 .015

Convenience .295 .070 .290 4.195 .000
Location Based Service .064 .053 .077 1.213 .226

Personalization .143 .064 .152 2.233 .026

F = 29.077, p-value = .000b, R2 = .300, Adjusted R2 = .290, Durbin-Watson = 1.814.

<Table 5>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General Attributes of Mobile Shopping Mall for Loyalty

5.3 가설검증 및 결과해석

H1.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은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의 편재성, 편리성, 위치
기반, 개인화가 종속변수인 충성도에 대해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독립변수와 충성도 간의 분석 결과
<Table 5>를 살펴보면, F값은 29.078, 수정된 R2는

.290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9%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확률은 .000으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Durbin-

Watson 값은 1.814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서 잔

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유의확률의 유의수준
.05에서 볼 때 모바일 쇼핑 속성 4가지 요인 가운데

편재성(β = .151, t = 2.449), 편리성(β = .290,

t = 4.195), 개인화(β = .152, t = 2.233)는 충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보면 편리성은 β =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설

H1-1, H1-2, H1-4는 채택되었고 가설 H1-3은 기
각되었다.

H2.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 속성은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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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value
B standard error β

Loyalty

(constant) .578 .210 　 2.750 .006
Efficiency .412 .072 .374 5.718 .000

System availability -.033 .067 -.032 -.484 .629
Fulfillment .219 .048 .239 4.533 .000

Privacy .259 .054 .265 4.780 .000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Mobile Shopping Mall Service Quality Attributes for Loyalty

F = 62.147, p-value = .000b, R2 = .478, Adjusted R2 = .471, Durbin-Watson = 2.102.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value
B standard error β

Loyalty
(constant) .366 .157 　 2.328 .021

Brand Reputation .749 .046 .707 16.424 .000
Design .160 .043 .159 3.686 .000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Mobile Company Characteristics for Loyalty

F = 251.367, p-value = .000b, R2 = .648, Adjusted R2 = .645, Durbin-Watson = 1.888.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속성의 효율성, 시스템 이

용가능성, 보안성, 이행성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변수와 충성도 간의 분석 결과 다음

<Table 6>을 살펴보면, F값은 62.147, 수정된 R2은

.471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47.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확률은 .000으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Durbin-

Watson 값은 2.102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의 유의확률의 유의수준 .05에서 볼 때 모바일쇼

핑몰 서비스품질속성 4가지 요인 가운데 효율성(β =

.374, t = 5.718), 보안성(β = .239, t = 4.533),

이행성(β = .0.265, t = 4.780)는 충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효율성은 β =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설H2-1, H2-3, H2-4

는 채택되었고 가설 H2-2는 기각되었다.

H3.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은 소비자 충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의 브랜드명성, 디자인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변수와 충

성도 간의 분석 결과 다음 <Table 7>을 살펴보면, F

값은 251.367, 수정된 R2는 .645으로 회귀모형의 설

명력이 64.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확률은

.000으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보았다. 그리고 Durbin-Watson 값은 1.888

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중회귀분석의 유의확률의 유의수준 .05에서 볼 때 모

바일쇼핑몰 업체특성 2가지 요인 가운데 브랜드명성(

β =.707, t = 16.424), 디자인(β = .159, t =

3.686)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H3-1, H3-2가 채택되었다.

H4.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일

반속성이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일반

속성과 소비자 충성도 간에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Baron and Kenny[1986]에 따라서 조절효과 검

증방법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and Kenny[1986]에 의하면, 특정의 변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절역할을 하려면, 다중회귀분

석에서 1단계에 독립변수를, 2단계에는 조절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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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 β t
p-

value
VIF Note

1

Ubiquity .151 2.449 .015 1.475

R2= .300
F= .147

Convenience .290 4.195 .000 1.851

Location Based
Service

.077 1.213 .226 1.546

Personalization .152 2.233 .026 1.797

2

Ubiquity .158 2.556 .011 1.484

R2= .305
F=2.552

Convenience .282 4.080 .000 1.863

Location Based
Service

.068 1.066 .287 1.563

Personalization .138 2.013 .045 1.835

O2O .074 1.391 .165 1.103

3

Ubiquity .159 2.546 .011 1.497

R2= .309
F=1.601

Convenience .288 4.127 .000 1.879

Location Based
Service

.070 1.089 .277 1.593

Personalization .134 1.926 .055 1.871

O2O .074 1.375 .170 1.105

Ubiquity -.055 -.891 .374 1.477

Convenience .069 1.020 .309 1.784

Location Based
Service

-.024 -.387 .699 1.516

Personalization -.015 -.230 .818 1.707

<Table 8> Moderating Effect between Mobile General Attributes
and Loyalty Depending on O2O Service Experience

Step Variable β t
p-

value
VIF Note

1

Efficiency .374 5.718 .000 2.225

R2= .478
F=

62.148

System
availability

-.032 -.484 .629 2.266

Fulfillment .239 4.533 .000 1.443

Efficiency .265 4.780 .000 1.597

2

Efficiency .371 5.620 .000 2.261

R2= .479
F=

49.578

System
availability

-.034 -.507 .612 2.279

Fulfillment .238 4.506 .000 1.446

Efficiency .265 4.769 .000 1.597

O2O .016 .337 .737 1.102

3

Efficiency .372 5.490 .000 2.338

R2= .479
F=

27.166

System
availability

-.035 -.521 .603 2.306

Fulfillment .238 4.460 .000 1.453

Efficiency .266 .709 .000 1.633

O2O .015 .324 .746 1.105

Efficiency -.004 -.061 .951 2.189

System
availability

.009 .136 .892 2.157

Fulfillment .016 .303 .762 1.395

Efficiency -.005 -.083 .934 1.570

<Table 9> Adjustment Effect between Mobile 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Loyalty According to O2O Service
Experience

그리고 3단계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

(Interaction), 즉 곱한 수치를 투입하였을 때, 3단계

상호작용 항목이 유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

하여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 4개 변수와 종속변수인

충성도의 관계에 대한 제3의 변수인 O2O 서비스 경험

여부의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을 산

출함에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VIF(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하였다. 일

반적으로 VIF값이 10 이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1단계에 모바일쇼핑몰

의 일반속성 4개, 2단계에는 O2O 서비스 경험여부,

3단계에서는 모바일쇼핑몰의 일반속성 4개와 충성도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기법을 사용하였으며,

VIF 값이 10 이하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석결과,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일

반속성과 충성도 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측정되

어, 가설 H4-1, H4-2, H4-3, H4-4를 기각하였다.

H5.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서

비스품질속성이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품질특성

4개변수와 종속변수인 충성도의 관계에 대한 제3의변

수인 O2O 서비스 경험여부의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 모바일쇼핑몰의 서비스품질특성 4

개, 2단계에는 O2O 서비스 경험여부, 3단계에서는 모

바일쇼핑몰의 서비스품질특성 4개와 충성도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품질

특성과 충성도 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측정되어,

가설 H5-1, H5-2, H5-3, H5-4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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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 β t
p-

value
VIF Note

1
Brand

Reputation
.707 16.424 .000 1.436 R2= .648

F=251.367
Design .159 3.686 .000 1.436

2

Brand
Reputation

.693 15.886 .000 1.487
R2= .652
F=169.671Design .162 3.766 .000 1.439

O2O .062 1.690 .092 1.041

3

Brand
Reputation

.692 15.870 .000 1.499

R2= .658
F=103.921

Design .154 3.580 .611 1.455
O2O .063 1.728 .085 1.043

Brand
Reputation

-.029 -.664 .507 1.457

Design .092 2.144 .033 1.460

<Table 10> Adjustment Effect between Mobile Company Characte-
ristics and Loyalty Depending on O2O Service Experience

Hypothesis Path β t
p-

value
hypothesis
test result

H1-1 Ubiquity → Loyalty .151 2.449 .015 Adoption
H1-2 Convenience → Loyalty .290 4.195 .000 Adoption
H1-3 Location Based Service → Loyalty .077 1.213 .226 Adoption
H1-4 Personalization → Loyalty .152 2.233 .026 Adoption
H2-1 Efficiency → Loyalty .374 5.718 .000 Adoption
H2-2 System availability → Loyalty -.032 -.484 .629 Adoption
H2-3 Fulfillment → Loyalty .239 4.533 .000 Adoption
H2-4 Privacy → Loyalty .265 4.780 .000 Adoption
H3-1 Brand Reputation → Loyalty .707 16.424 .000 Adoption
H3-2 Design → Loyalty .159 3.686 .000 Adoption
H4-1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Ubiquity → Loyalty -.055 -.891 .374 Dismissal
H4-2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Convenience → Loyalty .069 1.020 .309 Dismissal
H4-3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Location Based Service → Loyalty -.024 -.387 .699 Dismissal
H4-4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Personalization → Loyalty -.015 -.230 .818 Dismissal
H5-1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Efficiency → Loyalty -.004 -.061 .951 Dismissal
H5-2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System availability → Loyalty .009 .136 .892 Dismissal
H5-3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Fulfillment → Loyalty .016 .303 .762 Dismissal
H5-4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Privacy → Loyalty -.005 -.083 .934 Dismissal
H6-1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Brand Reputation → Loyalty -.029 -.664 .507 Dismissal
H6-2 O2O Service Experience Status Design → Loyalty .092 2.144 .033 Adoption

<Table 11> Hypothesis Test Results

H6.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이 소비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

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 2개 변

수와 종속변수인 충성도의 관계에 대한 제3의 변수인
O2O 서비스 경험여부의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이

를 위해 1단계에 모바일쇼핑몰의 업체특성 2개, 2단

계에는 O2O 서비스 경험여부, 3단계에서는 모바일쇼
핑몰의 업체특성 2개와 충성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5에서 볼 때 모바일쇼핑몰 업체특성 2
가지 요인 중 디자인(β = .092, t = 2.144)이 O2O

서비스 경험여부에 따라 충성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H6-2는 채택되었으
며, 가설 H6-1은 기각되었다.

5.4 가설검증결과

가설검증결과를 <Figure 5>와 <Table 11>에 정

리하였다.

<Figure 5> Hypothesis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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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

가 어떤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속성을 일반속성, 서비

스품질속성, 그리고 업체특성으로 3가지 개념으로 구

분하였고, 모바일 쇼핑몰의 일반속성, 서비스품질속

성, 업체특성이 소비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O2O 서비스 경험여

부가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보았다. 본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 및 서비스품질속성,

업체특성과 충성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모바일

쇼핑몰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위치기반과 시스템이용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모바일 쇼핑몰 업체특성을 개념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 쇼핑몰 업체특성

이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학

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 중

편재성과 서비스품질속성 중 효율성이 신뢰도에 미치

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오정정[2014]의 연

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편재성과 효율성이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충성도란 경쟁사

등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도 지속으로 재

구매하고 후원하겠다는 강한 의지 신뢰를 의미하므로

선행논문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모바일 쇼핑몰 일반속성 및 서비스품질속성,

업체특성과 충성도 관계에서 O2O 서비스 경험여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디자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은 O2O 서비스 경험여부와의 조절효과에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디자인을 제외한 나

머지 요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로 직접 스토

어를 찾아 구매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

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디자인이라는 눈에 보이는 요

인은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경험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

다. 업체특성의 디자인 요인만이 O2O 서비스 경험 여

부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자

인이라는 특성상 고객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디자인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고, 특

히 디자인이 좋은 경우는 충성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도 해석될 수 있다. 즉, O2O에서

는 디자인 측면을 다른 면보다 부각시키는 것이 충성

도를 높이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권민택[2011]의 웹

사이트의 디자인 요인이 사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는 모바일 쇼핑몰의 디자인 전반적인 레이아웃

에 집중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모바일 쇼

핑몰에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디자인을

더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왕항, 2017].

다섯째, 모바일 쇼핑몰 업체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모바일 쇼핑몰의 이용 편재성, 편리성,

개인화, 효율성, 보안성, 이행성, 브랜드명성, 디자인

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모바일 쇼핑몰과 예비창업

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고객 유치 마케팅전략

을 수립하고 모바일 쇼핑몰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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