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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factors of perceived interactivity and verified the path model of effects of these 
factors on mobile fashion shopping purchase intention through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To 
develop the conceptual model, we consulted the related precedent studies and searched various kinds of literatures. 
To verify the conceptual model, we conducted the survey targeting smartphone users in their 20s~30s and analyz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16.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Control, responsiveness and two-way 
communication, and contextual offer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of perceived interactivity. Perceived interactivity 
and perceived ease of use had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usefulness affected attitude toward 
purchase, and attitude toward purchase influenced positively on purchase intention. Perceived usefulness affected 
purchase intention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attitude toward purchase.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d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mobile fashion shopping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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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

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시장에 대한 관심 또

한 높아지고 있다. 2013년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5천 4백만여 명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

천 6백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67%
에 달하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2013). 또한 스마트폰 가입자의 약 60%가 

모바일 쇼핑 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약 60%가 

주로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를 구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2).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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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등 컴퓨터 기능이 추가된 단말기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으며(Doopedia), 
개인 식별 기능, GPS 기능,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

능 등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폰은 이동성, 편재성, 개인 식별성, 위치확인성 등

의 모바일 환경 특성들(Lee, 2003)을 모두 충족시키

는 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기

존 온라인 환경에서 주로 존재했던 고정된 성격의 

상효작용을 뛰어넘어 시공의 제약 없이 기업과 사용

자, 콘텐츠 제공자들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편재

적 상호작용이 더욱 증대된다(Kalakota & Robinson, 
2001; Kannan, Chang & Whinston, 2001).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란 인간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어떤 존재물들과 행하는 모든 행위로, 이러

한 행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체를 상호작용적

(interactive)이라 할 수 있다(Lombard & Snyder-Duch, 
2001).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쌍방향적 교

환이 대폭 증대된 뉴미디어(Korea Press Foundation, 
1993) 분야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상

호작용성이 사용자의 만족 및 태도, 관여도 및 우

호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Cho & Leckenby, 1999; Rafaeli, 1988; 
Schaffer & Hannafin, 1986; Wu, 2000; Yuping & 
Shrum, 2002; Yang, 2009; Lee, 2004). 현재까지 뉴

미디어 분야에서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

부분 유선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되어 왔으

며,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 및 모바일 쇼

핑에 관한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Lee, 2006; 
Lee, 2003; Jun, Lee & Park, 2013). 그러나 Jun et al. 
(2012)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바일 쇼핑의 매체를 스

마트폰으로 한정하거나, 모바일 패션 쇼핑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스

마트폰의 보편화 속도 및 모바일 패션 쇼핑 시장의 

성장 추세를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하

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구매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은 가장 최근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새

로운 기술 영역임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들에게는 기존의 유선 인터넷 쇼핑과는 구분되는 새

롭게 습득해야 하는 구매행동 양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형)(Davis, Bagozzi & 
Warshaw, 1989)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

바일 패션 쇼핑의 지각된 상호작용성 요인들이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거쳐 구매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바일 패션 쇼핑몰 시장

에 진출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들의 마케

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Literature review of perceived interactivity

1) Concept of perceived interactivity
최근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져 왔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상호작용성’이라는 용

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사용하거나, 연구자

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루고 있다

(Downes & McMillan, 2000). 이는 상호작용성이 대

인간 커뮤니케이션, 반응성, 피드백, 반응적 대화, 
상호정보의 공개, 정보 참여 등과 같이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Heeter, 1989; McMillan 
& Hwang,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작용성에 대

한 연구는 크게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관한 연구(Massey & Levy, 
1999; Newhagen & Rafaeli, 1996; Rice, 1984; Rogers, 
1986)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개인이 인지하는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McMillan, 2000; Newhagen, 
1998; Wu, 2000)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상호작용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측면, 즉 지각된 

상호작용성(perceived interactivity)을 매체의 기능적 

상호작용성과 구분하는 것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매체 특성으로서의 상호작용성 및 다른 소비자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같은 매체 내에서도 개

인에 따라 느끼는 상호작용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Lee & Cho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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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ur(1992)는 개인적 경험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성을 강조하면서 상호작용성을 “사용자들이 실시

간으로 매체 환경의 형태와 맥락을 수정하는데 참

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했다. Wu(2000)는 지각

된 상호작용성이 개인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제한

다고 느끼는 정도,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의 개인화 

정도,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반응의 정도 등 3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각된 상

호작용성은 실제적 상호작용성이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Wu, 2005). 
Lee(2004)은 모바일 환경에서 상호작용성 구성

요인(사용자 통제성, 반응성, 개인화, 연결성, 유비

쿼터스 접속성, 상황기반 제공성)과 관계특성(신뢰, 
몰입) 및 관계성과(구매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사용자 통제성과 반응성, 연결성은 신뢰에, 개인

화와 연결성은 관계몰입에, 유비쿼터스 접속성과 상

황기반 제공성은 구매의도에, 신뢰는 관계몰입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뢰와 관계몰입은 다시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ee and Lee(2002)
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Teo, 
Oh, Liu and Wei(2003) 또한 상호작용성의 수준이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Perceived interactivity and TAM
Chang, Kim and Oh(2002)는 웹의 지각된 상호작

용성 특성을 TAM에 반영한 결과, 기존의 모형에 

상호작용성이 독립변수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연구자들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시스템

<Fig. 1> 연구모형 
From. Chang et al.(2002). p.69.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성’의 두 가지 개

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TAM 확장모형의 독립변

수로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Fig. 
1). 분석 결과, 시스템 상호작용성과 사용의 용이성

은 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사회적 상호작용성은 사

이트에 대한 행위의도에, 그리고 태도는 행위 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 지각

된 유용성은 태도를 매개로 하여 행위 의도에 간접

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TAM 
모형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Lee(2006)는 모바일 콘

텐츠의 유비쿼터스 속성(편재접속성, 정황인식성, 
놀이성)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
각된 상호작용성은 행동 결과(지각된 성과,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경로

를 밝혔다. 이를 각각 Davis et al.(1989)의 TAM과 

Chang et al.(2002)의 TAM 확장모형에 적용한 결과, 
두 개의 비교모형 모두 적합한 구조모형임을 확인

하였다. 즉, 모바일 콘텐츠의 유비쿼터스 속성이 지

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유

용성에 각각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상

호작용성은 태도와 행위의도에, 태도는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Concept of mobile fashion shopping and 
smartphone

오늘날 모바일 쇼핑이란 “휴대폰으로 무선 인터

넷에 접속해 쇼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 할 수 있

다(MK Business News). Siau, Lim and Shen(2001)
은 모바일 커머스를 “무선 통신 네트워크나 다른 

유선 전자상거래 기술을 활용하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 수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로, Lee 
and Lee(2003)는 “이동 중에 휴대폰이나 무선 인터

넷 정보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은 물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의 한 종류”라 정의했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의 매체를 휴대폰

으로 한정하여 “휴대폰을 통해 자유롭게 제품에 관

한 정보를 얻거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 경
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Kim, 2012)”으로 정의

되어, 모바일 쇼핑은 기존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

과 이동성 및 즉시성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102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몰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 894 －

가지며, 시공의 제약 없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쇼핑을 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갖는다(DMC MEIDA, 2013). Jung(2012)은 모바

일 쇼핑의 이용성에 관한 연구에서 매체를 스마트

폰으로 한정하였다. 스마트폰이란 휴대폰에 컴퓨

터 지원 기능이 추가된 단말기로, 휴대폰 기능에 인

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Doopedia). 따라서 스마트폰은 음성통화 기능 외

에도 무선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하여 단순한 휴대폰이 아닌 멀티미디어 

기기의 특징을 지닌다(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
lopment Institute, 2011). 즉, 스마트폰이란 ‘휴대폰

의 기능과 함께 무선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우며,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삭제할 수 있어 멀티미

디어 기기로 활용되는 기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바일 패션 

쇼핑을 ‘스마트폰에서 패션 쇼핑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모바일 패션 쇼핑몰 사이트

에 접속하여 패션제품(의류제품, 가방, 신발, 액세

서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패션제품을 구

매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Current status of mobile fashion shopping 
market

1) Literature review of mobile fashion shopping 
market

KOLSA(2013)는 2010년 3천억 원이었던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2012년 약 1조 7천 억 원으로 6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13년에는 3조 9천 7백 억 

원, 2014년에는 7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라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모바일 쇼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픈 마켓과 소셜 커머스를 주축으

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종합 쇼핑몰과 TV 홈
쇼핑, 인터넷 포털, 신생 벤처까지 모바일 쇼핑 시장

에 진입하여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DMC 
MEDIA, 2013b).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2)는 스마

트폰 이용자의 57.9%가 모바일 쇼핑 경험자였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검색

해 본 경험자는 67.3%라 하였다. 주요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72.2%)’와 ‘휴대폰 소액 결제(45.4%)’
였고, 주요 구매 품목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
세서리(58.3%)’, ‘영화, 공연 등 예약/예매(45.1%)’, 
‘쿠폰(30.5%)’, ‘화장품(30.2%)’ 등이었다. DMC MEDIA 
(2013a)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 48.9%가 향후 모바일 쇼핑을 이용할 의향이 있

다고 답해 시장 확대의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그러나 모바일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 더 익숙하다는 응답(56.7%)과 모바

일 매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바일 쇼

핑을 꺼린다는 응답(51.1%)도 높게 나타났다. 

2) Case study of mobile fashion shopping 
companies

앞서 살펴본 바와 모바일 패션 쇼핑은 현재 유통

시장에 도입된 새로운 경로로, 시장의 규모가 급격

히 성장하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

션 쇼핑 시장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

기 위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몰 회사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를 모바일 패션 쇼핑 시장의 현황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사례조사를 위해 선도적으로 모바일 패션 쇼핑 

시장에 진입하여 인지도 및 매출 측면에서 상위권

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심층면접 실

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성적 

조사방법의 하나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면접자

가 묻고, 피면접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의견, 
사실 등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다(Lee & Chung, 2002).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면접 지침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모바일 쇼핑몰

의 유형을 종합몰, 오픈마켓, 전문몰로 구분하였다. 
종합몰과 오픈마켓의 경우 매출 및 인지도 측면에

서 각각 상위권에 랭크된 A와 B, C와 D를 선정하

였고(“11st Street, mobile shopping”, 2012), 전문몰

의 경우 인터넷 패션 전문몰 중 모바일 쇼핑 애플

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

체 중 매출 및 인지도가 높은 E와 F를 선정하였다. 



Vol. 21, No. 6 김민정․신수연 103

－ 895 －

<Table 1> In-depth interview guideline

About company

Launching 
time & goals

Background of launching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Vision of mobile fashion shopping market

Members
Number of members and joining situation

Characteristics of members

Sales

Size and situation of sales through mobile web and app.

Conversion rate

Popular items and average price per transaction

% of mobile shopping sales from total online shopping sales

Management Human resources for managing and operating mobile web and app.

Marketing Strategies of products, price, promotion, and distribution

Differentiation

Dimensions of mobile shopping characteristics(personalization, instant connectivity, playfulness, etc)

Dimensions of interactivity

Differences from on-line shopping malls

Differences from competing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심층면접 기간은 2012년 8월 6일~2012년 9월 22일
이었고, 각 업체의 모바일 사업부 담당자들과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1차 면접 이후 수차례의 전화 

및 SMS, 이메일 서신 교환 등의 방식으로 추가 인

터뷰를 실시했다. 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서의 구매 특성 중 가장 두

드러진 것은 구매 시간대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구매빈도는 오전 9시 이후 증가, 점
심시간 무렵 하락, 오후 2시 경 다시 증가, 퇴근시

간대 직후 급락의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구매패턴은 이보다 다소 완만한 곡

선을 이루었다. 즉,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경부터 

구매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완만하게 상승하고, 점
심시간대의 하락율도 상대적으로 덜 급격하며, 퇴
근 이후 2~3시간 동안 구매율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오후 10시 이후 새벽시간대까지의 구

매율이 상승하는데, 이는 귀가 후 잠들기 전에 모

바일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바일 쇼핑몰의 매출 비중은 2012년 상

반기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 대비 약 4~7% 
수준이었으며, 연말까지 10% 이상 수준으로 증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모바일 패션 쇼핑몰들의 상품기획 전략은 기본

적으로 자사의 기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구성과

동일하지만, 모바일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

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는 등 레이아웃 측면에서 차

별화를 적용하였다.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서 잘 팔

리는 아이템은 작은 화면에서 상품을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는 액세서리류, 무난한 스타일의 단품류 

등이었다. 또한 기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중 MD가 선정하여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쿠폰 등을 통해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모바일 패션 쇼핑몰의 가장 중요한 촉진전략은 

가격촉진으로, 모바일 전용 쿠폰, 온라인 쇼핑몰보

다 높은 비율의 적립금, 모바일로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 할인 등이 있었다. 주요 판매 아이템의 평균 

가격은 2~3만 원대, 객단가는 5만 원 안팎이었다. 
모든 업체들이 개인화, 편재성, 즉시접속성, 유

희성 등 모바일 매체의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편재성과 즉시접속성 등의 특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하였다. 모바일 매체의 상호작용성 또한 

중요한 특성인데, 오픈마켓 C의 경우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직접 포토 상품평을 올릴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 소비자들의 이용의도 

및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유희성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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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특별한 이득을 제공하

지 않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이러

한 상호작용적 반응 자체를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

하는 경향 높다 하였다. 

III. Research Methods

1. Conceptual model and research hypotheses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어떠한 하위요인들

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Lee(2006), 
Chang et al.(200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Davis 
et al.(1989)의 TAM을 기초로 하여 지각된 상호작

용성 요인들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구
매태도를 거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연구모형을 개발하

였다(Fig. 2). 
연구모형의 경로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H2.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H3.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4.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5.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6. 지각된 용이성은 구매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7. 구매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8.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

<Fig. 2> Conceptual model

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

효과를 갖는다. 
H9. 구매태도는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다. 
상기 가설 및 연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를 수

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요인 중 통제성과 반응성, 상
황기반 제공성은 각각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정보의 흐름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스
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할 때 사용자의 요

구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답해 주는 정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

을 할 때 개인이 처한 시간과 위치 등의 상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 및 서

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도’(Lee, 2003)로,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할 때 쇼핑몰과 소비자, 또는 소비자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정도’(Lee, 2004)로 정의한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각각 ‘스마트폰

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 및 패션 제품 관련 정

보 수집의 과정은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

는 정도’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 

및 정보 수집이 쉽다고 믿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

다(Davis, 1989; Davis et al., 1989). 구매태도와 구

매의도는 각각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

일 패션 쇼핑을 좋아하고, 그것이 유쾌한 일이라고 

느끼는 정도’와 ‘실제 구매 행동을 대신하는 개념으

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하고

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고자 한다(Vijayasarathy, 2004).

2.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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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기 개념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소

비자들이 인지하는 지각된 상호작용성 요인들을 확

인하기 위한 13개의 문항(Wu, 2000; Lee, 2003; Lee, 
2004; Yang, 2009; Broekhuizen & Hoffmann, 2012)
과 지각된 유용성 7개 문항(Lu, Liu, Yu & Wang, 
2008; Davis et al., 1989; Choi, 2009; Hong, 2013), 
지각된 용이성 3개 문항(Davis et al., 1989; Kim, 
2012), 구매태도 4개 문항(Vijauasarathy, 2003; Kim, 
2012; Moon & Ok, 2005), 그리고 구매 의도 4개 문

항(Jung, 2012; Kim, 2012)과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문항 5개 등 총 47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6월 6

일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의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면

접원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목적 및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대

인면접방식과, 전화 및 온라인 상으로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응답자가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

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
집된 483개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31개를 제외

하고, 452개의 응답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

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총 응답자 452명 중 여성이 235명(52.0%), 남성

이 217명(48.0%)이었으며, 20대가 236명(52.2%), 30
대가 216명(47.8%)이었다. 성별에 따른 연령 특성

은 20대 남성 113명(25.0%), 20대 여성 123명(27.2%), 
30대 남성 104명(23.0%), 30대 여성 112명(24.8%)
이었다.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은 1년 이상인 응답

자가 368명(81.4%)이었고, 320명(70.8%)의 응답자

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몰 접속 경

험이 있다고 답했다.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들이 연구의 구성

개념들을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지각된 상호작

용성은 통제성 3문항, 반응성 3문항, 상황기반 제공

성 3문항,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4문항 등 총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들 13개 문항

의 요인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또한 반응성과 양방향 커뮤니케이

션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고유값 1.0 이상으

로 추출된 요인은 총 3개로 확인되었다. 3개의 요

인은 각각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상황기

반 제공성’, ‘통제성’으로 명명하였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KMO(Kaiser-Meyer-Olkin)는 0.891, 
Bartlett의 구성형 검정 결과 χ2= 2,400.779(df=66, 
α<0.05에서 p=0.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은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0.889, 상
황기반 제공성 0.827, 통제성 0.614로 모두 기준치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

보되었다.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지각된 유용성을 측

정한 7개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단

일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지각된 유용성’으로 명

명하였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KMO(Kaiser- 
Meyer-Olkin)는 0.919, Bartlett의 구성형 검정 결과 

χ2=2,412.097(df=21, α<0.05에서 p=0.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Cronbach’s α 값은 0.931로 기준

치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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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erceived interactivity

Factor Item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lue α

Responsiveness and
two-way com

m
unication

During I navigate the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I can communicate directly with 
a manager of the shopping mall when I have additional questions about the shopping 
mall or the products.

.777 .667

3.577 .889

The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may have the system that can respond to my 
questions quickly and efficiently. .780 .691

I can obtain information I want without delay during I navigate the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with a smartphone. .555 .497

When I connect to the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with a smartphone, two-way 
communication is possible. .738 .699

It is possible that chatting or talking through bulletin board with the manager when 
I connect to the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with a smartphone. .744 .663

I can communicate with the former consumer of the product in real time at the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717 .579

Contextual offer

I can get effective information from my smartphone(e.g. time-sale coupons at 
commuting time). .763 .674

2.450 .827I can get contextual information and services considering my location(e.g. receiving 
sale information or coupons of shopping centers near where I locate). .862 .795

I can get imperatively necessary information considering my time and location. .810 .766

Control

I have control during I navigate mobile shopping malls with a smartphone. .774 .603

1.789 .618I can select the order and way of presentation of contents I want to see during I 
navigate mobile sopping malls with a smartphone. .731 .642

It is easy for me to handle mobile shopping malls at a smartphone. .598 .538

KMO=.891
Approximated-χ2=2,400.779, df=66, p=.000
Cumulative % of variance=65.133%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erceived usefulness

Factor Item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lue α

Perceived usefulness

It takes less time to do mobile fashion shopping using a smartphone. .856 .733

4.974 .931

I put less effort when I do mobile fashion shopping with a smartphone. .788 .621

It is efficient that buying products I need by mobile fashion shopping using a smartphone. .894 .799

It is convenient that shopping at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a smartphone. .890 .791

Fashion information I get during I navigate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a 
smartphone is useful. .869 .756

Buying fashion products at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smartphone is useful. .835 .697

I can reduce the time and effort by shopping at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a smartphone. .760 .577

KMO=.919
Approximated-χ2=2,412.097, df=21, p=.000
Cumulative % of variance=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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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erceived ease of us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lue α

Perceived 
ease of use

Learning to operate mobile fashion shopping system with a smartphone is easy 
for me. .887 .787

2.387 .871Buying process of fashion products at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a 
smartphone is easy for me. .883 .780

It is easy to become skilful at using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with a 
smartphone. .906 .821

KMO=.737
Approximated-χ2=677.269, df=3, p=.000
Cumulative % of variance=79.574%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단일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지각

된 용이성’으로 명명하였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

기 위한 KMO(Kaiser-Meyer-Olkin)는 0.737, Bartlett
의 구성형 검정 결과, χ2=677.269(df=3, α<0.05에서 
p=0.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Cronbach’s α 
값은 0.871로 기준치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

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구매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5).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

된 요인은 단일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구매태도’
로 명명하였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KMO 
(Kaiser-Meyer-Olkin)는 0.768, Bartlett의 구성형 검

정 결과, χ2=514.992(df=6, α<0.05에서 p=0.000)로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attitude toward purchas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lue α

Attitude toward 
purchase

It is good idea that using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with a smartphone. .760 .578

2.456 .788

I prefer mobile fashion shopping using a smartphone. .764 .583

I am positive that using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with a smartphone for 
buying fashion goods. .823 .677

It is pleasant that using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with a smartphone for 
buying fashion goods. .786 .618

KMO=.768
Approximated-χ2=514.992, df=8, p=.000
Cumulative % of variance=61.349%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 분

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Cronbach’s α 값은 0.935
로 기준치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구매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6).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

된 요인은 단일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구매의도’
으로 명명하였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KMO 
(Kaiser-Meyer-Olkin)는 0.810, Bartlett의 구성형 검

정 결과, χ2=116.469(df=6, α<0.05에서 p=0.000)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 분

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의 Cronbach’s α 값은 0.895
로 기준치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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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Factor Items Factor 
loading

Commu-
nality

Eigen
value α

Purchase intention

I have intention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at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a smartphone. .856 .732

3.047 .895
I an planning on buying products at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a 
smartphone soon. .836 .700

I will increase the number of purchase at mobile fashion shopping malls using 
a smartphone. .902 .814

I will recommend mobile fashion shopping using a smartphone others. .895 .800

KMO=.797
Approximated-χ2=166.469, df=6, p=.000
Cumulative % of variance=76.165%

3. Testing of model fit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본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인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통제성,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상황기반 

제공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구매태도, 
구매의도 요인에 대하여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통제성 요인의 측정항목 ‘통제성1’ 문항

이 λ=.385의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여 해당 항목

을 제거한 후 2차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Table 7>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양호한 적

합도 지수의 수준을 확보하였다(Yu,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다고 판단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좋은 요인 부하량(λ> 
0.50)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t값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8). 

4. Testing of research hypotheses
본 연구모형의 주 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

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과 최우도 추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추정법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Table 7> Model fit index

χ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774.468
(p=0.000)

356 0.892 0.868 0.944 0.901 0.944 0.936 0.034 0.051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각 변인 간의 영향력을 설명

해 주는 경로계수가 <Fig. 3>과 같이 산출되었으며, 
각 가설에 대한 경로계수와 검증 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H1은 경로계수 .345(t=7.064, 
p<.001)로 채택되었으며,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

각된 용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H2는 

경로계수 .068(t=1.317, p>.05)로 기각되었다. ‘지각

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한 H3은 경로계수 .116(p<.05)으로 채택되었

다.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H4는 경로계수 .186(p<.001)으로, ‘지
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한 H5는 경로계수 .347(p<.001)로 채택되었으나, 
‘지각된 용이성은 구매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한 H6은 경로계수 －.004(p>.10)로 기각되었

다. ‘구매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한 H7은 경로계수 .550(p<.001)으로 채택되었다. 

‘지각된 용이성은 모바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한 H8은 지각된 상호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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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Path Standardized 
factor loading

Error 
variance S.E. t Construct 

reliability AVE

Control
→ Control 2 .634 .511 Fix -

.673 .509
→ Control 3 .740 .406 .124  9.644***

Responsiveness 
and two-way 
communication

→ Responsiveness 1 .723 .441 Fix -

.887 .569

→ Responsiveness 2 .748 .342 .063 15.140***
→ Responsiveness 3 .631 .490 .064 12.749***
→ Two-way com. 1 .811 .269 .063 16.390***
→ Two-way com. 2 .791 .364 .070 15.986***
→ Two-way com. 3 .682 .536 .071 13.790***

Contextual 
offer

→ Contextual offer 1 .684 .517 Fix -
.837 .633→ Contextual offer 2 .814 .345 .083 14.732***

→ Contextual offer 3 .865 .227 .081 15.113***

Perceived 
usefulness

→ Usefulness 1 .823 .241 Fix -

.948 .722

→ Usefulness 2 .739 .306 .048 17.902***
→ Usefulness 3 .887 .150 .045 23.476***
→ Usefulness 4 .885 .159 .046 23.388***
→ Usefulness 5 .848 .240 .051 21.882***
→ Usefulness 6 .803 .275 .049 20.140***
→ Usefulness 7 .698 .414 .053 16.580***

Perceived 
ease of use

→ Ease of use 1 .821 .270 Fix -
.893 .735→ Ease of use 2 .813 .283 .053 18.631***

→ Ease of use 3 .866 .199 .053 19.539***

Attitude 
toward 
purchase

→ Attitude 1 .714 .279 Fix -

.853 .592
→ Attitude 2 .630 .461 .088 11.54***
→ Attitude 3 .724 .290 .081 12.925***
→ Attitude 4 .713 .308 .082 12.780***

Purchase 
intention

→ Purchase intention 1 .782 .252 Fix -

.933 .779
→ Purchase intention 2 .743 .252 .053 16.668***
→ Purchase intention 3 .884 .143 .055 20.568***
→ Purchase intention 4 .890 .131 .054 20.730***

***p<.001

<Fig. 3> Model parameter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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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H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H1 Perceived interactivity → Perceived usefulness   .345 .042  7.064*** .000

H2 Perceived interactivity → Perceived ease of use   .068 .047  1.317 .188

H3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116 .047  2.358* .018

H4 Perceived usefulness → Attitude toward purchase   .186 .042  3.350*** .000

H5 Perceived usefulness → Purchase intention   .347 .040  7.781*** .000

H6 Perceived ease of use → Attitude toward purchase －.004 .040 －.068 .945

H7 Attitude toward purchase → Purchase intention   .550 .067  9.709*** .000

*p<.05, **p<.005, ***p<.001

이 지각된 용이성을 거쳐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이

다. 또한 ‘구매 태도는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를 갖

는다’고 한 H9를 통해서 지각된 유용성이 구매태도

를 거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의 효

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간접효과, 즉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매개변수의 간

접효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직접효과와의 합산으로 

총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Yu, 2012). 
본 연구에서는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그리고 총효과(total effect)를 산출하였다(Table 10). 

H8의 경우,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는 .345(p<.005)
로 유의했으나, 간접효과의 경로계수는 .008(p>.05)
로 유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H8은 기각되었다. H9의 경우, 직접효과의 경로

<Table 10>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testing

H Path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H8 Perceived interactivity → Perceived usefulness .345** .004 .008 .157 .353 .005

H9 Perceived usefulness → Purchase intention .347** .002   .102** .004   .449** .003

*p<.05, **p<.005, ***p<.001

계수는 .347(p<.005)로, 간접효과의 경로계수는 .102 
(p<.005)이었으며, 총효과의 경로계수는 .449(p<.0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

시에 구매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갖는 것으

로 나타나, H9는 채택되었다.  

V.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의 지각된 상호작용

성은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상황기반 제

공성, 통제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지각된 상호작용성 요인들과 지

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H1, 
H3 채택),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태도에, 구매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4, H7 채택). 지
각된 유용성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과 동시(H5 채택)에 구매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H9 채택). 즉, 지각된 유용

성은 구매의도에 대하여 직접효과와 함께 구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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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동시에 갖는 것이다. 
반면, 지각된 상호작용성 요인들은 지각된 용이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2 
기각). 지각된 용이성은 구매태도 직접적인 영향력

을 갖지 않았으며(H6 기각),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

로 한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H8 기각).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

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지각된 상호작용

성의 구성요인들인 통제성,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 그리고 상황기반 제공성이 높다고 느낄수

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을 더욱 편

리하고 효율적인 활동이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태도와 구매

의도에, 구매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소비자들이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스마트

폰을 이용한 패션 쇼핑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

이 되고, 이는 높은 구매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TAM(Davis et al., 1989)과 TAM 확장

모형(Chang et al., 2002; Lee, 2006)을 지지한다. 
채택되지 않은 가설들은 모두 지각된 용이성과 

관련된 경로였다. 즉,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도 갖지 않았으며, 구매태

도에 대한 영향력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TAM을 

적용한 모바일 쇼핑 관련 연구들에서 지각된 용이

성이 구매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Chung & Lee, 2008; Choi, 2009; 
Kim, 2009; Hong, 2013). TAM에서 지각된 용이성

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법을 배우고 익숙해지

는 과정이 쉽다고 느끼는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1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70% 이상이 스마트

폰을 이용해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에 이미 익숙하며, 스마

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패션 쇼핑몰 접속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용법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

람들에게 지각된 상호작용이 지각된 용이성의 선

행요인으로서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이라 판단

해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구

매태도와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

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통제성,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 그리고 상황기반 제공성과 같은 지각된 

상호작용성 요인들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태도와 구매의

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통제성을 느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즉,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 접속한 사

람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순

서와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

하고, 사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 다수의 모바일 패션 쇼핑몰들이 사이트 내 

검색, 가격/인기도/신상품 등의 순서에 따른 상품 

정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폰의 특성상 기존 인터넷 쇼핑몰의 웹사이트 화면 

구성을 모바일 쇼핑몰에서 동일하게 구현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

일 쇼핑몰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서로 다른 구조

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존 인터넷 쇼핑몰의 인터페

이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같은 회사의 모바일 쇼

핑몰에 접속한 경우에라도 사이트의 구조 및 사용

법에 있어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통제성을 갖는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미

적인 면과 사용자 편의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

교하게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구나 문의에 

회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며, 자신과 쇼핑

몰,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

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조사 결과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모바일 쇼핑 소비자들은 스마트

폰 사용에 매우 익숙하며, 모바일 패션 쇼핑몰과 실

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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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다. 즉,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

하는 것, 타인의 상품평을 읽어 보고 나의 상품평을 

등록하는 것 등이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더 쉽고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들이 이러한 측면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쇼핑몰 내의 메뉴 및 사이트 구조를 사용자 편의

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등록된 경우, 이를 알림 메시지로 전

달해 주거나 포토 상품평 이벤트 등의 촉진전략과 

연동해 소비자의 반응성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시간에 적절한 최적

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스
마트폰은 개인이 늘 휴대하고 다니는 1인 매체의 

특성을 가지므로,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시간, 장소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타겟 마케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례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바일 쇼핑의 경우 

기존 인터넷 쇼핑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 퇴근 직후 시간대의 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

게 유지되며, 오후 10시 이후 잠들기 전 시간대의 

구매율이 상승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시간대

별 구매 패턴 특성을 반영한 촉진전략, 구매 이력 

등의 개인 정보와 연계된 상품 제안 등의 개별 마

케팅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모바일 패션 쇼핑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20~30대의 서울 및 수

도권 거주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

체 연령 및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모바일 패션 쇼핑의 유력한 잠

재 소비자 집단인 10대 및 4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여러 지역의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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