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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ceeds the view on the fragmentary fact-finding survey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mobile commerce which further develops the evaluation model of fashion

mobile commerce website and considers the validity of comprehensive fashion mobile

commerce with quality evaluation factors according to the Task-Technology Fit.

To fulfill the study objectives, a total of 433 questionnaires are being conducted to the

customers with first-hand experience on fashion merchandises through mobile commerce.

The judgement sampling method is employed according to the sample population ages

from 20s to 30s during two months perio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mentioned

path analysis, we have observed the following: First, the path rela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M-marketing (M-marketing) between perceived usabilities had effects to the

perceived usability and the M-sales had effects to the perceived usability. Second, as seen

from the fashion mobile shopping conformance (TTF), the perceived usabi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path pipe analysis result conformances between perceived values and

immersions have effects of perceived usabi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perceived value,

and thus, indicate that the perceived usability had effects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immersion. Third, the customer satisfaction, perceived value and immersion all have effects

on the purchas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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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모바일 비즈니스의 확대는 개인생활 패턴의 변화

를 가져왔으며 기업측면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다양,

한 마케팅활용이 가능해지고 모바일 쇼핑 등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가능해졌다(SERI, 2010).

또한 웹과 무선 접속의 융합을 통한 무선 커뮤니케

이션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창출 가능성으로,

이미 모바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아직 시

작하지 않은 그들의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Zeng, Yen, Hwang, & Huang,

특히 패션 기업의 입장에서 모바일 패션시2003). ,

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와 직결되는 품질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적합성 유용,

성 및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상거래 수용 및 평,

가 측면을 살펴보는 통합적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모바일 비즈니스. (mobile

의 합리적 효율적인 마케팅 전개를 위해business) ,

서는 정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패션 소비자 측,

면과 기업의 측면에서의 접근과 모바일 상거래 적합

성에 따른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모.

바일 인터넷 연구에서 고객 중심적 연구보다는 기술

중심적 연구에 치우쳐 있어 모바일 인터넷 선택의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 이러한 요인들과 기,

업수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바일 특성을 반영,

한 연구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H. Kim &

Kim, 2002).

또한 최근 모바일 커머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의 개발

속도가 예측보다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

의 대부분이 이론적 개념 정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 Youan and Zhang(2003)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시장 잠재 고객을 폭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술 서비스 특성 비즈니스 모델, ,

이라는 세가지 영역에서 모바일 커머스가 인터넷 기

반 커머스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성을 분류하는e-

이론적 프레임웍을 제시하였으며, Durlacher

는 편재성 접근성Research(1999) (ubiquity),

위치확인성 등의 모바일(reachability), (localization)

커머스 만의 특성을 살려 기존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은 무선 인. Lu, Yu, Liu, and Yao(2003)

터넷을 기술수용모델의 관점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으며 그 요인들로 개인적,

차이 기술 복합성 촉진 환경 사회적 영향 그리고, , ,

무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의 관계마케팅 관점e-commerce

에서 만족 신뢰 몰입과 같은 결정변수를 도입하여, ,

쇼핑몰 이용자들의 충성도를 분석하는 연구와 쇼핑

몰 이용자의 몰입행동과 같은 이용행위를 직접적으

로 다루는 연구들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Forsythe & Shi, 2003).

의 이용자 몰입행동에 관한 연구들은e-commerce

주로 인터넷 쇼핑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설명

하는 모델로서 변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

모바일 커머스 상에서 어떤 속성들을 제공해야 하는

가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만,

족 가치 몰입을 강화시키는가에 대해서는 고찰이, ,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패션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을 촉발시키고 패션 모바일 서비스 수,

용 지각된 유용성 과 적합성 에 영향을 미치는 품( ) (fit)

질평가요인을 추출한다 무엇보다 과업지향적.

성격을 많이 갖는 모바일 패션(utilitarian-oriented)

쇼핑의 성격상 패션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 방식으

로 적합성이 인식된다면 모바일 커머스를 통한 패션

상품 거래방식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업 기술 적합성 모델에 지각- (TTF)

된 유용성 측면에서의 기술수용모델 을 적용한(TAM)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모형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품질평가요인을 기반으로 한

Key words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 기술수용모델: M-commerce( ), quality evaluation( ), TAM( ),

과업 기술 적합TT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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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의 프레임웍을 통해 새로운 패션 비즈니

스 평가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외부 변수의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요인이 모바일 커머스 적합

성 및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 및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평

가모형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효과적.

인 모바일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품질평가요인을 고

려하여 과업 기술 적합과 기술수용요인이 패션 소비-

자의 모바일 커머스 사용의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

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나아가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품질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모형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Ⅱ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평가요인1.

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터Hart and Smith(1999)

넷상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e-Marketing, e-Sales,

의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e-Service 3 , S.

는 서비스요소 마케팅 시스템을 관Kim(2002) , e- , e-

계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쇼핑몰의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는 서비스, Min, Park, and Park(2002)

요소 판매요소 마케팅을 솔루션 기능으, , e- e-CRM

로 보았다 또한 는. Jeon and Choi(2001) e-Service

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고객의 만

족도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거부감 없는 고객, ,

관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으며, M.

는 활동을 기업과 이용자Lee(2002) e-Community

간 혹은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 개인화 서비스 등에,

해당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

비스 품질에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한 구매력으로 좌

우된다고 했다 이렇듯 현재 사이버상의 구입한 제.

품이나 서비스가 불만족시 자발적인 커뮤니티 채널

이 만들어져 정보교환 및 향후 대책 회의 등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일인시위 항의방문 소송 등의 형태, , ,

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T. 은 은 인터Park and Lim(2008) e-CRM

넷을 이용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판매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

다고 했으며 는 온라인 환경, Cox and Dales(2001)

에서 고객과 기업간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컴퓨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소비,

자들은 기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편리

함 시간절약 상표 및 제품이미지 부가가치 양질, , , ,

의 정보 등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렇듯 모바일 서비.

스 역시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인터페이스와 시스템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게다가 온라인 환경에 대.

한 서비스 품질 차원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 정보에

관련된 품질이 독자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Yang,

그리고Cai, Zhou, & Zhou, 2005). Ward and

는 온라인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이Lee(2002)

용의 이유를 쉬운 제품탐색과 상세한 제품정보 제,

품구색의 다양성을 들고 있으며, Madu and

는 의 성과측면에서도 정보의Madu(2002) e-quality

정확성 정보의 간결성 정보의 적시성이 포함되어, ,

있다고 했다 이는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용만족.

도와 활성화 요건에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KRNIC],

그리고 는 개 차원의 서비스2004). Zhilin(2001) 9 e-

품질 척도를 신뢰성 반응성 신뢰 능력 접근성 및, , , ,

편의성 개인화 이용의 용이성 서비스 포트폴리오, , , ,

보안성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은 모바일 서비스는 언Ye and Park(2002)

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과금 지불에 대한

거부감을 덜게 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및 망 사업자에게는 고객확보

와 수익성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즉시 접속성 은 시간이(instant connectivity)

나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Creative

즉 모바일 편재성은 시간과 장소에Good, 2000). ,

구애를 받지 않고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인터넷과(De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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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선 전자상거래에서는 불가능한 모바일 커머

스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모바일커머(Clacke, 2001),

스의 고유한 특성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이러(Durlacher Research, 1999).

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상황인식성(context

을 기반으로 교통정보나 길안내 등 모바awareness)

일 사용자의 물리적인 위치파악을 통해 특정 환경에

적합한 상점정보 및 쿠폰발행 등의 모바일 커머스에

활용되기도 하며 모바일의 개인식별성과 위치확인,

성을 기반으로 개개인이 처한 시간 위치정보와 고,

객 프로파일 정보를 결합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

과적인 최적의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하

였다(T. Lee & Jun, 2004).

아울러 의 연Kannan, Chang, & Whinston(2001)

구에서 즉시 연결성 은 기업들(instant connectivity)

이 시간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획득이나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무선 단말기를 통해 즉시 무선

인터넷에 접속 간편하고 빠르게 무선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이다.

즉 쿠폰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쿠폰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

성은 장소제약이 없고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모바,

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바일 서비스의 상황적 제공성(contextual

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offer)

하여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황적 상호작용성 상황적(contextual interaction),

반응성 상황적 의존성(contextual sensitivity),

으로 나타나고 있다(situation dependency) (Figge,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2004).

바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서비스 제공자는 사

용자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특성이 있다 나아가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상의.

디자인(N. 과 모바일 서비스 및Cho & Park, 2001)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서 편리성(Childerrs, Carr,

그리고 시스템의 처리속도Peck, & Carson, 2001),

를(Salisbury, Pearson, Pearson, & Miller, 2001)

사용품질의 하위 품질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탐색적 요인분석Aladwani and Palvia(2002)

을 통해 구체적 컨텐츠 컨텐츠 품질 기술적 품질, , ,

시각성의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와2. TTF TAM

과업기술적합성은 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TTF)

는 기술의 기능이 사용자의 업무를 지원해 주거나

사용자의 업무에 적합하다면 그 기술은 이용될 것을

말하며 이는 직무(Goodhue & Thompson, 1995),

요구 직무상 필요한 기능 와 개인능력 그리고 사용( ) ,

하는 정보기술의 성능과 관계가 깊다(G. Lee &

이러한 업무와 기술이 적합하다 함은Kim, 2004).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이 업무수행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원만히 업무가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

개인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

과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모(S. Kang, Kim, & Yang, 2006). , TTF

델은 정보시스템의 기능성과 과업 요구사항 간의 일

치성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자 평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로서 개인차이 자기유능감 경험 시스템특성( , ),

관련성 화면설계 그리고 정보시스템 품질 등에( , ),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ong, Wong, Thong, &

특히Tam, 2002; Lin & Lu, 2000). J. Moon and

은 웹 이용에 있어서 을 확장하여 기Kim(2001) TAM

존의 지각변수인 유용성 용이성과 함께 지각된 즐,

거움이 사용의도에 유의적 영향은 준다고 했으며,

는 의 이론적 확장Venkatesh and Davis(2000) TAM

모델을 제시하여 주관적 규범 자발성과 이미지와,

같은 사회적 영향 과정과 직무 관련성 출력의 품질,

그리고 결과 데모가능성과 같은 인지적 수단 과정들

이 이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

고 H. 은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Kim and Kim(2002)

다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전달해 줄 수 없었던 가치

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지각된 유용성이 높게 측정

되며 시장에서 빠르게 수용된다고 하였으며 편재, ,

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울러 모바일과 관련하여 는Yu and Kim(2007)

확장된 모형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TAM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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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을 근간으로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대한TAM

긍정적인 태도와 사용의도 간의 강력한 유의적 관계

(H.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의 지각된Moon, 2005),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You &

를 제언하였다 나아가Park, 2008) . W. Lee and

은 사회적 영향 서비스 품질 몰입 재Kang(2004) , , ,

미 자기효능 촉진 조건 등이 모바일 인터넷의 지, ,

각된 유용성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i & Park,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행동을2009).

고찰하는데 있어서 의 적용을 모바일 정보기술TAM

의 사용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수용과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지각된 유용성을 중심으로만 확장시킨다.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 및 성과 관계3.

기업이 고객과의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 유지,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해 신뢰 만족, ,

몰입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Leech, 1999).

객만족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불만족한 고객의 경우 불평처리,

이후의 만족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으

로 고객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Y.

이러한 만족의 개념을Cho, Jung, & Yoon, 2006).

은 특정한 교환관계인Szymanski and Hise(2000)

서비스 접점 만족과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반적

인 고객만족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접점만족은 전반,

적인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고객만족은 충성도와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아울러(Shanker, Smith, & Rangaswamy, 2003).

지각된 가치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관계적 측면

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정의되며 이러한 평가는 고,

객들로 하여금 지각된 가치로 평가된다(Hellier,

Geursen, Rodney, & Rickard, 2003).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는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의 중요한 원동력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만족과 충성도 간의 조절변수로 지각된 가치를 검정

하였으며(Agustin & Singh, 2005), Seo and

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상호작용Kim(2003)

을 많이 할수록 오락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를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Cronin, Brady,

는 사용자에게 지각된 가치의 정보and Hult(2000)

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Han and

은 정보서비스 사용의도가 서비스 가Jang(2004) e-

치를 매개로 하여 서비스품질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서비스가치가 사용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나아가. Y. 는 지각Park and Han(2001)

된 가치를 포함한 관계품질이 고객의 구매 또는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몰입은 관계의 성공 및 관계의 상호 만족과

혜택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감이라 할 수 있

으며 관계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얻고 있다고 믿는,

개인들 사이에서 몰입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몰입한 고객들은 과거에 받은 혜택을 감안하여

기업을 위하는 노력을 기꺼이 하려 한다(Wong &

Sohal, 2006). Hoffman, Novak, & Schlosser(2000)

는 이러한 몰입을 이용자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환기된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 형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Mort and

은 의 채택에서 몰입과 혁Drennan(2002) m-service

신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한. Chen,

은 정서적 몰입이 긍정적인Wu, and Chung(2008)

감정과 선호도에 토대를 두고 종종 장기적 파트너,

십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몰입이 행동의도. e-

구전 재구매의도 지속적 상호작용 에 긍정적인 영( , , )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Mukherjee & Nath, 2007),

B. 는 인터넷 쇼핑몰거래에서Kang and Cho(2010)

몰입이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Ⅲ

연구 가설 및 모형1.

본 연구는 패션 모바일 커머스 유통 웹사이트 평

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바일 커머스의 활용과

관련된 단편적인 실태조사의 차원을 넘어서 과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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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합이론을 배경으로 우선 선행되는 포괄적인 패

션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 요인의 타당성을 고찰해

본다 또한 어떤 품질평가 요인이 모바일 적합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품질

및 성과요인인 만족 가치 몰입을 통해 구매의도에, ,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 쇼핑.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 하에

서의 패션소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립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며 패션 비즈니스 성과로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모바일 커머스에서의 소비자

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글로벌 모바일 패션 커머스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을 분석하여 모바일 커머,

스 품질평가요인에 대한 새로운 평가 요소를 발굴하

고자 한다 즉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요인을 하부. ,

요인을 마케팅 서비스M- (M-marketing), M-

세일즈 커뮤니케이션(M-service), M- (M-sales), M-

시스템 으로 나(M-communication), M- (M-system)

누고 적합성과 유용성을 매개로 하여 패션 모바일, ,

커머스 품질 및 성과의 하부요인을 지각된 가치

몰입 고객 만족(value), (immersion), (satisfaction)

그리고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purchase intention)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 패션 모바일 커머스 기

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품질평가 모형을 개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에서 모바일,

서비스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의 특성(Durlacher Research, 1999),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Ye & Park,

즉시접속성 모바일 편재성2002), (Dey, 2001), (Dey,

개인식별성 과2001), (Durlacher Research, 1999)

위치확인성 을 기반 등의 모바일커머(Clacke, 2001)

스의 고유한 특성 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

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과 온.

라인 커머스의 품질평가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에 대한 세부

변수를 도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모바일 커머스.

관련 기술 및 사용상의 특성이 적용된 모형TTF (S.

은 모바일 쇼핑을 행할 때 과업Kang et al., 2006)

수행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원만히 과업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끌

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된다 또한 선행연구.

에서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과금 지불에 대한 거부감을 덜게 하며 다양,

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용성을 높

일 수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를(Ye & Park, 2002),

포괄하는 상황기반제공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T. 그리고 모바일Lee & Jun, 2004).

커머스의 고유의 특성인 정황인식성은 지각된 상호

작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

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 Lee &

이렇듯 적합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Kim, 2006).

을 주는 외부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패션모바일쇼핑의 품질평가요인은 기술적합H 1:

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TTF) .

패션모바일쇼핑의 품질평가요인은 지각된 유H 2:

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모형은 정보시스템의 기능성과 과업 요, TTF

구사항 간의 일치성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자 평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기술적합성을 정보획득

적합 정보품질적합 정보품질적합으로 분류한 연구, ,

에서는 적합성의 세부 요인모두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리고(Na, 2012).

의류점포의 대고객 관계마케팅에 관한 연구에서 관

계마케팅 활동 요인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적 서비스 고객접촉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높, ,

을수록 만족이 높다고 했다(Y. Kim & Lee, 2002).

또한 패션 모바일 커머스에서의 지각된 가치는 서비

스를 제공한 대가로 관계적 측면의 가치로 평가된다

고 하였고 소비자들이 인터넷(Hellier et al., 2003),

쇼핑몰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오락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를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Seo &

아울러 의 채택에서 몰입과Kim, 2003). m-service

혁신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M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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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Drennan, 2002).

설을 설정한다.

기술적합성 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H 3: (TTF)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적합성 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H 4: (TTF)

을 미칠 것이다.

기술적합성 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H 5: (TTF)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적합성 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H 6: (TTF)

미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웹 이용에 있어서 을, TAM

확장하여 기존의 지각변수인 유용성 용이성과 함께,

지각된 즐거움이 사용의도에 유의적 영향은 준다고

했으며(J. 을 근간으로 모Moon & Kim, 2001), TAM

바일 서비스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사용의도

간의 강력한 유의적 관계(H. 모바일Moon, 2005),

및 유비쿼터스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유의

한 영향 관계 를 제언하였다 또(You & Park, 2008) .

한 사회적 영향 서비스 품질 몰입 재미 자기효능, , , , ,

촉진 조건 등이 모바일 인터넷의 지각된 유용성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하였으며

(W.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을Lee & Kang, 2004),

Figure 1. Study Model

통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i

아울러 몰입이 행동의도 구전 재& Park, 2009). e- ( ,

구매의도 지속적 상호작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

친다고 하였으며 인터넷(Mukherjee & Nath, 2007),

쇼핑몰거래에서 몰입이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B. 이상Kang & Cho, 2010).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지각된 유용성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H 7:

미칠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H 8:

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H 9:

것이다.

넷째 전반적인 고객만족은 충성도와 상호작용한다,

고 하였으며 정보서비스(Shanker et al., 2003), e-

사용의도의 연구에서 서비스가치가 사용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Han & Jang, 2004).

사용자에게 지각된 가치의 정보가 제품을 구매하거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지각된(Cronin et al., 2000),

가치를 포함한 관계품질이 고객의 구매 또는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Y.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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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서비스 관계에서 정서적 지속Han, 2001). ,

적 몰입이 태도적 행동적 층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가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전환비용과 비교해서 더욱더 지속적인 충성도를 제공

한다고 하였다(Evanschizky, Iyer, Plassmann,

아울러 몰입이 행동Niessing, & Meffert, 2006). e-

의도구전 재구매의도 지속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 , )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

다 이상을 종합하여 다음과(Chung & Shin, 2010).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Figure 1).

고객만족은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유의한H 10: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가치는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유의H 11: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몰입은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H 12:

을 미칠 것이다.

측정도구2.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한측정도구는패션모바일쇼

핑 품질평가 요인 적합성 지각된 유용성 패션 모바, , ,

일 쇼핑품질및성과그리고인구통계적특성에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평가 요.

인은 선행연구(Aladwani & Palvia, 2002; Childerrs

et al., 2001; N. Cho & Park, 2001; Jeon &

Choi, 2001; Madu & Madu, 2002; Min, Park, &

Park, 2002; Mort & Drennan, 2002; Salisbury et

al., 2001; T. Lee & Jun, 2004; T. Park & Lim,

2008; Yang et al., 2005; Ye & Park, 2002; Ward

를 기초로 문항& Lee, 2000) M-Marketing(4 ),

문항 문항M-Service(4 ), M-Sales(5 ), M-Communi

문항 문항 의 총 항목을 측cation(3 ), M-System(5 ) 21

정하였다 적합성 은 선행연구. (TTF) (G. Lee & Kim,

2004; Goodhue & Thompson, 1995; S. Kang et

를 기초로 총 항목을 측정하였고 지각al., 2006) 4 ,

된 유용성은 선행연구(H. Kim & Kim, 2002; Hong

et al., 2002; Lin & Lu, 2000; J. Moon & Kim,

2001; Venkatesh & Davis, 2000; W. Lee &

를 기초로 총 항목Kang, 2004; Yu & Kim, 2007) 4

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 및.

성과 요인은 선행연구(Agustin & Singh, 2005; B.

Kang & Cho, 2010; Chen et al., 2008; Y. Cho

et al., 2006; Han & Jang, 2004; Hellier et al.,

2003; Hoffman et al., 2000; Mort & Drennan,

2002; Mukherjee & Nath, 2007; Shanker et al. ,

2003; Wong & Sohal, 2006; Y. Park & Han,

를 기초로 고객만족 문항 지각된 가치 문2001) (3 ), (3

항 몰입 문항 및 구매의도 문항 로 측정하였다), (3 ) (3 ) .

자료 수집 및 분석3.

본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측,

정방법은 주어진 문장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점 에서 매우 그렇다 점 의‘ (1 )’ ‘ (5 )’ 5

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밝히기 위한 예비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유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및 모바.

일 비즈니스 관련 문헌을 심도 있게 검토(top-down

하고approach) , 나아가 모바일 커머스 업체 전○○

문가와의 델파이 기법 으로 인터뷰(delphi technique)

를 수행하여 패션 모바일 쇼(bottom-up approach)

핑에 대한 품질평가항목에 중점된 제품 가격 유통, ,

배달 촉진 정도 와 서비스 및 환불( ), , Q&A FAQ , A/S

정책 주문제품 인도절차 고객개개인에 대한 관심, , ,

반품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인비테이션 레크멘데이, /

션 기업의 명성 인센티스 이벤트 할인촉진 다양한, , / / ,

결제기능 세일즈 인재의 보유 정도 생활정보제공, , ,

정보제공 상호작용 정도 검색의 용이성 쇼핑의 편, , ,

리성 이동의 신속성 정보의 우수성 고객의 안전성, , ,

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년 월 한 달2012 11

동안 의류학 경영학 전공 대학원생의 반복적인 평가/

와 토의를 통하여 적합한 항목들을 선별한 후 그 다,

음으로 년 월 일에서 일 사이에 모바일2012 12 10 30

커머스 사용자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50

였다 이들은 패션 모바일 쇼핑을 통해 상품 및 서비.

스를 회 이상 경험한 대 대 학생 및 직장인1 20 , 30

이였으며 각 응답자마다 만남 형식으로 인터뷰, 1:1

및 설문을 작성하여 확인하였다 응답자가 모바일 커.

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지각하였거나 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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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추가로 기입하게 하고,

응답자가 어렵게 생각하는 항목은 이해를 쉽게 수정,

보완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 항목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 .

는 패션소비자가 지각하는 패션 모바일 쇼핑에 대한

측정도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신뢰성, ,

타당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년 월 일에2013 1 10

서 월 일 까지 패션 모바일 쇼핑을 회 이상 이용3 9 1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분석대상으로 편

Table 1.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Fashion M-commerce of Quality Evaluation)

Variables Items
Eigen-

values
Component variance

Cronbach

's α

M-Marketing

·The product variety

·The product's right price (reasonable price)

·The product's delivery service

·The product's promotional activities

2.007

.870

.844

.798

.722

13.926 .845

M-Service

·The Q&A and FAQ services

·The A/S and refund policy

·The consumers' interests

·The return information offered

2.021

.848

.810

.804

.776

13.848 .856

M-Sales

·The invitations / recommendations through

the smart phone

·The fashion mobile company reputation

·The incentives / events / discounts offered

·The various payment functions

·The customer representative sales service

1.823

.839

.800

.798

.779

.759

12.554 .777

M-Communication

·The market information offered

·The fashion information offered

·The information interaction

1.805

.819

.798

.742

12.486 .764

M-System

·The search simplicity

·The shopping convenience

·The moving speed

·The information of superiority

·The customer safety

1.992

.854

.831

.808

.785

.755

12.496 .771

의 표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학생과 직장인

을 중심으로 학교 회사 대형쇼핑몰 을 직접 방문, ,

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인터넷 패션 쇼핑몰 게시판,

형식과 사전 양해 후 모바일 업체 고객 개인 이OO

메일 형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로 회신하e-mail

게 하였다 모두 명의 응답을 얻어 이중 결측값. 500

이 없는 명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분433 ,

석 방법으로는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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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적 일관성(frequency analysis) (internal

인 신뢰도 타당도 상관관계 회귀분석consistency) , , ,

검증을 위하여 측정모형SPSS Ver. 18.0,

분석 그리고 측정 변수간의(measurement model)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계analysis) AMOS Ver. 18.0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및 논의.Ⅳ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Table 2.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Single Factor)

Variables Items
Eigen-

values
Component variance

Cronbach

's α

TTF

·The facilities of usage

·The exploitability of the product and service

information

·The product purchasing effectiveness

·The effective usage degree

2.346

.808

.785

.761

.705

10.715 .741

Perceived

Usefulness

·The decision making

·The possibility of the comparison and selected

·The cost cutting

·The usefulness

1.982

.817

.811

.729

.703

10.244 .728

Customer

Satisfaction

·The user satisfaction

·The good image

·The the comparison with other distribution

channels

1.933

.833

.808

.765
12.378 .834

Perceived

Value

·The fun and entertaining functions

·The information attached

·The effective shopping solution

2.125

.883

.834

.806

12.378 .861

Immersion

·The product search immersion

·The addiction

·The shopping concentration

2.0181

.843

.839

.816

11.541 .852

Purchase

Intention

·The extent of mobile shopping thinks as being

the inappropriate place

·The preference for continuous utilization

·The intention of recommendation to others

2.086

.832

.821

.797

10.582 .846

의 경우 여성이 남성이 로 다소 높은82.0%, 18.0%

분포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대 대가, 20 42.0%, 30

대 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38.6%, 40 19.4% .

는 대학교 재학 졸업이 로 가장 많은 분포를/ 64.2%

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재학이상 전문대학, 16.6%,

재학 졸업이 고등학교 졸업이하 로 각/ 15.0%, 4.2%

각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에는 일반사무직 경영 관리. ( /

전문직 학생 주부 판매서/ ) 46.2%, 31.6%, 15.9%,

비스직 기타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아2.1%, 4.2% .

울러 한달 패션상품 지출비용은 만원 미만이10-30

로 가장 많았으며 만원 미만48.7% , 30-50 27.0%,

만원 미만이 만원 이상이 순으10 13.9%, 50 10.4%

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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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2.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이전에 각 연구 개념에 대하

여 내적일관성 을 검증하는 방(internal consistency)

법인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토Cronbach's α

하였다 먼저. , 패션 모바일 쇼핑 평가 요인을 설명하

는 항목에 대해 방식의 회전을 이용하여21 Varimax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 같이 고유치, Table 1

이상인 문항 문1.0 ‘M-Marketing(4 )’, ‘M-Service(4

항 문항 문)’, ‘M-Sales(5 )’, 'M-Communication(3

항 문항 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M-System(5 )' 5 .

다섯 요인이 설명한 총 변량은 였고65.310% ,

계수는 모두 이상으로 문항의Cronbach's 0.764α

신뢰성이 높았다 한편 는 적합성 지각된. , Table 2 ,

유용성과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 및 성과 요인의 각

연구변인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한 결과로서 각 단

일요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이상이었다0.705 .

각 단일요인들의 신뢰도는 이상으로 나타나0.728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Model Fit

Type B β S.E.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Fashion M-commerce Quality Evaluation

M-Marketing

MM 1 1.000 .811 - -

.824 .652
MM 2 .812 .758 .209 7.958

MM 3 .769 .631 .203 7.662

MM 4 .725 .633 .186 6.897

M-Service

MS 1 1.000 .731

.865 .584
MS 2 .969 .717 .151 9.532

MS 3 .750 .538 .145 8.731

MS 4 .742 .653 .127 8.009

M-Sales

MS 1 1.000 .672

.789 .816

MS 2 .969 .661 .112 9.059

MS 3 .890 .654 .093 8.130

MS 4 .751 .601 .090 7.091

MS 5 .864 .640 .108 7.400

확인적 요인분석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비Table 3 .

표분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개념, , S.E., , C.R.,

신뢰성 평균분산추출값 등을 측정한 결과 표, (AVE) ,

준화계수가 모두 이상으로 개념의 타당성0.6

이 확보되었다 평균분산지수(construct validity) .

는 모두 이상이므로 수렴타당성(AVE) 0.5

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convergent validity) .

또한 개념 신뢰도가 모두 이상이므로 내적일관성0.7

과 수렴타당성(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t

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에validity) .

서는 최대우도법을 통하여 경로분석의 적합도와 모

수를 추정하였는데 우선 모바일 커머스 채택 영향, ,

요인에 대한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X²=372.53(df=6, p=.000), GFI=.922, AGFI=.912,

으로RMR=.062, NFI=.922, CFI=.926, RMSEA=.031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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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Type B β S.E.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M-Communication

MC 1 1.000 .776

.760 .642MC 2 .924 .732 .081 14.494

MC 3 .856 .652 .080 12.846

M-System

MS 1 1.000 .802

.782 .667

MS 2 .851 .693 .159 8.745

MS 3 .821 .699 .174 7.553

MS 4 .806 .641 .175 7.388

MS 5 .762 .638 .141 6.260

TTF

TTF 1 1.000 .817

.772 .559
TTF 2 .852 .828 .073 13.132

TTF 3 .969 .669 .069 12.337

TTF 4 .937 .649 .072 11.390

Perceived Usefulness

PU 1 1.000 .936

.794 .532
PU 2 .962 .881 .078 12.235

PU 3 .815 .798 .075 11.636

PU 4 .725 .813 .076 10.821

Customer Satisfaction

CS 1 1.000 .877

.842 .587CS 2 .937 .846 .075 12.174

CS 3 .906 .788 .076 11.777

Perceived Value

PV 1 1.00 .913

.893 .681PV 2 .977 .832 .075 12.053

PV 3 .821 .769 .079 10.528

Immersion

I 1 1 .879

.818 .601I 2 .916 .784 .077 10.947

I 3 .901 .603 .076 12.550

Purchase Intention

PI 1 1 .898

.827 .582PI 2 .938 .823 .078 12.271

PI 3 .852 .797 .076 11.243

X²=372.53(df=6, p=.000), GFI=.922, AGFI=.912, RMR=.062, NFI=.922, CFI=.926, RMSEA=.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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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ypothesis Testing Model

연구가설 검증4.

패션소비자의 모바일 쇼핑 품질평가요인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및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와 에 제시하였다 각 연구가설에Figure 2 Table 4 .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모바. ,

일 쇼핑 품질평가요인과 적합성 지각된 유용성 간,

의 경로관계 분석결과 마케팅은 지각된 유용성M- (β

=.063, CR=3.614, p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000)

쳤으며 세일즈는 지각된 유용성, M- ( =.066,β

CR=2.352, p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020) .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적합성M- ( =.063,β

CR=2.891, p 지각된 유용성=.004), ( =.065,β

CR=3.605, p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000)

며 시스템은 적합성, M- ( =.093, CR=4.623,β

p 지각된 유용성=.000), ( =.063, CR=3.863,β

p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패션=.000) . ,

모바일 쇼핑 적합성 과 지각된 유용성 고객만(TTF) ,

족 지각된 가치 및 몰입 간의 경로관계 분석결과,

적합성은 지각된 유용성( =.070, CR=2.408,β

p 고객만족=.017), ( =.065, CR=6.236,β p 지=.000),

각된 가치( =.068, CR=4.405,β p 관계에 유의=.000)

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고객만족, (β

=.050, CR=4.423, p 지각된 가치=.000), ( =.044,β

CR=7.552, p 몰입=.000), ( =.069, CR=3.030,β

p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고객=.003) .

만족은 구매의도( =.025, CR=6.855,β p 관계=.000) ,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 =.068, CR=3.998,β

p 관계 몰입은 구매의도=.000) , ( =.064, CR=6.898,β

p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000)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첫째 패션 모바일 쇼,

핑 품질평가요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과 적(M- , M- )

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에서 기업과 이용자 간 혹은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

개인화 서비스 등에 해당되며 의사소통은 기본적으

로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한

구매력으로 좌우된다고 했으며(M. 특히Lee, 2002),

본 연구 결과처럼 모바일 커머스는 고객입장에서도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

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Sian, Lim, & Shen, 2001).

구의 시스템과 적합성의 관계처럼 인터넷 쇼핑몰M-

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시스템 네트워크

의 속도와 안정성 등이 사용자의 쇼핑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iqi & Michael, 2001).

이렇듯 사용성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바일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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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ypothesis Testing from H1 to H12

type pathway estimate S.E. C.R. p-value result

H1-1 M-marketing → TTF .011 .021 .535 .593 Reject

H1-2 M-service → TTF .018 .020 .878 .381 Reject

H1-3 M-sales → TTF .018 .022 .827 .409 Reject

H1-4 M-communication → TTF .063 .022 2.891 .004 Accept

H1-5 M-system → TTF .093 .021 4.623 .000 Accept

H2-1 M-marketing → Perceived Usefulness .063 .229 3.614 .000 Accept

H2-2 M-service → Perceived Usefulness .061 .000 .003 .998 Reject

H2-3 M-sales → Perceived Usefulness .066 .154 2.352 .020 Accept

H2-4 M-communication → Perceived Usefulness .065 .236 3.605 .000 Accept

H2-5 M-system → Perceived Usefulness .063 .243 3.863 .000 Accept

H3 TTF → Perceived Usefulness .070 .168 2.408 .017 Accept

H4 TTF → Customer Satisfaction .065 .404 6.236 .000 Accept

H5 TTF → Perceived Value .068 .298 4.405 .000 Accept

H6 TTF → Immersion .071 .102 1.440 .151 Reject

H7
Perceived

Usefulness
→ Customer Satisfaction .050 .715 4.423 .000 Accept

H8
Perceived

Usefulness
→ Perceived Value .044 .779 7.552 .000 Accept

H9
Perceived

Usefulness
→ Immersion .069 .210 3.030 .003 Accept

H10
Customer

Satisfaction
→ Purchase Intention .025 .934 6.855 .000 Accept

H11 Perceived Value → Purchase Intention .068 .273 3.998 .000 Accept

H12 Immersion → Purchase Intention .064 .439 6.898 .000 Accept

CR=Critical ratio, *p<.05, **p<.01, ***p<.001

의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인 즉시 접속성(instant

은 실시간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을connectivity)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커뮤,

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상황적 상호작용성

을 가능하게 만들어 패션 모(contextual interaction)

바일 커머스의 적합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마케팅 서비스 세일즈의 형태는 기존 인M- , M- , M-

터넷 쇼핑몰 사용과 비교하여 모바일 커머스만의 독

특한 특성으로 지각되지 못한 결과 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패션 모바일 쇼핑 품질평가요인 마케팅, (M- ,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과 지각된M- , M- , M- )

유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

구에서 S. 은 서비스요소 마케팅Kim(2002) , e- , e-

시스템을 관계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쇼핑몰의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는 온, Ward and Lee(2000)

라인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의 이유를 쉬운

제품탐색과 상세한 제품정보 제품구색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는. Madu and Madu(2002)

의 성과측면에서도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e-quality ,

간결성 정보의 적시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선인, ,

터넷 사용자들의 이용만족도와 활성화 요건에서 정

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KRNIC, 2004).

또한 은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Ye and Park(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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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과금 지불에 대한 거

부감을 덜게 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

공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는 현재 사이버상의 구입한Jeon and Choi(2001)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만족시에는 자발적인 커뮤니티

채널이 만들어져 정보교환 및 향후 대책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인시위 항의방문 소송 등의, , ,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T. Lee

은 위치기반서비스를 포괄하는 상황and Jun(2004)

기반제공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은 모바일 위치, Noh and Kim(2009)

확인성이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나아가 모바일 커머스의 고유의.

특성인 정황인식성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S. 이러한Lee & Kim, 2006).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결과와 같이 패션기업의 입장

에서 모바일 쇼핑 품질평가 요인들을 활용한다면 모

바일 커머스 사용의 유용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셋째 패션 모바일 쇼핑에 대한 적합성 지각된, ,

유용성과 고객만족 및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K. Kim, Kim, &

는 모바일 서비스의 유용성과 사용용이Lee, 2006)

성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 Kang &

또한 의 연구에Hwang, 2009). Lim and Lee(2006)

서도 모바일 디바이스의 편의성이 고객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eong and Cho(2004)

의 연구는 컨텐츠의 특성이 전반적 만족도와 애e-

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

울러 Y. 는 의류점포의 대고객Kim and Lee(2002)

관계마케팅에 관한 연구에서 관계마케팅 활동 요인

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적 서비스 고, ,

객접촉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높을수록 만족이 높으,

며 의 연구에서 는, Jeon and Choi(2001) e-Service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고객의 만족

도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거부감 없는 고객관, ,

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한편. Seo

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상호and Kim(2003)

작용을 많이 할수록 오락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

를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고, Han and Jang(2004)

은 정보서비스 사용의도가 서비스가치를 매개로e-

하여 서비스품질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서비,

스 가치가 사용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또한 는 시간의 경과. Coulter and Coulter(2002)

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서비(competence),

스 전달의 신속성 개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개인화된 서비스에 관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

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간에 공유된 가치가 신뢰

의 원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렇듯 본 연구.

결과에서의 패션 모바일 커머스에서의 지각된 가치

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관계적 측면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고객,

들로 하여금 지각된 가치로 평가된다(Hellier et al.,

2003).

넷째 패션 모바일 쇼핑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에서도 본 연구 결과처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유

용성을 제공해주는 쇼핑몰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A. 무생물체인 쇼핑몰을 몰입할Kim, 2000),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게 한다고 했다(D. Lee &

Gu, 2001).

다섯째 패션 모바일 쇼핑에 대한 고객만족 지각, ,

된 가치 및 몰입과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Y. Kim and Lee(2002)

는 의류점포의 대고객 관계마케팅에 관한 연구에서

관계마케팅 활동 요인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

며 신뢰적 서비스 고객접촉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 ,

높을수록 만족이 높고 신뢰적 서비스 고객접촉이, ,

높을수록 신뢰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관계마케.

팅 활동에 의한 관계의 질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관계의 질인 만족과 신뢰가 높을수록, ,

장기적 관계지향성 구매의도 긍정적 구전효과가, ,

높아진다고 했다 아울러 의 연. (Cronin et al., 2000)

구에서 행동의지는 실제 제품의 구매 바로 이전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심리 상태로서 지각된 가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행동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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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영향, ,

서비스 품질 몰입 재미 자기효능 촉진 조건 등이, , , ,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제언되었다(W. 그리고Lee & Kang, 2005). Han

은 정보서비스 사용의도가 서비and Jang(2004) e-

스 가치를 매개로 하여 서비스품질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서비스가치가 사용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은 서비스 관계Evanschizky et al. (2006)

에서 정서적 지속적 몰입이 태도적 행동적 층성도, ,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

가 경제적 인센티브 및 전환비용과 비교해서 더욱더

지속적인 충성도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Chung

은 몰입이 행동의도 구전 재구매and Shin(2010) e- ( ,

의도 지속적 상호작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결 론.Ⅴ

본 연구는 모바일 커머스 패션 쇼핑의 품질평가

구성요인(M-Marketing, M-Sales, M-Service,

을 도출하고자 품질평가M-Community, M-System)

요인 적합성 유용성 모바일 쇼핑 품질 및 성과의, , ,

모든 변수들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모바일 패션 쇼핑을 포함한 모바일 기업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모바일 커머스 품질전략을 수립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

션 모바일 쇼핑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패션정보,

및 정보에 대한 질의응답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높여야 할 것이며M- ,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상품 검색의 용이성 쇼핑의 편리성 다, ,

른 페이지로의 이동 신속성 시스템 정보의 우수성,

및 구매안전 에스크로 등 결제 및 개인정보 보호를( )

통한 고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높M-

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평 작성 및 상품 기능 등의 진화와Q&A

계정을 활용하여 상품정보 등의 쇼핑 정보를SNS

지인들과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고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게

시판을 통해 일종의 쇼핑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재' '

미있는 쇼핑 서비스의 바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사용 환경 최적화를 통해 시스템 사용

속도의 개선에 노력하고 기존에 모바일 상품 결제,

시 카드사별로 결제 방법이 번거로웠던 시스템을 크

게 개선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도 요구되어진다.

둘째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지각된 유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구색있는 상

품 다양성 에 반한 상품의 적절한 가, e-commerce

격 정확하고 신속한 상품배송 서비스 모바일 이벤, ,

트 등 상품관련 촉진활동 정도의 마케팅 활동을M-

높여야 할 것이며,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스마트

폰을 통한 인비테이션 레크멘데이션 정도를 높이고/ ,

업체의 브랜드 네임 가치를 높이고 인센티브 이벤, /

트 할인의 적극적인 활동과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가상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포인트 등의 다양, ,

한 결제기능 및 고객담당 세일즈 서비스 정도인 M-

세일즈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패션 모바일 쇼

핑에서의 생활정보제공 패션정보제공 및 고, ` FAQ,

객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및 실시간 정보1:1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고M- ,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검색의 용이성 편리한 쇼,

핑 시스템 이동의 신속성 정도 시스템의 우수성, , ,

고객의 안전성과 관련된 시스템을 높여야 할 것M-

이다 또한 스마트 폰을 활용한. 패션 모바일 쇼핑의

사용 편리성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활용 및 상품,

구매 효율성 및 쇼핑의 효과적 사용과 관련된 패션

모바일 커머스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

이다. 특히 최근에는 배송이 따로 필요 없는 모바일

상품권 등과 같이 모바일 쇼핑에 적합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발굴되고 있듯이 모바일 적합상품을 지속,

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 가지

는 개인화의 특성을 잘 살려 고객 개개인의 성별' ' ,

나이 취향에 따라 최적화된 쇼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이 요구되며 고객들의,

개별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세그먼트를 자체 개발하

여 더욱 진화된 개인화 서비스 전략을 추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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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나아가 할인쿠폰 카드혜택 미리계산. , ,

하기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아이콘을 추가해 각종

할인 혜택과 최종 구매 가격 사은품 정보 등을 모,

두 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이며 자신이 최근 관심있게 본 상품들이 펼쳐지는,

히스토리 서비스와 이를 통한 연관 관심상품을 알려

줄 수 있는 맞춤 서비스 환경을 제시할 필요'1:1 '

가 있다.

셋째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고객만족과 지각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션 모바일 쇼핑의 편리한

사용 방법 노출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편리성 정

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효,

율적 활용 정도 상품구매 효율성 정도를 높여 패션,

모바일 쇼핑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구매의사

결정에 대한 비교 선택 가능 정도 비용절감 정도, ,

및 유용성 정도인 지각된 유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

다.

넷째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서는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의사결정 정도 비교, ,

선택 가능 정도 비용절감 정도 및 패션 모바일 쇼,

핑의 유용성 정도인 지각된 유용성을 높여야 할 것

이다.

다섯째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션 모바일 쇼핑의 이용 만족 패션 모바,

일 쇼핑을 좋게 생각하는 정도 타 유통채널에 비교,

패션 모바일 쇼핑의 만족과 관련된 고객만족을 높이

고, 패션 모바일 쇼핑에의 재미 제공하는 정보접촉,

정도 및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효과적 쇼핑 해결

정도인 지각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

으로 스마트폰 쇼퍼 를 겨냥한(Mobile Shopper) 패

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상품탐색에 대한 몰입 패션,

모바일 쇼핑에서의 빠져드는 정도 패션 모바일 커,

머스에서의 쇼핑 집중과 관련된 몰입을 높일 수 있

는 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 과 적합성(TAM) (TTF)

모델을 적용하여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모형의 신

뢰성과 적합성 그리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

하여 품질평가요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쇼핑의 프

레임웍을 통해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평가모형의 활

용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요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패션 모바일 커머스의 품질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요인

으로 확장하여 더욱 패션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형,

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실제.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측정된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

가요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 요인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고찰하고 활용 범위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 연구의 모바일 커머스.

품질평가 모델은 포괄적인 모바일 쇼핑의 적합성과

유용성의 활용범위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어 본질적

인 패션 유통의 품질과 성과에 대한 모바일 커머스

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나 더욱 정교한 모형의 제시를 통해 패션기업의

전략을 품질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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