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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fluence of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on customer loyalty through relationship quality. The data 

were collected subjects in their 20's-30's who had purchased fashion 

products using a mobile shopping channel.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the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dimensions of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and customer relationship variables.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comprised four dimensions 

including tangibility, ubiquity, security and personalization. Customer 

relationship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four dimensions such as 

satisfaction, trust commitment and loyalt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quality and customer loyalty. 

Tangibility, ubiquity and securit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and trust, but personalization had an influence on only 

satisfaction.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ommitment 

and loyalty. Trust had an influence on only commitment. In conclusion, 

relationship quality was found to be the appropriate model to explain the 

influence of mobile commerce characteristics on consumer' loyalty in 

mobile fashion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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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무선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소비, 

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 접속하여 

음성통화 등의 커뮤니케이션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 SNS , 

등의 엔터테인먼트 제품 탐색 및 구매 등의 많은 활동을 , 

즐기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사용은 자체의 성능 향상과 

이동통신 환경의 발전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 같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디지털화하면

서 상품의 구매 경로가 모바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으며, 

이제 유통업체에게 모바일 커머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제품 유통업체는 온오프라인의 .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멀티 채널 전략(Multi-channel) 

에서 모바일 커머스를 중심으로 하는 옴니 채널

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쇼핑경험을 (Omni-channel)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소매 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  ‘

향 을 보면 년 월의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 , 2016 10 22,860

억 원으로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 억 원 의 를 (47,690 ) 47.9%

차지했다 불과 년 전과 비교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 1

늘었지만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급증하여20.6% , 59.3% , 

모바일 쇼핑이 기반의 온라인 쇼핑을 빠르게 대체하고 PC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가장 많은 . 

상품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 의류 생활 자동차용품 식음, , · , 

료품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모바(Statistics Korea, 2016). 

일 쇼핑 시장은 온라인 쇼핑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온라인 쇼핑업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 , 

트를 제치고 유통채널 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러한 1 , 

현상의 일등 공신은 모바일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쿠팡이. 

나 위메프 같은 소셜 커머스는 전체 거래액 중 전80% 

후 마켓이나 옥션 등의 오픈 마켓은 전체 거래액 중 , G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50% (Lee, 2016 July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도 페이 페이 같은 모바19). L , SSG

일 결제 서비스를 통해 쇼핑의 편의성을 높이고 온오프, ․
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유통업체들이 (Jang, 2016 October 15).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면서 모바일 쇼핑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적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환경 하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기존의 온라  

인 거래 특성 이외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모바일 상거래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모(Chae, 2016). 

바일 패션 쇼핑에 관한 연구들은 모바일 쇼핑에 관한 특

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모바일 커머스가 . 

비교적 최신 유통채널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적

용하여 구매의도를 밝히고 있으나(Chae, 2016; Kim, 

Hwang & Cho, 2015; Kim & Shin, 2015; Park & 

지속적인 고객관계 구축과 유지를 위한 연Kang, 2016), 

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모든 상거래는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구  

축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긍정적 성과창출, 

에 영향을 미친다 모바일 커머(Morgan & Hunt, 1994). 

스는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시작 단계이지만 성장세가 지

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고객 충성도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 고객관

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주로 매개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관계품질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 관계 품질은 신뢰나 몰입 만족. , , 

관계적 규범 등의 차원들로 구성되며 서비스 품질이나 관, 

계 혜택 같은 마케팅 노력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관계, 

는 기업의 긍정적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Suh & 

Rho, 2015). 

소비자들을 둘러싼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  

께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고객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

질 전망이므로 모바일 쇼핑 특성 개발과 서비스 향상은 

고객의 긍정적 평가와 만족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고객 충

성도와 구전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관계품질을 거쳐 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해 모바일 패션 쇼핑 고객의 만족과 신뢰 충성도를 높일 , 

수 있는 최적화된 서비스 품질 설계에 유용한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배경.�Ⅱ

모바일�패션�쇼핑의�특성1.�

모바일 패션 쇼핑이 이루어지는 모바일 커머스(Mobile 

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commerce)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까지 거래할 수 있는 

무선 전자상거래 방식이라 할 수 있다(Kim, Yu, & Kim, 

모바일 커머스에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는 전형적2013). 

으로 개인적인 장치이면서 언제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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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일대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거래 보다 더 많은 가(E-commerce)

능성을 가지고 있다 은 커머스와 비교되. Clarke(2001) e-

는 커머스의 특징으로 편재성 편리성M- (ubiquity), 

(convenience), 위치 확인성 개인화(localization), 

등의 네 가지 특성을 제안하였으며(personalization) , 

는Giovannini, Ferreira, da Silva and Ferreira(2015) 개인 

화 편재성 접근성 위치 확인성 등을 모바일 쇼핑 특성, , , 

으로 확인하였다.   

패션제품의 모바일 쇼핑 특성으로 는 개인화  , Lee(2007) , 

유용성 유희성 즉시접속성 용이성으로 분류하였으며, , , , 

은 즉시연결성 개인화 소셜성 탐색성 등으로 Kim(2012) , , , 

구분하였으며 은 편재성 보안성 가시성 즉, Hong(2013) , , , 

시접속성 유희성 등을 포함시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는 보안성 유희성 개인화의 . Chae(2016) , ,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이 기술수용모델에 영향을 주었으며,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 차원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Kim and 

은 즉시 연결성 보안성 개인화 즐거움 신뢰Shin(2015) , , , , 

성 등의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매

개로 지각된 유용성에 직접 간접의 영향을 미치며 최종, , 

적으로 구매태도와 구매의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 

는 정보품질 내비게이션 반응 시간 시각적 소Gao(2013) , , , 

구 상호작용성 같은 모바일 웹사이트 품질 중에서 내비게, 

이션을 제외한 차원들이 만족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모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은 .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개인화 편재성이나 , , 

즉시접속성 보안성 등의 차원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 

있으며 이 차원들은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모두 직간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개 요인으로는 . 

모델의 지각된 유용성이나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TAM , , 

상호작용성 등의 지각적 특성이 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으로 편재성 개  , 

인화 보안성 외에 유형성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편재성은 , .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접

근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특성을 말하며 개인화는 사, 

용자가 동의한 개인 정보 활용을 바탕으로 맞춤화된 제품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온라인 쇼핑보다 모

바일 쇼핑에서 더 상황에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다

보안성은 모바일 쇼핑으로 (Clarke, 2001, Hong, 2013).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과 결제과정에서의 

안전함을 의미한다 유형성은 화면 디자인이(Chae, 2016). 

나 작동 절차의 용이성 효과적인 정보 제공 등으로 모바, 

일 쇼핑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홈쇼핑, TV 

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

는 차원으로 포함되어 왔다 는 정보품질 내비. Gao(2013) , 

게이션 시각적 소구와 같은 물적 요소를 모바일 웹사이트 , 

품질의 차원으로 포함시켰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가시성, 

이나 편리성 의 차원으로 모바(Hong, 2013) (Clarke, 2001)

일 쇼핑의 유형적 특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관계품질2.�

최근 소매 환경에서 지속적인 고객관계는 고객의 구매 패

턴을 확인하고 그 지식을 적용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 

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고객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관계품질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업 활동에 의해 형성된 관계의 강도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다 관계품질(Garbarino & Johnson, 1999). 

은 만족 신뢰 몰입 등의 다차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자에 , , , 

따라 만족과 신뢰(Crosby, Evans & Cowles, 1990; 

또는 신뢰와 몰입Dwyer, Schurr & Oh,  1987), 

등의 두 요인으로 (Hewett, Money & Scharma, 2002) 

설명되기도 한다. 

관계품질에서의 만족은   고객과 기업간의 장기적인 상호

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고객의 감정적 상태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수행되어 온 역할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Crosby et al, 1990). 만족은 고객

의 욕구나 기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능력의 평가치와 구

매 후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치의 성격을 가지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소비자가 기업 간(Hwang, 2011). 

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총체적인 평가로부터 형성된 감

정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 고객관계에 필수적이면서 관

계 성과인 충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Anderson & 

Narus, 1990).

신뢰 는 소매업체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대한 소비  (trust)

자의 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De Wulf, Odekerken- 

Schr der & Iacobucciö 신뢰는 구매상황의 불확실 2001). 

성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며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Mayer, Davis & 

불확실성과 지각된 위험이 크게 나타Schoorman, 1995), 

나는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업체에 대한 긍정적 태

도 형성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Giovannin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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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고객 만족이 강조되어 왔으나 단순한 al., 2015). 

만족으로는 관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뢰와 

몰입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Kang & Ham, 2011). 

몰입 은 소매업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commitment)

기울여야 하는 노력을 수반하여 소매업체와의 지속적 관

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의미한다(Morgan 

또한 브랜드와의 & Hunt, 1994; De Wulf et al., 2001). 

관계에서 소비자가 브랜드에 정서적으로 몰입하면 다른 

대안이 있더라도 그 브랜드의 구매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행동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Berry & Parasuraman, 

1991), 관계몰입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며 구전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애호도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Hwang, 2011; Ko & Rhee, 

2014) 은 홈쇼핑의 서비스 품질이 관계. Hong(2015) TV 

몰입을 매개로 하여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는 모바일 커머스 패션쇼핑의 품질평가 요인들Na(2014)

이 지각된 유용성을 거쳐 만족과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몰입은 관계품질을 구성하는 . 

대표적 차원으로 고객관계의 성과인 충성도와 구매 유지, 

를 위한 결정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관계품질은 패션 유통업체의 마케팅 활동인 서비스 품  

질과 재구매의도나 충성도같은 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다 은 중상층 노년 고객을 . Shin and Lim(2003)

대상으로 한 판매원의 노력은 신뢰 만족 몰입 등의 관계, , 

품질을 매개로 구매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은 패션유통업체의 관계품질 중 만족Hwang(2011) CRM 

과 몰입이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고 하였다 는 소비자들이 패션소매업. Ahn and Lee(2000)

에 대한 장기적 관계지향성이나 충성도를 형성함에 있어 

만족 신뢰 몰입이라는 관계품질 차원이 매개함을 밝혔다, , .  

은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관계요인인 만족  Han(2004) , 

신뢰 몰입이 높아지며 이어서 고객유지와 긍정적 구전효, , 

과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고객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 

미치는 요인은 관계몰입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단골고객을 ,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몰입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관계품질을 구성하는 신뢰 만족 몰입은 같은 단계에서 , , 

충성도나 행동의도 같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신뢰가 몰입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Doney & Cannon, 1997; Lee, 2003; Morgan 

만족이 관계품질의 선행 요인으로 신뢰& Hunt, 1994), 

와 몰입을 거쳐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유지에 영향을 주었

다 은 관계적 상호(Li & Peng, 2013). Dwyer et al.(1987)

작용의 긍정적 결과로서 여겨지는 몰입은 관계 형성과 유

지에 있어서 관계의 불확실성을 회피시켜주는 중요한 요

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몰입. 

을 관계품질의 결과적 차원으로 간주하여 신뢰와 만족이 

몰입을 거쳐 충성도를 형성하는 직간접의 영향 관계를 밝

히고자 한다.   

연구�방법III.�

연구문제1.�

본 연구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관계품질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과 .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 모형은 과 , Figure 1

같다. 

연구문제 모바일 패션 쇼핑의 현황을 파악한다  1. . 

연구문제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관계품질에 미치  2. 

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모바일 패션 쇼핑의 관계품질이 충성도에   3.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자료수집�2.�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30

년 월 일 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문 온라인 2016 10 17 -20 . 

리서치 기관 을 통해 전국적으(http://www.embrain.com)

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패, 

션 제품 의류 잡화 액세서리( , , )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

자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연316 . 

령은 대가 명 대가 명 이었으20 157 (49.7%), 30 159 (50.3%)

며 남성이 명 여성이 명 이었다, 156 (49.4%), 160 (50.6%) . 

직업으로는 사무직 학생(N=152, 48.1%), (N=72, 22.8%), 

전문직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N=38, 12.0%) ,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200 300 (N=105, 33.2%), 100～

이상 만원 미만 과 만원 미만200 (N=62, 19.6%) 100～

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학력수준은 년제 (N=48, 15.2%) . , 4

대학교 졸업 대학 재학 의 (N=193, 61.1%), (N=66, 20.9%)

순이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부산 대. (N=111, 37.0%), , 

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 등, , , , (N=76, 24.1%) 

으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도시 거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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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Model�
�

측정도구�및� 자료분석3.�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모바일 패션 쇼핑 행동 현황 모바일 패션쇼핑 , 

특성 관계품질 충성도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을 조사하기 , , .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 

은 ‘스마트폰으로 패션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 으로 정의하였다’ . 

먼저 모바일 쇼핑으로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과 관련된 

개의 문항을 명명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바일 패션 쇼10 . 

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도구는 Kim and 

의 연구를 근거로 Shin(2016), Chae(2016), Hong(2013)

보안성 개인화 편재성 유형성 등의 차원에 해당되는 , , , 18

개의 문항을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관계품질의 7 . 

구성 변수인 만족 신뢰 몰입은 , , De Wulf et al.(2001), 

등의 연구에서 사용Crosby et al.(1990), Hwang(2011) 

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개의 문항11․
을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충성도는 추천의도 재7 . , 

구매의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총 개의 문항을 점 리커4 7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 

위해 개 문항이 사용되었다6 .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과 관계품질 충성도의 구체적 차  , 

원을 밝히기 위해 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SPSS 21.0

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AMOS 23.0 . 

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추출된 변수들의 인과관

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및�논의IV.�

모바일�패션�쇼핑의�현황�1.�

패션제품과 관련한 모바일 쇼핑 행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

과는 과 같다 응답자들은 스마트 폰을 통신 메신Table 1 . , 

저 뿐 아니라 쇼핑 인터넷 정보탐색 게임 뱅킹 등 다양, , , 

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쇼핑 품목으로는 의류 화장, , 

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였으며 그 외 식품 서적 및 문구, , 

패션잡화 등의 구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년 동안 모바일 쇼핑으로 패션제품을 구매한 횟  1

수는 회 이상을 응답한 사람이 로 가장 많았고 11 56.6%

그 다음이 회 로 나타났다 모바일 패션 쇼핑의 3-4 (14.6%) . 

경로는 대부분이 온오프라인의 쇼핑몰 앱을 통해서 구매․
하였으며 다운로드한 쇼핑몰 앱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앱, 

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다운로드한 (82.6%) , 

앱의 개수는 개 개 정도의 순으로 1-3 (49.7%), 4-6 (34.5%) 

나타났다 포털 사이트 내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 

경우에는 대부분 네이버 를 이용하였다 모바일 쇼(87.3%) . 

핑시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모바일전용 결제(72.5%), 

시스템 등의 순으로 많이 하였다 모바일 패션제(11.2%) . 

품 쇼핑의 회 평균 금액은 만 만원 미만 만1 2 -4 (38.9%), 4

만원 미만 만 만원 미만 등의 순으-6 (25.9%), 6 -8 (16.1%) 

로 나타났으며 회 평균 패션제품 쇼핑시간은 분 분 , 1 15 -30

미만 분 분 미만 분 분 미만(39.2%), 30 -45 (25.6%), 45 -60

순이었다(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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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pondents'� Mobile� Fashion� Shopping� Behavi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316)

� Items Frequency(%)

Mobile experience

(Multiple response item)

Text messenger   

video/music enjoying

Internet searching

Mobile banking

Mobile game

Mobile shopping

314

310

313

296

294

316

Mobile shopping item

(Multiple response item)

Clothing

Shoes, Bag, Accessory

Cosmetics

Travel/Reservation services

Home appliances

kitchen supplies 

Food

Book/record/stationary

Etc.

305 

211

255

161

155

143

231

228

  3

 Mobile fashion shopping Frequency

1-2 times

3-4 times

5-6 times

7-8 times

9-10 times

More than 11 times 

 25( 7.9)

 46(14.6)

 30( 9.5)

 25( 7.9)

 11( 3.5)

179(56.6)

 Mobile fashion shopping channel
On Off Shopping mall app․
Shopping mall in portal site

230(72.8)

 86(27.2)

Downloaded app type for mobile 

fashion shopping

Department store app

Fashion brand app 

Internet shopping mall app

TV home shopping app 

 23( 7.3)

 17( 5.4)

261(82.6)

 15( 4.7)

Number of Downloaded mobile fashion 

shopping app

1-3

4-6

7-9

10-12

More than 13

157(49.7)

109(34.5)

 31( 9.8)

  8( 2.5)

 11( 3.5)

Portal site for mobile fashion shopping

Daum

Naver

Google

Nate

Etc.

 27( 8.5)

276(87.3)

  8( 2.5)

  3( 0.9)

  2( 0.6)

Payment methods of mobile fashion 

shopping 

Cash/ Bank transfer 

Credit card

Small payment via cell phone 

Gift card/Earn points

Mobile payment system 

 31( 9.8)

229(72.5)

 20( 6.5)

  1( 0.3)

 35(11.1)

Average purchase amounts of mobile 

fashion shopping 

Less than 20,000 won

20,000 - less than 40,000 won

40,000 - less than60,000 won

60,000 - less than80,000 won

80,000 - less than100,000 won

More than 100,000 won

 19( 6.0)

123(38.9)

 82(25.9)

 51(16.1)

 26( 8.2)

 15( 4.7)

Average time for mobile fashion 

shopping 

15 minutes

15 - less than 30 minutes

30 - less than 45 minutes

45 - less than 60 minutes

More than 60 minutes

 26( 8.2)

124(39.2)

 81(25.6)

 45(14.2)

 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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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패션� 쇼핑� 특성과� 관계품질2.� �

측정변수들의 차원 1) 

측정 변수인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 관계품질 충성도 등, , 

의 구성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회(Varimax 

전 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 . 

패션 속성은 편재성 개인화 유(Ubiquity), (Personalization) 

형성 보안성 등의 네 개 요인으로 (Tangibility), (Security) 

분류되었으며 고객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신, 

뢰 만족 몰입 충성도(Trust), (Satisfaction), (Commitment), 

등의 차원을 추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Loyalty) . 

를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그 차원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와 같다Table 2 ( ²=138.208, df=56, p=.000; χ

²/df=2.468; NFI=.931; CFI=.957; RMSEA =.06). χ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2) 

측정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와 같이 추출된 요인들을 구성하는 모, Table 2

든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에서 까지였으며 모.691 .939 , 

든 항목이 대응하는 요인에 유의하게 적(t-value > 1.96)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는 이상 . , .756 

이하 이고 분산추출지수는 이상 이하로 나.933 , .509 .863 

타나 구성개념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평균분산추

출지수와 결정계수 의 값을 비교한 결과( 2) , φ 과 Table 3

같이 모든 구성 개념간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φ
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각 구성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

이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 ²=424.887 χ

(df=200, p=.000; ²/df= 2.124), NFI=.920, CFI=.955, χ

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구조RMSEA =.060 .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연구 모형의 검증3) 

모바일 패션쇼핑 속성이 관계품질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와 같다 제시된 구조모형의 Table 4, Figure 2 . 

적합도는 ²=575.867(df=209, p=.000; ²/df=2.755), χ χ

로 수용가능한 모형적NFI=.891, CFI=.927, RMSEA=.075

합도를 나타내었다. 

인과 모형의 총 개의 경로 중 개의 경로가 통계적  13 11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 , 

객 만족에는 편재성 개인화( =.370, p<.001), ( =.365, β β

유형성 보안성p<.001), ( =.187, p<.05), ( =.173, p<.05)β β

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신뢰에는 보안성. (β

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548, p<.001) , 

으로는 유형성 과 편재성( =.249, p<.05) ( =.203, p<.05)β β

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화는 , 

신뢰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를 보면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중에서 편재성 유형성, , , 

보안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모바일 패션 . 

쇼핑의 개인화는 모바일 패션 쇼핑의 만족도를 증가시키

지만 신뢰 구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거래 의도와 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을 연구한 

의 결과를 지지하였다Lee(2005) .

고객 만족은 몰입 과 충성도  ( =.663, p<.001) ( =.730, β β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신뢰는 몰입p<.001) . 

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209, p<.01)β

타났으나 충성도에 대한 직접 영향은 없었다 몰입은 충, . 

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 =.226, p<.001)β

나타났다 즉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만족과 몰입이 높. , 

아질수록 고객 충성도는 높아졌으며 신뢰도 형성 이후 몰, 

입까지 형성된 경우에만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 연구에서 만족과 Ulga and Eggert(2004)

몰입이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신뢰는 행동에 대, 

한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결론�.�Ⅴ

본 연구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고객 관계 구축을 위

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모바일 패션 쇼

핑 특성과 관계품질 충성도에 이르는 인과모형을 구성하, 

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20-30 ,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패션제품의 모바일 쇼핑 현황을 조사하였다 모바  , . 

일 쇼핑의 품목으로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골고루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의류제품 구매, 

가 가장 많았으며 패션 제품의 쇼핑 빈도는 일년에 번 , 11

이상 구매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모바일 패션 

쇼핑 행동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일 패션 쇼핑의 경로는 단독 쇼핑몰 보다는 온오프라․
인 쇼핑몰 앱을 통한 구매가 훨씬 더 많았으며 다운로드, 

한 앱 유형도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앱이었고 앱의 개수, 

는 개 개의 순이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1-3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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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ment� Model� Testing� Results�

Constructs Measurement� Items� SFLa SE t-value
Construct�
reliability

AVEb

Tangibility

Icons or screen designs are visually 

appropriate in mobile fashion shopping
.715 - -

.756 .509
Shopping process is simple and 

well-defined 
.733 .099 11.274

Essential product informations are 

provided well
.691 .097 10.738

Security

Mobile commerce will be safe from 

hacking
.805 - -

.876 .639

Mobile payment system is safe .773 .061 14.753

Secret of my transaction will be keep in 

mobile commerce
.821 .059 15.912

My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exposed in mobile commerce
.799 .060 15.380

Ubiquity

I can use mobile shopping any times .797 - -

.890 .729
Mobile shopping can be accessed at any 

time you need
.833 .082 12.071

At any time, mobile shopping allows me 

to order what I want
.927 .108 9.410

Personal ization

Mobile shopping offers fashion goods 

that can meet my needs
.860 - -

.821 .606

Mobile shopping offers fashion ads and 

promotions that I am usually interested in
.766 .061 14.906

You can browse information about price 

or promotions that are right for you in 

mobile shopping

.701 .058 13.327

Satisfaction

Mobile shopping meets my expectations .884 - -

.786 .762
I’m satisfied with the mobile fashion 

shopping
.854 .048 19.773

Commitment

I am more attached to mobile fashion 

shopping than other types of shopping.
.799 - -

.841 .726

I have intimacy with mobile shopping .902 .063 16.840

Trust

I can trust the services provided by 

mobile shopping
.838 - -

.950 .863I have faith in mobile transactions .913 .053 20.835

Mobile shopping gives me confidence .866 .057 19.203

Loyalty

I will recommend mobile fashion 

shopping to others
.939 - -

.933 .781
I will buy more fashion products for 

mobile shopping
.930 .054 18.791

I will be willing to use mobile shopping 

when I need fashion products
.917 .054 18.370

a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he first item for each construct was set to 1.
b Average extracted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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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nd� φ2of� the� Construct

Constructs 1 2 3 4 5 6 7 8

1. Tangibility 0.51   0.27 0.38 0.48 0.47 0.50 0.50 0.42 

2. Security 0.52   0.64   0.06 0.27 0.53 0.28 0.30 0.10 

3. Ubiquity 0.61   0.24   0.73   0.32 0.21 0.30 0.31 0.39 

4. Personalization 0.69   0.52   0.57   0.61   0.38 0.54 0.48 0.56 

5. Trust 0.69   0.73   0.46   0.62   0.76   0.49 0.64 0.43 

6. Commitment 0.70   0.53   0.55   0.74   0.70   0.73   0.58 0.59 

7. Satisfaction 0.71   0.54   0.55   0.69   0.80   0.76   0.78   0.67 

8. Loyalty 0.65   0.32   0.62   0.75   0.66   0.77   0.82   0.86   

The diagonal numbers represent the AVE where the lower diagonal area represents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constructs, and the upper area represents φ2.

Table� 4.�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Model� Testing

Paths Estimate C.R.

Tangibility Satisfaction→ .187* 2.924

Security Satisfaction→ .173* 2.025

Ubiquity Satisfaction→ .370*** 4.626

Personalization Satisfaction→ .365*** 5.148

Tangibility Trust→ .249** 2.552

Security Trust→ .548*** 8.162

Ubiquity Trust→ .203* 2.527

Personalization Trust→ .073 1.021

Satisfaction Commitment→ .663*** 8.424

Satisfaction Loyalty→ .730*** 8.733

Trust Commitment→ .209** 3.016

Trust Loyalty→ -.071 -1.364

Commitment Loyalty→ .226** 3.093

***p<.001, **p<.01, *p<.05

²=575.867(df=209, p=.000; ²/df=2.755), NFI=.891, CFI=.922, RMSEA=.075χ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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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네이버가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온오프. ․
라인 쇼핑몰은 옴니채널의 관점에서 모바일 유통을 체계

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제시스템으로는 신용. 

카드가 가장 많았으나 모바일 전용 결제시스템도 증가하, 

고 있다 최근 카드사별 유통업체별 다양한 모바일 전용 . , 

페이가 개발되고 있으며 편의성과 함께 각종 혜택이 제공

되면서 그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패션 쇼핑의 . 

회 평균 금액은 만 만원이 가장 많았으나 그 이상의 1 2 4～

금액 지출도 상당히 많았다 쇼핑 시간은 평균 분에서 . 15

분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30 ,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모바일 . 

쇼핑으로 비교적 저렴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므로 보다 이용이 편리한 

모바일 쇼핑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은 관계품질을 구성하는 만  , 

족과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 

만족에는 개인화 편재성 유형성 보안성의 순으로 모든 , , , 

차원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에는 보안성 유형, , 

성 편재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화의 영향은 , , 

유의하지 않았다.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 별로 살펴보면 유형성은 고객 만  , 

족과 신뢰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유형성은 모바일 패션 . 

쇼핑을 위한 스크린의 시각적 디자인 쇼핑 절차 제품 정, , 

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물리적 차원의 속성을 말한다 유. 

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모바일 쇼핑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높아졌으며 특히 신뢰에 대한 영향이 더 , 

크게 나타났다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 PC 

기반의 온라인 쇼핑은 상품 정보의 구현이 잘 되어있고, 

상품 정보를 충분이 얻을 수 있으며 더 안전한 쇼핑 플랫, 

폼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모바일 쇼핑은 접근성이 좋, 

고 결제 기능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우위를 나타낸다, 

다른 특성에 비해 유형성의 측면이 (DMC media, 2016). 

기반의 온라인 쇼핑이 비교 우위 평가를 받는 것으로 PC 

보인다 앞선 결과에서 소비자들은 모바일 쇼핑으로 비교. 

적 저렴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정보의 구

현과 시각적 소구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 

모바일 패션 쇼핑의 만족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있어

야 할 것이다.   

보안성은 고객 만족과 신뢰에 각각 영향을 미쳤으며 특  , 

히 신뢰 구축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 쇼핑은 . 

거래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게 지

각되며 구매의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이다

의 결과에서도 모바일 쇼(Kang, 2005). Kim et al.(2013)

핑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보안성이 쇼핑의도에 가장 크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안성. 

의 강화는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바일 쇼핑 경

험이 없는 잠재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

록 하며 지속적 관계유지를 위한 신뢰 구축에도 핵심적 ,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편재성은 고객 만족과 신뢰에 대한 영향이 모두 나타났  

다 즉 편재성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모바일 . , 

Figure� 2.�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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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쇼핑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높아졌다. Kim et 

의 연구에서 모바일 쇼핑경험이 있는 집단의 재al.(2013)

구매 의도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편재성은 고. 

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상황에서 패션제품의 쇼핑

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 쇼핑보다 

더 상황에 유연하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만의 가장 차별화

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용 단말 기기의 첨단 기능 . 

강화와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모바일 쇼

핑의 편재적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나 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들에게 모바일 패션 쇼핑의 차별화된 혜택이나 즐거움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화는 만족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  

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 결과에서 . Chae(2016)

개인화는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에 모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략이라 하였으나 장기적 고객 관계

의 차원인 신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 

개인화 속성이 모바일 상거래에서 개인의 거래 정보를 토

대로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화된 정보와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보안성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및 결제 . 

서비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조하여 모바일 

쇼핑의 이용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쇼핑 정보와 혜

택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쇼핑의 유용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바일 패션 쇼핑의 고객 충성도에는 만족과 몰입  , 

의 직접적 영향이 있었으나 신뢰는 몰입을 통한 간접 영

향만이 나타났다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만족은 몰입을 . 

높이면서 고객충성도를 높였으며 직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신뢰는 몰입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고객충성에 영향을 미

쳤으며 이는 여러 연구에서 , 신뢰가 몰입을 거쳐 고객 충

성이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다(De Wulf & 모 Odekerken-Schr der, 2003). ö 바일 거

래는 비교적 최신의 유통채널이면서 이용 과정의 안전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객 관계에서는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 

중요하므로 이러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바일 패션 , 

쇼핑의 서비스품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품질 요인 중 몰입은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 즉 모바일 거래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높을수. 

록 몰입이 높아지며 이어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몰입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애착심과 정서적 유. 

대감을 말하는 것으로 관계의 시작과 함께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가 진행되고 발전하면서 형성되는 요인이면서

고객 충성도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Suh & Rho, 2015), 

주는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의 성인 남녀의 모바일 패션 쇼핑   20-30

행동을 중심으로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과 고객관계 충성, 

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나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 연, 

령층이 확대되고 대 이상의 모바일 쇼핑 인구가 증가하40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 연령층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시킨다면 모바일 패션 쇼핑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인. 

의 인구통계적 요소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모바일 패

션 쇼핑 행동을 파악한다면 모바일 쇼핑의 고객의 시장세

분화와 개인화 전략에 관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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