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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s among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njoyment, and purchase intention as well as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ease of use in

mobile fashion shopping. A final sample of 379 (from the distributed questionnaires)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analyses used for the study were PASW 18.0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items and

AMOS 16.0 to conduc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oth measurement models and structural models showed an acceptable model fit. Three constructs

of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usefulness, percei-

ved enjoyment, and ease of use. In addition, ease of use influenced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

joymen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attitude and attitude infl-

uenced purchase intention positively. Finally,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ease of use on the relationship

of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The findings pro-

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ashion marketers to build effective mobile fashion shopping strategies.

Key words: Mobile fashion shopping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njoyment, Ease of

use, Purchase intention;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사용용이성,

구매의도

I. 서 론

오늘날 휴대폰뿐만 아니라 손안의 PC로 불리는 태블

릿 PC의 등장과 여러 가지 유형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모바일로 쇼핑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은 점점 넓

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 패션 업체들의 애플리

케이션과 모바일 사이트 개발 및 결재방식의 다양화와

안전성의 제고로 모바일 패션 쇼핑 시장은 날로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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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패션 쇼핑은 기존의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으

로 크게 확산되어 인터넷 구매, 교환, 환불은 더 이상 어

려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며, E-커머스(e-commerce)

에서 M-커머스(m-commerce)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

고 있는 추세이다(“해외 모바일 [The status]”, 2010).

이처럼 모바일 쇼핑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가속

화되어 2014년 모바일 쇼핑 이용자는 1100만 명을 넘어

섰으며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제는 모바일 [The tide]”, 2014). 대한상공회

의소 자료에 따르면(“모바일쇼핑 [The survey]”, 2013),

모바일 쇼핑 구매경험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의류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패션 기업들은 종합 온라

인 몰의 모바일 쇼핑 입점과 자체 모바일 관련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거나 모바일 쇼핑을 연계한 판매망을 구

축하고 있어 모바일을 통한 패션 쇼핑이 패션 기업에게

영향력 있는 유통 채널로서 부상하고 있다. 삼성에버랜

드 패션 부분에서는 2012년 이후 온라인 쇼핑몰의 모바

일 쇼핑 비중이 20%로 늘어났으며, 성주디앤디의 ‘MCM’,

발렌타인의 ‘러브캣’ 등은 모바일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몰을 연동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모바일 쇼핑 [Emer-

ging]”, 2013).

이에 편승하듯 모바일 쇼핑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의 태도와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들에서 모바일 쇼핑 동기, 모바일 커머스, 애플리케이션

수용, 기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

vice)를 활용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2009;

Lee & Kim, 2013; Lee, 2014), 모바일로 구현된 상품 정

보 제시, 모바일 쇼핑 시 제공되는 기능과 사용경험 등

이 모바일 쇼핑의 소비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oi, 2011; Shin & Kim, 2013). 모바

일 쇼핑이 모바일과 스마트기기의 여러 기술적인 측면

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는데, 기술수용모델의 주요 변인인 지각된 유

용성과 사용용이성은 인터넷 의류 쇼핑 분야에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Lee, 2012; Na & Hong, 2008), 모바일 패션

쇼핑 분야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앱 속성, 유행

선도력과 패션 관여도 같은 패션 관련 변인들이 외부변

수로 포함되어 변수 간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Choi, 2009; Kim, 2009; Na & Jeong,

2013; Sung, 2013).

패션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쇼핑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쇼핑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만족감을 주

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Shim et al., 2008),

모바일 환경에서도 쇼핑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외에 지각된 즐

거움을 기술수용모델의 변인으로 포함시켜 태도와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확장된 기술

수용모델을 적용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 환경에서의 특

성을 외부변수로 설정하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

거움, 사용용이성을 포함하여 각 변인 간 연관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용용이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모바일 패션 쇼핑 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사용증가를 위해서는 그

사용의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모바

일 기술이 이용하기 쉬울수록 모바일 패션 쇼핑이 더

유용하다고 지각하게 되고, 모바일 사용이 용이할수록

모바일 패션 쇼핑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모바일 패션

쇼핑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작용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에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패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

움, 사용용이성,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모바

일 패션 쇼핑 특성,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

용용이성의 관계에서 사용용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패션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여 기업의 모바일 패션 마케팅 전략 구축에 도움

을 주고, 모바일 패션 쇼핑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통해

모바일 패션 소비자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은 사회심리학 분야의 합리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기

술의 사용의도와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

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개념을 도입하여 정

보기술 사용자의 행위를 설명하였다(Davis, 1989). Da-

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사용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이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태도와 사용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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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사용의도가 결국 실제 행동을 예측하게 만

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기술수용모델은 국내외 연구

들을 통해 실증된 바 있으며, Davis et al.(1992)는 초기

기술수용모델에 지각된 즐거움을 포함시켜 사용용이성

과 지각된 용이성 간의 연관성을 밝혀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Choi, 2009; Igbaria et al., 1996; Teo et al., 1999). 이는

IT 분야 외 여러 분야에서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 변수에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되어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Expa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로 발전

하였다(Lee, 2012; Lee et al., 2011; Na & Jeong, 2013).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의 연구에서는 외부변수로 주관

적 규범, 개인 특성요인, 패션과 관련된 유행선도력, 유

행관여, 패션 혁신성 등이 포함되어, 외부변수와 기술수

용모델의 핵심변수인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태도

와 사용의도 사이에서 관계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Venkatesh and Davis(2000)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고 언급하였으며,

개인 특성요인 중에서 Agarwal and Karahanna(2000)는

기술혁신성이 새로운 기술사용에 있어 유용성과 사용용

이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Lee et al.(2011)는 자기

효능감에 따라 지각된 사용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차이

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Gillenson and Sherrell(2002)은

자기효능감 외에 컴퓨터 사용경험, 교육훈련, 제공되는

콘텐츠, 이용자 지원서비스,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등을

포함시켰다. 패션과 관련된 변인들의 연구에서 Lee(2012)

는 소비자 독특성 욕구, 의복관여, 패션혁신성의 외부변

수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

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 and

Hong(2008)은 인터넷 쇼핑에서 신뢰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은 인터넷 쇼핑몰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a and Jeong(2013)

은 모바일 패션 커머스의 수용태도에 유행선도력을 포

함시켰고, Choi(2009)는 모바일 쇼핑 특성을 포함하여

모바일 쇼핑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제

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서 외부변수와 기술수용모델의 각각의 변인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을 외부변수로 선정하고

사용용이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요인을 포

함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각 변수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모바일 쇼핑은 스마트폰, PDA 및 태블릿 PC 단말기

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Choi, 2009), 모바일 쇼핑의 특성은 기존 인

터넷 쇼핑의 특성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

며, 인터넷과 달리 사용하는 장소, 시간, 사용맥락에 있

어 제약이 덜 한 것이 특징이다(Lee & Choi, 2011). 스마

트폰으로 SNS를 이용한 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은 SNS

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정보

공유활동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바일 쇼핑

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했다(“스마트폰 [One of three]”,

2013). 소셜성은 모바일을 이용하여 제품 및 제품 관련

정보, 사용후기 등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행위

를 말하며(Yoon & Lee, 2010), 소비자들은 실시간 소통

으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SNS 상에서

공유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에서의 즉각적인 정보공유

를 가능케 하는 소셜성 이외에 탐색성은 모바일 쇼핑의

중요한 특성이다. 탐색성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관심이 있는 제품의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를 말하며

(Shim et al., 2008),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

의 핵심적인 특성이다(Yoon & Choo, 2011). 모바일 쇼

핑의 편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탐색활동은 인터넷

쇼핑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상품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Lee, 2012), 스마

트폰 이용자 중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검색한 경험자는

전체 이용자의 67.3%로 나타났으며, SNS을 이용한 경

험자의 55.9%는 SNS를 이용하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빠

르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스마트폰 [One of three]”,

2013). 또한 인터넷 쇼핑이 보다 시각적 및 조작적으로

용이하긴 하지만 모바일 쇼핑에서는 모바일 전용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개인화가 가능하다(Lee & Lee, 2013).

Müller-Veerse(1999)는 모바일 쇼핑의 특성이 위치확인

성, 즉시연결성, 개인화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개인화는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화된

제품,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Ko et al., 2009),

모바일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앱을 구매 및 다운받아

이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제품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Yoon & Choo, 2011), 개인화는 모바일 쇼핑에서

부각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편재성과 접근

가능성을 바탕으로 모바일 상품 구매품목에서 의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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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모바

일 쇼핑의 주요 특성들은 모바일 패션 제품의 쇼핑 특

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Kim and Hwang(2013)

은 휴대폰을 통해 자유롭게 패션 상품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모바일의 주요 혜택이라고 하여 모바일

의 탐색성을 주요 특성으로 부각하였으며, Lee and Lee

(2013)은 모바일 패션 쇼핑 시 이용하는 패션 앱을 통한

정보검색과 공유가 패션 앱 사용의 즐거움을 유발한다

고 제시하여 소셜성의 관련성을 언급하였으며, Na and

Jeong(2013)는 패션 소비자의 모바일 상거래 특성의 편

재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Lee(2007)의 연구에서 개인화, 즉시접속성 등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ng

(2013)은 개인화와 가시성이 패션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Sung(2013)은 패션 앱의 서비

스 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모바일 쇼핑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여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

핑에서 개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을 소셜성, 탐색성, 개인화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TAM 모형을 기반으로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을 외부변수로 두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즐거움, 사용용이성, 태도와 구매의도 사이에서 각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용용이

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 매개변

수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여 사용용이성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 확장된 TAM 모형과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모바일을 통한 패션 쇼핑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탐색이 가능하여 모바일 쇼핑을 유용하다고 지각할 수

있게 해주며, 실시간으로 가능한 탐색활동은 즐거움 또

한 느낄 수 있게 해준다(Baek et al., 2012). 그리고 SNS

를 통한 쇼핑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공유와 반응은 패

션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재미를 높이

고 정보공유를 통해 모바일 쇼핑이 유용하다고 지각할

수 있게 해준다(Lee, 2014). 더불어 개인의 필요와 취향

에 맞춘 모바일의 개인화 서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실용적 혜택을 선사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줄 수 있

다(Sung, 2013). 따라서 모바일 패션 쇼핑에서 탐색성,

소셜성, 개인화 특성은 모바일 쇼핑의 유용성 지각과

즐거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소셜성, 탐색성, 개

인화)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소셜성, 탐색성, 개

인화)은 지각된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바일 패션 쇼핑인 소셜성, 탐색성, 개인화는 모바

일 쇼핑의 사용용이성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바일 쇼핑이 실시간으로 탐색이 가능하고, 쇼핑 경

험에 대한 즉각적인 공유와 반응을 느낄 수 있고, 개인

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부여된다면 모바일 사용자들은 모

바일 쇼핑의 사용을 쉽다고 지각할 수 있다. Wu et al.

(2004)는 모바일 쇼핑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매

력적인 상품을 제공하면 모바일 사용용이성을 증대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패션 쇼핑이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아래

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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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소셜성, 탐색성, 개인

화)은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용용이성

사용용이성(ease of use)이란 특정한 시스템 사용이

개인이 업무를 손쉽게 습득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

를 의미한다(Davis, 1989). Davis(1989)는 초기 기술수용

모델에서 사용용이성이 시스템 사용에 있어 지각된 유

용성의 선행변인이 됨을 제시하였고, 특정 기술에 대한

용이성이 높아지면 그 기술을 사용하려는 행위의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Davis et al.(1992)는 기술

수용모델에 지각된 즐거움을 포함하여 기술사용의 쾌

락적인 면을 부각시켰으며 지각된 즐거움과 사용용이성

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지각된 즐거움을 수용의도의 요

인으로 포함시켰다. 후속연구에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의 사회적 영향변수들과 더불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는데(Lee, 2012; Lee et al., 2011), 확장된 기

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Lee(2012)의 연구와 모바일 쇼핑의 Choi(2009)의 연구

에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적인 요인을 추가한 연구에서는

사용용이성이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1). 이들 연구들은 사용자가

기술에 대한 사용이 쉽다고 여기면 유용성에 대한 지각

이 높아지고 손쉬운 이용은 소비자에게 흥미를 주어 이

용에 대한 즐거움을 증가시킨다고 논의하였다. Wang et

al.(2006)은 사용용이성이 높을수록 모바일 서비스에 대

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밝혔고, Choi(2004)는 사용용이성

이 모바일 상거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언급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사용용이성이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 변인

간 매개역할을 논의하였는데(Venkatesh & Davis, 2000),

Lee et al.(2011)는 사용용이성이 개인 특성변수와 지각

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 사이를 매개하여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Lee(2012)는 사용

용이성이 개인 특성변수인 소비자 독특성 욕구,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패션 제품 구매의도 사이를 매개한다고 언

급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패션 쇼핑의 이용증가를 위해

서는 소비자들에게 사용용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

겨진다. 간편하고 신속한 모바일 이용을 통한 패션 제품

탐색과 공유는 소비자가 모바일 패션 쇼핑을 더욱 유용

하다고 지각하게 만들고, 모바일 패션 쇼핑 자체에 대

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모

바일 사용의 용이함이 모바일 패션 쇼핑 시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을 외부변수로,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사용용이성을 포함한 확

장된 TAM을 접목하여 사용용이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 매개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6: 사용용이성은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소셜

성, 탐색성, 개인화)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즐거움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4.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란 특정 시스템

사용이 개인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

도이며(Davis, 1989), 지각된 즐거움(perceived enjoym-

ent)은 기술을 사용하면서 예상되는 실행의 결과를 벗어

나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

하여 초기 기술수용모델에 포함되었다(Davis et al., 1992).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은 기술수용의 태도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서(Igbaria et al.,

1996; Teo et al., 1999), Van der Heijden(2004)는 지각된

즐거움이 쾌락적 정보시스템의 수용의도에 강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밝혔으며, Ha and Stoel(2009)는 인터

넷 쇼핑 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긍정적인

쇼핑 태도를 갖게 한다고 논의하였으며, Na and Jeong

(2013)과 Sung(2013)은 패션 제품 구매의 모바일 수용태

도에 지각된 유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Choi

(2009)는 유용성과 즐거움이 모바일 쇼핑 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연구들을 통해 패션소

비자가 모바일 쇼핑을 통해 원하는 제품 구매가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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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각하고 모바일 쇼핑 시 느끼는 즐거움이 모바일

패션 쇼핑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패션 제품의 모바일 쇼핑 시 지각하는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이 모바일 쇼핑에 대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태도 및 구매의도

태도(attitude)란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

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경향을 말

하며(Park et al., 2007), Engel et al.(1995)는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가 제품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행동

화되는 주관적 가능성이라 정의하였다. 태도는 소비자

의 구매의도를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선행변인으로 논

의되고 있으며, Davis et al.(1992)는 기술수용모델에서

태도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술이용에 대

한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Kang

and Jin(2010)는 브랜드나 제품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록 구매의도가 증가한다고 밝혔고, Na et al.(2008)는

패션 상품의 인터넷 쇼핑 시 태도가 구매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Sung(2013)은 모바일 패션

쇼핑 태도가 모바일 패션 사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

용하여 패션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탐색을 한 경험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40대 남녀를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

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시 전문 리서치

업체를 선정하여 가입된 패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9~10월에 실시하였으며, 온라

인을 통해 회수된 200부와 오프라인에서 회수된 184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79부를 선택하여 총 379부

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379명의 인

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46.7%, 30대

가 36.1%, 40대가 17.2%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 56.2%, 남성 43.8%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거주

지는 서울 48.3%, 경기도 26.6%, 인천 25.1% 순으로 나

타났으며, 직업은 회사직원이 28.8%, 학생 27.4%, 전문

직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

이 69.9%, 대학교 재학이 16.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 특

성,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용용이성, 태도,

구매의도,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측정문항은 선행연구의 문항

들에서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

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모바일 패션 쇼

핑 특성의 측정문항은 Ko et al.(2009), Shim et al.(2008)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1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사용용이성에 대한 문항은 Na and Hong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4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모바일 쇼핑으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데 익숙한지, 자신이 원하는 패션상품을 찾기

쉬운지 등 모바일 쇼핑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것으로 구

성하였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관한 문항

은 Hong and Na(2007), Na et al.(2008)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

은 상품 정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받거나 패션 상품

을 실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5문

항으로 구성하였고, 지각된 즐거움은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 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관한 것으로 5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태도의 측정문항은 Na et al.(2008)

의 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매의도

는 Hong et al.(2009), Na et al.(2008)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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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그리고 AMOS 1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구성개념(Construct) 간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

증을 하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χ
2
=427.265(df=224, p=.000), GFI=0.914, AGFI=0.885,

CFI=0.964, RMR=0.033, RMSEA=0.049로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Hair et al., 2006).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부하량(Fac-

tor Loading)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살펴보았

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0.7 이상(t-value>1.965,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AVE와 CR 값을 계산한 결과 AVE 값은 각각

0.5 이상, CR 값은 0.7 이상을 충족시켜 각 측정변수들은

집중타당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Hair et al., 2006). 측

정문항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분석

을 실시한 결과, 모두 0.8 이상으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만족시켰다.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Dis-

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 and Larcker

(1981)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각 잠재변수의 AVE 값과

각각의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값을 비교하였다.

<Table 2>는 각 변수의 상관계수 제곱 값과 AVE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변수의 AVE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ment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α

Sociality

Mobile users instantly share a problem that they had

before buying through a mobile phone.
.779 -

.67 .90 .854

Mobile users instantly share a personal experience

about products through a mobile phone.
.856 16.411***

Mobile user instantly share a complaint and opin-

ion about a mobile shopping mall through a mobile

phone.

.812 15.818***

Personalization

Mobile shopping mall provides a recommendation

based on customers' needs about fashion products.
.778 -

.58 .85 .807
Mobile shopping mall provides a fashion advertise-

ment and promotion personalized by customers.
.772 13.537***

It is possible to order fashion products personalized

by customers through a mobile shopping mall.
.742 13.172***

Search

ability

Mobile shopping provides a price search and fash-

ion product design.
.804 -

.63 .88 .820
Mobile shopping provides a fashion trend search and

coordination with new products.
.910 17.125***

Mobile shopping mall provides a promotions search,

PR, and fashion product events.
.647 12.894***

Ease of use

It is easy to get used to buy buying fashion products

from a mobile shopping mall.
.720 -

.60 .86 .813

It is easy to find fashion products that I want from

a mobile shopping mall.
.794 13.946***

It is easy for me to buy fashion products from a mo-

bile shopping mall because it provides various servi-

ces such as FAQ, community and asking of email.

.805 14.10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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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

tural equation method)을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550.068(df=

258, p=.000), GFI=0.893, AGFI=0.865, CFI=0.950, RMR

=0.042, RMSEA=0.055로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

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는 <Table

Table 1. Continued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α

Perceived

enjoyment

I access mobile fashion shopping despite my intent. .777 -

.73 .90 .870

Mobile fashion shopping is enjoyable regardless of

buying fashion products.
.886 18.766***

I have fun and pleasure during mobile fashion sho-

pping.
.901 19.079***

Perceived

usefulness

I would able to find fashion products with less ef-

fort using mobile fashion shopping.
.778 -

.63 .88 .830

Mobile fashion shopping provides important and val-

uable information about fashion products.
.847 16.656***

I would able to buy fashion products in a practical

way by mobile shopping because of detailed pro-

duct information.

.746 14.625***

Attitude

I prefer mobile fashion shopping. .835 -

.84 .91 .888

Buying fashion products by mobile phone is good

for me.
.869 20.407***

Using a mobile phone to buy fashion products is a

wise idea.
.815 18.608***

Purchase

intention

I intend to recommend a mobile shopping mall that

I have bought fashion products from to others.
.854 -

.71 .90 .874
I intend to put time into using mobile shopping mall

in order to buy fashion products.
.813 18.686***

I intend to buy fashion products from a mobile shop-

ping mall in the future.
.852 19.972***

***p<.001

Table 2. The squared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VE of constructs

Sociality Personalization
Search

ability

Ease

of use

Perceived

enjoyment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Purchase

intention

Sociality 0.670
a

Personalization 0.177
b

0.580

Search ability 0.257 0.163 0.630

Ease of use 0.266 0.275 0.090 0.600

Perceived enjoyment 0.152 0.155 0.228 0.440 0.730

Perceived usefulness 0.261 0.332 0.240 0.482 0.498 0.630

Attitude 0.147 0.219 0.109 0.552 0.612 0.557 0.840

Purchase intention 0.206 0.186 0.199 0.419 0.489 0.487 0.637 0.710

a: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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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Fig. 2>와 같다. 가설 1-1은 모바일 패션 쇼핑 특

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탐

색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 경로계수는 0.234(t=4.244, p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개인화와 지각된 유용

성 간 경로계수는 0.168(t=2.815, p<.01)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하지만 소셜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 경로계수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모

바일을 통한 실시간 탐색은 모바일 쇼핑을 유용하게 지

각하게 한다는 Baek et al.(2012)의 결과를 지지하였으

며, 개인화된 앱으로 모바일 쇼핑 시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논의한 Lee(2014)의 결과를 지지하여 개인

화가 모바일 패션 쇼핑의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2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지각된 즐거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소셜성과 지각된 즐거움

간의 경로계수는 −.130(t=−2.058, p<.05)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성과 지각된 즐거움 간

의 경로계수는 0.373(t=6.315, p<.001)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개인화와 지각된 즐거움 간의 경로계수

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

다. 위의 결과로 모바일 패션 쇼핑 시 발생한 불만사항,

주문처리 등 정보공유 위주의 SNS 활용은 쇼핑 시 느

Table 3. Hypothesis testing results

Hypothesis Path between variables Estimat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H1-1 Search ability → Perceived usefulness .244 .234 .057  4.244***

H1-1 Personalization → Perceived usefulness .185 .168 .066  2.815***

H1-2 Sociality → Perceived enjoyment −.146 −.130 .071  −2.058***

H1-2 Search ability → Perceived enjoyment .412 .373 .065  6.315***

 H2 Sociality → Ease of use .374 .389 .069  5.409***

 H2 Personalization → Ease of use .382 .384 .069  5.527***

 H3-1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665 .604 .080  8.280***

 H3-2 Ease of use → Perceived enjoyment .799 .684 .092  8.682***

 H4-1 Perceived usefulness → Attitude .453 .450 .056  8.093***

 H4-2 Perceived enjoyment → Attitude .476 .502 .053  9.030***

 H5 Attitude → Purchase intention .890 .826 .058  1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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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tructural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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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즐거움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반면에 상품이나

패션 트렌드, 서비스를 탐색하는 모바일 쇼핑 활동이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탐색으로 인한

즐거움은 탐색을 쇼핑의 과정으로 즐긴다는 결과를 지

지한다(Shim et al., 2008).

가설 2는 모바일 쇼핑 특성이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소셜성과 사용용이성 간 경로계수

는 0.389(t=5.40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개인

화와 사용용이성 간 경로계수는 0.384(t=5.527,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탐색성과 사용용이성 간 경로

계수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본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

지되었다. 위의 결과는 모바일 쇼핑 시 제공되는 개인

화 서비스 강화로 모바일 사용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

다고 언급한 Wu et al.(2004)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모

바일 패션 쇼핑 이용자들이 모바일 쇼핑의 경험공유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모바일 쇼핑이 개인화 특성을

부여한다고 인식할수록 모바일 패션 쇼핑 이용을 쉽게

생각한다고 여겨진다.

가설 3-1은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것으로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간의

경로계수는 0.604(t=8.280,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가설 3-2는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사용용이성과 지

각된 즐거움 간의 경로계수는 0.684(t=8.682,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사용용이성은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시 사용용이성이 지

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Lee(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에서도 모바일

이용의 용이성이 증가할수록 모바일 쇼핑을 실용적으

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용이성이 즐

거움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 Davis et al.(1992)의 연구

결과와 모바일 쇼핑 시 지각되는 즐거움은 사용용이성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Choi(2009)의 결과를 지지하였

다. 즉 모바일 패션 쇼핑 시 지각되는 유용성과 즐거움

증대에 있어 사용용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가설 4-1은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서,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 간의 경로계수는

0.450(t=8.093, 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지

지하였다. 가설 4-2는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지각된 즐거움과 태도 간의 경로

계수는 0.502(t=9.030,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을 지지하였다. 이는 모바일 패션 커머스의 수용태도

에 지각된 유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Na and

Jeong(2013)의 결과와 지각된 즐거움이 모바일 쇼핑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hoi(200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가설 5는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

으로,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0.826(t=15.268,

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태도는 모바일 패션 쇼핑 이

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Sung(2013)의 결

과를 지지하였다.

3.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과 지

각된 유용성 및 지각돤 즐거움 간 사용용이성의 매개

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Fig. 2>에서 유

의하게 나온 경로를 포함하는 구조모형을 선정하였다

(Hoyle & Smith, 1994). 가설 6 검증을 위해 선별된 구조

모형은 매개효과 검증 단계를 거쳐 평가되었다(Cohen

et al., 2013). 이 과정에서 잠재변수 간 경로를 제약한 제

약모델(Constrained Model)과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을 설정하여 비제약모델이 제약모델에 비해 적합

도가 유의적으로 개선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는 두 모

델의 χ
2
 값 차이를 통해 검토하였다(Bentler & Bonett,

1980). 이때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 자유도 차이가 1

일 때 χ
2
 값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3.84 이하이고, 매

개변수를 거치지 않는 경로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나면

완전매개(Full Mediation)가 된다(Holmbeck, 1997). 반면

에 두 모델 간 χ
2
 값 차이가 3.84(p<.05) 이상이고 예측

된 경로가 모두 유의적이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가 된다(Holmbeck, 1997). 끝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tine(1989)이 제시한 부트스트

래핑법(Bootstrapping Method)을 수행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Cheung & Lau, 2007).

위의 분석절차에 따라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의 소셜

성, 탐색성, 개인화가 사용용이성을 매개하여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된

4개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

저 가설 6에서 탐색성-사용용이성-지각된 유용성 경로

를 포함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탐색성과 지각된 유

용성 경로를 제약한 모델과 비제약모델 간 χ
2
 값 차이는

χ
2
=37.741(df=1)로 그 차이가 3.84(p<.05) 이상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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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제약모델의 탐색성

과 지각된 유용성 간 경로는 t=5.984(p<.001)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다른 경로들도 유의하게 나타나 사용용

이성은 탐색성과 지각된 유용성 사이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

트스트레핑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 크기는 0.177, 유

의확률은 p=.00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

음으로 개인화-사용용이성-지각된 유용성 경로를 포함

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사용용이성이 개인화와 지

각된 유용성 사이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크기는 0.282, 유의확률은 p=.002로 나타나 간

접효과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바일

패션 쇼핑의 개인화 측면에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

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위주의 맞춤화된 상품 정보와 주문방식은 보다 적

은 노력으로 제품을 검색 및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 효율성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킨

다는 Fan and Poole(200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소셜성-사용용이성-지각된 즐거움 경로를 포함한 구

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소셜성과 지각된 즐거움 경로를

제약한 모델과 비제약모델 간의 χ
2
 값 차이는 χ

2
=1.469

(df=1)로 그 차이가 3.84(p<.05) 이하로 산출되어 비유

의적으로 나타났고, 비제약모델의 소셜성과 지각된 즐

거움 간 경로는 t=1.223(p=.221)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

났으며, 다른 경로들은 유의하게 나타나 사용용이성은

소셜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이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크기는 0.318, 유의확률은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셜성과 지각

된 즐거움 사이를 사용용이성이 완전매개 하는 결과를

통해 모바일 패션 쇼핑의 소셜 특성은 모바일 사용의

용이성이 전제되었을 때 모바일 패션 쇼핑의 즐거움 인

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탐색성-사용용이성-지각된 즐거움 경로를 포함한 구조

모형을 분석한 결과, 사용용이성은 탐색성과 지각된 즐

거움 사이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

효과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바일 패

션 쇼핑의 탐색적인 특징은 사용용이성을 통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모바일을 이용하여 상

품 검색 및 프로모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 시 쇼

핑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지각하는 유용성도 증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사용용이성은 외부변수인 모바일 패션 쇼

핑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패션 쇼핑 시

사용의 용이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패션 제

품의 T-commerce 상황에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적

용한 Lee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용용이성이 개인 특

성변수와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 변수 사이

를 매개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Lee(2012)의 패

션 관련 외부변수인 의복관여, 패션 혁신성과 구매의도

사이에서 사용용이성이 매개한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용용이성, 태도, 구매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정을 거

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탐색

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화는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소셜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부적인 영향을

Table 4. The result of mediation effect

Path
Constrained

model χ
2

Unconstrained

model χ
2

χ
2

(df=1, p<.05) 

Indirect effects

(Significance)

Mediation

effect

Search ability →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62.967

(df=25)

25.226

(df=24)
37.741 0.177 (0.002) partial mediation

Personalization →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61.190

(df=25)

31.130

(df=24)
22.060 0.282 (0.002) partial mediation

Sociality → Ease of use →

Perceived enjoyment

41.569

(df=25)

40.100

(df=24)
01.469 0.318 (0.001) full mediation

Search ability → Ease of use →

Perceived enjoyment

84.230

(df=25)

45.930

(df=24)
38.296 0.168 (0.002) partial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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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바일 패션 쇼핑 특

성 중 소셜성과 개인화가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즐거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도 또한 구매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

용용이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사용용이성은

소셜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 완전매개를 이루고,

탐색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는

부분매개를 이루며, 개인화와 지각된 유용성 사이에서

도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

과 같다.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각 쇼핑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모바일 패

션 쇼핑 특성 중 개인화는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쳤는데, 이는 고객 개개인의 니즈와 욕구에 맞춤화된

상품 정보, 광고, 프로모션 등을 제공하여 모바일 패션

쇼핑의 유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탐색성은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쳐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 정보탐색의 중요성을 보여주

었는데, 패션 기업은 모바일 패션 쇼핑 과정 중에서 상

품의 디자인, 품질, 가격, 트렌드, 할인, 서비스와 관련

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탐색

활동으로 얻는 실제적인 편익을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 정보가 고객의 감정과 흥미를 유발시켜 모바일 쇼

핑의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

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용용이성은 모바

일 쇼핑 패션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패션

쇼핑 환경에서 사용용이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는

데, 이는 모바일 패션 쇼핑 시 지각되는 유용성과 즐거

움에 모바일 사용의 용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용이성이 소셜성과 지각된 즐거움 사이에서

완전매개를 한다는 점을 통해 패션 상품 사용에서 느낀

경험, 불만이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소셜성

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사용의 편리함으로 만족시키고 용이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소셜

성에 대한 즐거움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

바일의 손쉬운 사용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유용성

과 즐거움이 모바일 패션 쇼핑의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패션 기업에서는 모바일 콘

텐츠 강화와 더불어 모바일 쇼핑 과정 중 간편한 이용과

서비스 혜택, 앱 속성 개발 등 모바일의 효율적인 이용

이 요구된다.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각된 유용성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모

바일 패션 쇼핑에서 지각된 즐거움이 태도와 구매의도

형성에 충분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패션 기업에서는 특별히 구매를 하지 않아도 모바일 패

션 쇼핑 활동이 즐겁고 유쾌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40대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거주 지역을 확대하거나 조사대상의 연령층을 10대까

지 늘려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바

일 패션 쇼핑 특성과 패션 관련 변수와의 관련성을 알

아보는 연구와 모바일 용이성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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