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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동기와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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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애플리케이션을 마케팅의 수단
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패션기업은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브랜드 노
출과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사용증가에 주목하여 모바일 쇼핑동기를 알아보고, 소비자
의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에 대한 지각과 패션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속성 중요도 판단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결과, 모바일 쇼핑동기는 편리성, 편재성, 충동성, 경제성
으로 구분되었고, 패션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은 콘텐츠, 지속적 관리, 디자인/가시성, 다운로딩, 커뮤니티로 구분되었다. 

모바일 쇼핑동기는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은 패션
애플리케이션 속성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애플리케이션의 잠재적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 사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모바일 쇼핑동기,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 애플리케이션 속성 중요도 

Abstract  The application demand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long the growth of smart devices. Companies 
actively use the application as marketing tools. In particular, fashion businesses expect the improvement of 
customer loyalty and brand image by using the applications as the communication channel with consumer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e shopping motives and mobile shopping acceptance. Influence 
of such variables on perceived importance of various fashion application attributes was also accessed. Data from 
male and female respondents were analyzed for the empirical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mobile shopping 
motives were classified into convenience, ubiquity, impulsiveness and economic motives. Fashion application 
attribute was classified into contents, continuous management, design/visibility, downloading and community. 
Mobile shopping motives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ashion application acceptance. Shopping motives and 
fashion application acceptance had significant impacts on perceived importance of various fashion application 
attributes.

Key Words : Mobile Shopping Motives, Fashion Application Acceptance, Importance of Application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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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은 정보검색뿐만 

아니라 게임, 음악, 사진 등 생활 반에 리 활용되고 있

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이유  하

나는 애 리 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이 이 의 이동 화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이며 개인

의 선택에 따라 그 채택과 사용여부가 결정된다. 소비자

들의 지속 인 애 리 이션 사용은 랜드 노출과 이미

지 개선에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업은 제품 정보뿐만 아니라 유희  기능을 함께 제공하

기 해 노력한다. 특히 패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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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애 리 이션을 보유· 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1], 이것을 기업과 소비자간 새로운 커뮤니 이션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는 랜드 애

리 이션을 통한 차별  서비스는 독자 으로 매출을 

증 시키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결

합해 고객가치와 충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패션애 리 이션을 이용한 기업의 다양한 마

 시도가 증가하면서 그 요성도 커지고 있다. 

2009년 11월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된 이후, 무선 인터

넷망의 확충과 보안 인 라 확 ,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은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 다. 실제로 

2011년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은 6,200억 원의 규모로 성

장하 고, 2013년에는 1조 4,0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망되고 있다[3]. , 스마트폰 이용자의 47%는 모바일 쇼

핑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35.5%는 주 1회 이상 

모바일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품목은 의류/

신발/스포츠용품/액세서리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화/공연이 46.1%, 쿠폰이 39.3%, 도서/잡지 

32.3% 등의 순이었다[4]. 의류/신발/스포츠용품/액세서

리가 구매 품목  1 를 차지했다는 것은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패션기업의 성장과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결

과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화는 소비자의 소비행태

를 변화시키고 있고, [5]에 의하면 신  제품의 특성은 

사용자의 태도에 많은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의 이동 화와 구별되는 스마트폰의 특성 즉,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의 특성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동기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온/오

라인 쇼핑동기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

라서 모바일 쇼핑동기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애 리 이션은 웹(web)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도 모바일의 특성이 부과된 매체라는 에서 새로운 정

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보기술을 받아들

이는 태도는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6]. 본 연구에서

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믿음과 실제사용을 

결정짓는 과정을 설명한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통해 패션애 리 이션에 한 사

용자의 지각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질  사용자

들의 패션애 리 이션에 한 지각은 패션애 리 이

션에 한 가치 형성에 향을  수 있으므로 그들이 

요시하는 속성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패션애 리 이션 수용이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쇼핑의 성장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는 패션애 리 이션에 한 본 연구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에 한 이해와 개선방향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며, 모바일 쇼핑동기를 통한 타겟세분화로 다

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타겟마  략 수립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쇼핑동기

쇼핑동기(shopping motives)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기

를 의미한다[7]. 쇼핑동기는 소비자의 쇼핑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이다. [8]은 쇼핑이 제품구매와 련

이 없는 욕구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제시하 고 쇼핑동기를 기분 환, 역

할수행, 새로운 트 드의 학습 등과 같은 개인  동기

(personal motives)와 사회  경험, 거집단과의 교류, 

지 와 권 의 추구 등의 사회  동기(social motives)로 

구분하 다. 한편, [9]는 쇼핑동기를 효용  쇼핑동기

(utilitarian shopping motive)와 쾌락  쇼핑동기(hedonic 

shopping motive)로 구분하 는데 효용  쇼핑동기는 목

표 지향 , 합리  상품구입과 련이 있으며 이러한 동

기가 강한 소비자는 쇼핑을 필요 는 작업으로 규정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반면에 쾌락  동기는 쇼핑목

의 달성보다는 주 , 개인 인 것으로 이러한 동기

가 강한 소비자는 쇼핑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

다고 밝혔다.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은 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이루

어지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바일 쇼핑동기

는 온라인 쇼핑동기의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고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온라인 쇼핑동기를 효용  쇼

핑동기와 쾌락  쇼핑동기로 구분하 을 뿐 아니라 제품

추구 쇼핑동기, 경제  쇼핑동기, 여가  쇼핑동기로 세

분화하기도 하 다[10]. , 온라인 패션 소비자의 쇼핑동

기는 다양하고 희귀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제품동

기,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편의  동기, 

할인된 가격을 추구하려는 경제  동기, 쇼핑을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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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환을 시도하는 쾌락  동기 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

다[11][12].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동기는 크게 제품정보, 

렴한 가격, 편의성을 추구하는 효용  쇼핑동기와 쇼

핑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  쇼핑동기로 구분하여 

악할 수 있다.

[13]에서는 모바일 커머스의 7가지 특성을 제시하 고 

각각에 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편재성

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통신할 수 있는 것, 근성은 무선 단말기를 가진 사람은 

원하는 경우에 특정 인물이나 시간 에 근이 가능한 

것, 보안성은 폐쇄 인 시스템 내에서 고정 인터넷망보

다 수  높은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것, 편리성은 단말기 

화면크기의 개선이나 장용량 증가와 같은 속성으로 사

용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것, 치확인성은 특정 시

에 이용자의 치를 알아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시 속성은 사 에 통신연결 없이 쉽고 빠른 무선인터

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개인화는 고객정보나 사 에 설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춘 콘텐

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4]는 편재성, 개인화, 유

연성, 이성의 네 가지를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으로 제

시하 다.  편재성은 재 어디에 있는가에 구애받지 않

고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며 

개인화는 개인의 요구에 맞춰 정보/서비스를 받는 것이

고, 유연성은 휴 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받는 동안 

활동이 가능하며 이성은 개개인의 단말기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다. 모바일 패션 

쇼핑에 한 [15]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속성을 개인

화/유용성, 유희성, 즉시 속성, 용이성의 네 가지로 구분

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연구가 부족한 모바일 쇼

핑동기의 유형을 온라인 쇼핑동기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실증  연구로 그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

다. 여기서 쇼핑이란 단순히 구매를 목 으로 한 활동 뿐 

아니라 련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목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패션상품의 모바일 쇼핑동기 하 차원을 

알아본다.

2.2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

애 리 이션(application, 앱)은 스마트기기에서 구동

되는 응용 로그램이며 웹(web)의 성격과 모바일의 특

성을 함께 지닌 새로운 정보기술이다. 국내의 패션애

리 이션 활용은 기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태도를 알아보는 기술수용모

델을 용시켜보고자 한다. [6]은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

용과 사용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해 개

인의 일반  행동을 설명하는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수정하여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제시하 다. 기술수용

모델은 정보기술에 한 사용자의 믿음인 지각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태도와 사용의도를 매개로 하여 최종 으

로 사용자의 실제 사용을 결정짓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 즉, 기술은 이용하기 쉽고 유용하다고 지각할수록 사

용자의 태도와 사용의도는 정 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 사용의 직 인 결정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

서 지각된 유용성이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사용자

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노

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한

편, [6]은 지각된 사용용이성보다 지각된 유용성이 사용

의도에 한 향력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지각된 즐거움이 테

크놀로지 사용 태도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17]은 사용자의 인터넷 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지각된 즐거움의 향력이 지각된 유용

성의 향력보다 더 크다고 하 다. [18]의 연구에서는 

Flow개념을 도입하여 지각된 즐거움을 정의하 고, 자

상거래의 재방문 의도에 지각된 즐거움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지

각된 즐거움을 ‘패션애 리 이션을 이용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몰입의 정도’로 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TAM

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19][20][21],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이를 모바일 환경에 용하 다[22][23][24]. 

경우에 따라서는[25]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태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기본

으로 애 리 이션은 사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제하에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테크놀로지 수용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신성, 여

도, 험 등과 같이 제품이나 테크놀로지 수용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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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게 된다[26][27][28][29][30]. 를 들어 지각된 즐

거움은 테크놀로지 사용의 내재  동기와 련된다[31]. 

스마트기기의 요사용목 이 즐거움[4]이어서 다양한 

애 리 이션에서 오락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을 볼 때

에도 수용 요인  지각된 즐거움과 모바일 이용동기와

의 련을 상할 수 있다. 한 편의성 동기 역시 스마

트기기라는 테크놀로지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

과 련이 있을 것이라 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2. 모바일 쇼핑동기와 패션애 리 이션 수

용의 계를 알아본다. 

2.3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 중요도

애 리 이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

마트기기에서 실행 가능한 응용소 트웨어로 소비자가 

운 체제 별 앱스토어에 속해, 유료 는 무료로 원하

는 기능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32]. 애

리 이션은 기존의 이동 화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 

이며, 사용목 에 따라 뉴스, 사진,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작업효율성을 높여

다. 이러한 애 리 이션의 등장으로 기업은 자사의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에  의하면 다운로드 받는 모바일 애 리 이션 유형은 

게임·오락이 78.6%로 압도 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커

뮤니 이션 53.5%, 유틸리티 50.5%, 지도·내비게이션 

46.3%, 음악 44.4% 등으로 조사되었다. 쇼핑 애 리 이

션은 29.7% 정도 고,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모바일 쇼

핑을 통한 구매품목 에서는 의류/신발/스포츠용품/액

세서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그러나 단순히 구매를 목 으로 하는 애 리 이션만

을 패션애 리 이션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연구자들

은 랜드, 정보, 쇼핑( 자상거래) 유형으로 구분하 고, 

연구자에 따라 매거진, 라이 스타일, 스타일 리 유형을 

추가하여 구분 하기도 한다[33][34][35]. [36]은 패션 랜

드 애 리 이션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상품, 매장, 패

션, 코디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정보유형과 엔터테인먼트, 

취미생활, 가상경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정보유

형으로 구분하 다. , [37]은 패션애 리 이션을 랜

드 애 리 이션과 비 랜드 애 리 이션으로 구분하

기도 하 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애 리 이션의 존재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다양한 애 리 이션 속성을 의미

하기도 한다.

[37]은 패션 랜드 애 리 이션의 정보 제공 형태에

는 직 인 상품이미지 제공방법, 화보 제공방법, 동

상 제공방법,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한 제공방법이 

있다고 하 고, [38]은 패션 랜드 애 리 이션의 특성

을 사용자에게 재미와 편리함으로 고객의 반응을 유도하

는 반응성, 증강 실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성, 지역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즉시성,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

디서나 정보공유와 입소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감

성이라고 하 다. [39]는 패션애 리 이션의 특성으로 

상호작용성, 역동  가변성, 다매체  결합성을 제시하

고, 패션애 리 이션의 콘텐츠를 정보제공 지향 콘텐츠

와 감성유발 지향 콘텐츠로 구분하 다. 이와 같이 모바

일 패션애 리 이션의 속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하 다. 

연구문제 3. 소비자들이 요시 여기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의 하 차원을 알아본다.

쇼핑동기와 소비자심리간 계를 연구한 연구[39]에

서는 쾌락  동기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쇼핑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밝 졌으며 한편, 

쇼핑동기와 쇼핑환경에 한 연구에서 [40]은 패션상품 

쇼핑동기에 따라 상  내 디스 이에 한 심, 향, 

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41]은 제품 쇼핑동기와 

여가  쇼핑동기가 높을수록 포선택에서 진, 제품, 

매원/가격, 서비스 요인을 요시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연구는 패션애 리 이션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아

니지만 기존의 포속성, 환경 그리고 태도에 쇼핑동기

가 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4]는 스

마트폰 이용동기가 패션 랜드 애 리 이션의 고 수

용과정을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애 리

이션 련 연구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모바일 쇼핑동기가 소비자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에 향을 주는 것을 상

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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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모바일 쇼핑동기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한편 [15]는 모바일 패션 쇼핑 속성에서 용이성, 유희

성, 유용성이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인터넷쇼핑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등의 요인이 인터넷쇼

핑이나 모바일쇼핑에 향을 다고 보고하 다[27][42]. 

[43]은 유행 신성과 기술 신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사

용용이성에 향을 주며 이는 태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44]는 패션제품 모바일 쇼핑의 구매의

도에 미치는 향을 자기효능감, 기술 신성, 즐거움, 유

행 여의 네 가지 변수로 측정하고 이들 변인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즐거움과 향 계에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애 리 이션은 소비자들의 여러 활동에 새로이 

등장한 테크놀로지로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에 한 지각

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즐거움이 패션애 리 이션이 제

공하는 여러 속성에 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요성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5. 패션애 리 이션 수용이 소비자들이 생

각하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구성 

본 연구의 실증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 으며 

설문지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질  

연구를 토 로 구성되었다. 질  연구는 의류학 공 

학원생  최근 3개월간 모바일 쇼핑경험과 패션애 리

이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하 다. 설문

지가 구성된 후 응답의 용이성과 분산을 확인하기 해 

학원생 2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설문문항과 

질문의 형태를 수정, 보완하 다. 

모바일 쇼핑동기 측정문항은 선행연구[12][14][39][42]

에서 사용된 문항과 질  연구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총 14문항의 쇼핑동기 문항이 실증  연구에 포함되었다. 

패션애 리 이션 수용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

성은 선행연구[16][43[45]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

고, 지각된 즐거움은 [17][2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이해하기 쉽다’, ‘배우기 쉽다’, ‘사용하기 어렵지 않

다’의 세 문항으로,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하는 것은 나에

게 도움이 된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용하면 검

색시간이나 노력을 단축할 수 있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

되었다. 지각된 즐거움은 ‘사용할 때 종종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 ‘사용할 때 시간이 지나는 것을 인식하

지 못한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모두 5  Likert 

척도(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를 이용하

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

각된 즐거움의 세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신뢰도는 각각 

.82, .79, .82로 신뢰할 만한 척도인 것으로 단하 다. 

패션애 리 이션의 속성 요도를 측정하기 해 여

러 선행연구[39][46]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

과 질 연구를 통해 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 다. 패션애 리 이션의 속성을 콘텐츠, 다운로

딩, 커뮤니티, 지속  리, 디자인/가시성 등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구성하 고 5  Likert 척도를 이용하 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모바일 쇼핑과 패

션애 리 이션 이용경험이 있는 국의 20-40  남녀

를 상으로 하 다. 모바일 쇼핑은 휴  가능한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고 정의하 기에 스마트기기의 종류는 스마트폰과 태블

릿 PC로 한정하 고, 패션애 리 이션의 개념  유형

의 구분에 있어, 경계가 모호하다고 사료되어 조사 상

자들에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패션애 리 이션의 

시를 시각 으로 보여주는 과정을 포함하 다. 본 조사

는 2012년 4월 온라인 문 리서치 기 인 패 인사이트

(www.panelinsight.co.kr)를 통해 진행되었고, 총 350명

이 설문에 참여하 다. 

3.3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45.7% 

(n=160), 여성 54.3%(n=190)로 이루어졌고 연령 는 20

가 39.4%(n=138), 30 가 33.7%(n=118), 40 가26.9% 

(n=94)로 20 와 30 보다 40 가 비교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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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바일 쇼핑동기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도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변량(%)

( 변량)
Cronbach α

편리성

주문이 편리하다. .80

.78

.73

.70

5.41
19.57

(19.57)
.83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결제하는 과정이 쉽고 간편하다.

시간과 노력을 약할 수 있다.

편재성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83

.76

.75

.72

1.85
18.67

(38.25)
.81

원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

충동성

구매시간이 한정된 제품을 보면 구매하고 싶다 .84

.84

.68

1.27
15.26

(53.52)
.77제품의 수량제한에 향을 받는다.

제품이 갑자기 마음에 끌려 구매한다.

경제성

가격할인에 향을 받는다. .81

.78

.74

1.08
15.23

(68.75)
.81할인 쿠폰  이벤트를 이용하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일반 포에서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응답자들  기혼자가 40.6%(n=142) 으며, 직업은 일반

사무직 43.7%(n=153), 문직/연구원 15.1%(n=53), 학생 

12.3%(n=43)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을 살

펴보면 학교 재학  졸업이 59.7%(n=209)로 가장 많

았고, 문 학 재학  졸업 17.1%(n=60), 학원 재학 

 졸업 15.7%(n=55), 고등학교 졸업 7.4%(n=26)의 순으

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인 응

답자가 36.9%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 다. 

모바일 이용 황에서 응답자의 92.9%(n=325)는 스마

트폰 이용자 으며 태블릿 PC 이용자는 7.1%(n=25)에 

불과했다. 패션애 리 이션 다운로드 개수는 5개 미만

이 76.0%(n=266)로 가장 많았고, 6-10개 13.4%(n=47), 20

개 이상 6.0%(n=21), 11-20개 4.6%(n=16)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모바일 쇼핑동기와 패션애플리케이션 속

성 중요도의 하위차원

모바일 쇼핑동기의 하  차원을 알아보기 해 

varimax 회 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분석 구조를 확정하기 한 기 으로 스크리 도표와 성

분 재값을 고려하 으며 각 요인은 측정항목간 내  

일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

도를 산출하 다. 이에 따라 모바일 쇼핑동기는 편리성, 

편재성, 충동성, 경제성의 4개의 하 차원으로 도출되었

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체분산의 19.57%를 설명하는 요인 1은 ‘주문이 편리

하다’,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결제하

는 과정이 쉽고 간편하다’, ‘시간과 노력을 약할 수 있

다’의 내용으로 모바일 쇼핑 시 편리하고 간편한 과정을 

고려하는 것에 한 문항으로 이를 ‘편리성’이라고 명명

하 다. 체분산의 18.67%를 설명하는 요인 2는 모바일 

쇼핑을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 4개의 문항으로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편재성’이라 명명하 다. 

요인 3은 ‘충동성’이라고 명명하 으며,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제품의 수량 는 구매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충동 으로 구매하는 성향에 한 3개의 문항으로 이루

어졌다. 요인 4는 가격할인에 향을 받는다’, ‘할인 쿠폰 

 이벤트를 이용하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일반 포

에서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모바일 쇼핑 시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에 한 문

항이며 ‘경제성’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3과 요인4의 설

명력은 각각 15.26%, 1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동기로 편리성과 경제성이 도출된 것은 

온라인 쇼핑동기를 구분한 선행연구[11][12]의 결과와 일

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4.2 모바일 쇼핑동기와 패션애플리케이션 수

용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바일 쇼핑동기는 쇼핑 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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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 중요도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변량(%)

( 변량)
Cronbach α

콘텐츠

여러 사람과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나에게 유용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

.73

.71

.70

.62

.62

.59

7.59
20.19

(20.19)
.83

지속  리

푸시/알림이 쇼핑이나 구매에 도움을 다.

푸시/알림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푸시/알림을 통해 자주 이용하게 된다.

푸시/알림은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 한다.

.86

.83

.82

.80

1.79
19.26

(39.45)
.90

디자인/가시성

시각 으로 보기 좋게 되어 있다.

구체 인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미지 해상도는 당하다.

화면구성이 명확하여 알아보기 쉽다.

.83

.78

.62

.61

1.14
16.07

(55.53)
.85

다운로딩

사용 에 속이 끊기지 않는다.

속할 때 로딩시간이 빠르다.

버  업데이트는 용량이 아니라 다운받기 편하다.

.76

.75

.48

.84
11.42

(66.95)
.73

이션을 이용하는 동기이며, 패션애 리 이션 수용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3가지 

요인은 패션애 리 이션에 한 사용자의 믿음으로 실

제 사용의도를 설명한다. 두 변수군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를 알아본 결과(표2) 모바일 쇼핑동기와 

패션애 리 이션 수용은 부분 정 인 상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순으로 패션애 리 이션 수

용의 세 가지 동기요인과 모두 높은 상 계가 나타났

고, 편재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가장 높은 계를 보

다. 충동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순으로 높

은 상 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충동성이 모바일 쇼핑

동기 요인  지각된 즐거움과 가장 높은 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성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

성 순으로 상 계가 나타났다. 

<표 2> 모바일 쇼핑동기와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의 관계
패션애 리 이션

수용

모바일쇼핑동기

편리성 편재성 충동성 경제성

지각된 사용용이성 .49*** .44*** .33*** .39***

지각된 유용성 .58*** .36*** .46*** .41***

지각된 즐거움 .33*** .12* .4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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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중요도의 하위차원

소비자가 요하게 생각하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의 유형을 알아보기 하여 varimax 회 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하 다(표3). 총 네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모든 요

인의 Cronbach’s α값이 .70 이상으로 측정문항의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 요인 1은 ‘여러 사람과 다양하고 많은 정

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

공되는 정보는 나에게 유용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

는 것은 도움이 된다’,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새로

운 정보를 알 수 있다’의 내용으로 ‘콘텐츠’라고 명명하

고 요인 2는 ‘푸시/알림이 쇼핑이나 구매에 도움을 다’. 

‘푸시/알림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푸시/

알림을 통해 자주 이용하게 된다’, ‘푸시/알림은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 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패션애

리 이션의 푸시/알림 기능이 사용자에게 향을 미치는 

가에 한 것으로 ‘지속  리’ 라고 명명하 다. 요인 3

은 ‘시각 으로 보기 좋게 되어 있다’, ‘구체 인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미지 해상도는 당하다’, ‘화면구

성이 명확하여 알아보기 쉽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패션애 리 이션의 이미지나 이아웃 등과 같은 시각

 정보에 한 것이어서 디자인/가시성으로 명명되었

다. 요인 4는 ‘사용 에 속이 끊기지 않는다’. ‘ 속할 

때 로딩시간이 빠르다’. ‘버  업데이트는 용량이 아니

라 다운받기 편하다’의 문항으로 패션애 리 이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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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속이나 다운로드의 원활함에 한 것으로 ‘다운로

딩’이라고 명명하 다.

4.4 모바일 쇼핑동기가 패션애플리케이션 속

성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쇼핑동기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4). 

모바일 쇼핑동기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의 

네 가지 요인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콘텐츠는 충동성(β=.24, p<.001), 편재성(β=.21,

<표 4> 모바일 쇼핑동기가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 종속 β t R² F

편리성

콘텐츠

.17 3.06**

.32 41.60***
편재성 .21 4.28***

충동성 .24 4.70***

경제성 .13 2.45*

편리성

지속

리

.29 5.41***

.21 46.09***
편재성  -.01 -.24

충동성 .24 4.57***

경제성 .06 1.09

편리성

디자인/

가시성

.36 6.61***

.27 43.37***
편재성 .11 2.26*

충동성 .16 3.18**

경제성 .07 1.30

편리성

다운

로딩

.36 6.70***

.19 41.68***
편재성 .01  .20

충동성 .13 2.44*

경제성  -.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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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편리성(β=.17, p<.01), 경제성(β=.13, p<.05)

의 순으로 네 가지 동기 요인에 모두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속  리는 편리성(β=.29, p<.001), 충

동성(β=.24, p<.001) 순으로 향을 받아, 편리성 동기와 

충동성 동기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패션애 리 이션의 

지속  리 속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가시성은 편리성(β=.36, p<.001), 충동성(β=.16, 

p<.01), 편재성(β=.11, p<.05) 순으로 향을 받았으나 경

제성과는 유의한 향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운로딩

은 편리성(β=.36, p<.001)과 충동성(β=.13, p<.05)에 향

을 받았는데, 모바일 쇼핑동기와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의 유의한 계 에서 가장 큰 수치의 향력을 

보 다.

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바일 쇼핑의 편리성 동기

가 높은 소비자는 패션애 리 이션의 네 가지 속성 모

두 요시하지만 그 , 디자인/가시성과 다운로딩 속성 

요도에 한 인식이 비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바일 쇼핑을 이용할 때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시

간과 노력을 약하려는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패션

애 리 이션의 디자인/가시성, 다운로딩 속성을 요하

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즉, 시각 으로 보기 좋은 것과 빠

른 속도를 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바일 쇼핑의 편재성 동기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패

션애 리 이션의 콘텐츠와 디자인/가시성 속성을 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디자인/가시성이 받는 

향력은 유의수  5%로 비교  높지 않은 수 이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 쇼핑을 이

용하려는 소비자일수록 패션애 리 이션의 콘텐츠를 

가장 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편리성과 마찬가

지로 충동성은 패션애 리 이션의 네 가지 속성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것 수 있었다. 

모바일 쇼핑의 경제성은 패션애 리 이션의 콘텐츠

에 유일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패션애플리케이션 수용이 패션애플리케이

션 속성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애 리 이션 수용을 독립변수로 애 리 이션 

속성 요도를 종속변수로 한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표5).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는 패션애 리 이션 

수용에 유의수  .1% 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의 콘텐츠는 패션애 리

이션 수용의 지각된 유용성(β=.51, p<.001), 지각된 사

용용이성(β=.17, p<.001), 지각된 즐거움(β=.10, p<.05) 

순으로 향을 받았고, 지속  리는 유일하게 지각된 

유용성(β=.48, p<.001)에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디자인/가시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향을 받을 것이

라고 상했으나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각

된 유용성(β=.47, p<.001), 지각된 사용용이성(β=.19, 

p<.001) 순으로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운로딩은 디자인/가시성과 마찬가지로 지각된 유용성(β

=.42, p<.001), 지각된 사용용이성(β=.20, p<.001) 순으로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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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패션 애플리케이션 수용이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 중
요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 종속 β t R² F

지각된 사용용이성

콘텐츠

.17  3.89***

.46 100.76***지각된 유용성 .51  10.11***

지각된 즐거움 .10   2.22*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속

리

 -.06  -1.22

.23 108.72***지각된 유용성 .48  10.42***

지각된 즐거움 .04    .84

지각된 사용용이성
디자인

가시성

.19   3.88***

.36 97.50***지각된 유용성 .47   9.44***

지각된 즐거움 .04    .80

지각된 사용용이성
다운 

로딩

.20   3.98***

.31 78.57***지각된 유용성 .42   8.08***

지각된 즐거움 .0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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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종합해보면,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는 

패션애 리 이션 수용 요인에 향을 받으며, 그 향

력의 크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패션애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일수록 패션애 리

이션의 구동되는 속도가 빠른 것 는 시각 으로 정

리가 잘 되어 정보검색이 편리한 애 리 이션을 선호하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패션애 리 이션 사용이 유

용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패션애 리 이션의 

속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애

리 이션 사용에 한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콘텐츠를 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정

보를 얻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패션애 리 이션 사용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모바일 애 리 이션은 제품정보뿐 아니라 흥미로운 

콘텐츠를 더불어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 커뮤니

이션의 통로로 활용되어, 그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사용자의 동기를 이해하기 한 필

요성이 제기된다. 모바일 쇼핑동기, 패션애 리 이션 수

용과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에 한 실증  연구

를 진행한 결과, 모바일 쇼핑동기는 편리성, 편재성, 충동

성, 경제성으로 구분되었고,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

도는 콘텐츠, 지속  리, 디자인/가시성, 다운로딩으로 

구분되었다. 

모바일 쇼핑동기는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은 디자

인/가시성, 다운로딩, 지속  리, 콘텐츠 순으로 향을 

미쳤고 편재성은 콘텐츠와 디자인/가시성에, 충동성은 

콘텐츠, 지속  리, 디자인/가시성, 다운로딩에 향을 

미쳤다. 경제성은 콘텐츠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편재성 동기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콘

텐츠 속성을 요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마  략이 요구되는 

바이다. 충동성 동기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콘텐츠와 지

속  리 속성을 더욱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은 패션애 리 이션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받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애 리 이션 수용은 패션애 리 이션 속성 

요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다운로딩, 디자인/가시성, 콘텐츠 순으로 

향을 미쳤고, 지각된 유용성은 콘텐츠, 지속  리, 디

자인/가시성, 다운로딩 순으로 네 가지 속성에 모두 유의

한 향을, 지각된 즐거움은 콘텐츠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이 쉽다고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다운로딩이나 디자인/가시성을 보다 요시함으로써 패

션애 리 이션의 외부 인 속성에 향을 받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지각된 즐거움은 패션애 리 이션 속

성 요도와의 비교  낮은 향력을 보 다. 사용이 즐

겁다고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콘텐츠를 가장 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애 리 이션에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흥미

를 유도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한편, 패션애 리

이션의 지속  리는 지각된 유용성에만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애 리 이션을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사용자에게 푸시/알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지속  리를 통해 소비자들은 패션애 리

이션을 유용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쇼핑과 패션애 리 이션의 속성을 

구분하여보고 애 리 이션 수용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이들 변수군 간의 계를 알아 으로써 앞으로 보다 활

발하게 진행될 애 리 이션 분야 연구에 기 연구를 제

공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기업의 패션애 리

이션 마  략에도 활용되어 바람직한 소비자와 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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