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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

－ 로우 이론과 통합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A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age of Mobile Apps

－Based on Flow Theory an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김  채1 정 승 렬1*

Young-chae Kim Seung Ryul Jeong

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 앱, 특히 그 에서도 개인에게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족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앱에 해 로우 

이론과 통합기술수용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의 지속 인 이용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술의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을 맞추어 일반 인 정보기술의 이용행 를 설명하고자 했던 기술수용모형 심의 기존연구를 확장한 것으로 개

인에게 재미라는 요소를 추가 으로 제공하는 많은 모바일 환경의 주요 기술들의 이용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로우 이론의 유

용성을 확인하기 함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서베이 기반의 필드연구를 수행하 으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바일 앱으로는 패션앱을 선택하 다. 연구 

결과, 패션앱의 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로우 경험이 매우 의미있는 변수라는 사실이 검정되어 기술의 이용행 에 몰입의 요

성이 확인되었다. 한 통합기술수용모형의 주요 변수인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등의 변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기술의 이용이나 수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통합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주제어 : 모바입 앱, 로우 경험, 로우 이론, 기술수용, 이용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flow theory an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ntinuous use of mobile applications, particularly those providing users with satisfaction and pleasure as well as useful 

information. This study extends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been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which usefulness and 

ease of use are key determinants of use of new technology, by introducing flow theory in explaining the use of various technologies 

in mobile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es a survey based field study and collects data from individuals who use fashion mobile apps 

since these are considered to provide fun and pleasures. This study finds that flow theory is a proper framework to understand the 

use of mobile technology, indicating flow experience is an 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the usage of fashion apps. In addition, 

performance expectation, effort expectation,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on condition a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influencing use 

of mobile apps, suggesting UTAU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use of mobile technology.

☞ keyword : Mobile App, Flow Experience, Flow Theory, Techhnology Acceptance, Usage

1. 서   론

모바일(mobile) 기기란 정보통신에서 휴 폰과 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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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연구임

개인정보단말기(PDA) 등과 같이 이동성을 가진 것들을 

총칭한다. 특히 스마트폰은 모바일 기기의 표 인 디바

이스인데, 휴 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 리 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 한 

애 리 이션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운 체제 에서 실

행되는 모든 소 트웨어를 뜻하며 따라서 모바일 애 리

이션이란 스마트폰, PDA,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디바

이스에 설치하여 새로운 작업이나 정보검색, 오락 등 다

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응용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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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애 리 이션은 애 이 아이폰용 애 리 이

션의 거래를 해 앱스토어(appstore)를 개설하면서 

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후 애 은 앱스토어를 

통해 등록된 애 리 이션의 수익을 그 개발자들과 공유

하면서 앱스토어 오  2년 6개월만인 2011년 1월 100억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으며[3], 모바일 애 리 이션 

시장은 2010년 68억달러 시장규모에서 2014년 580억 달

러로 확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4]. 이러한 모바일 비

즈니스의 확 는 개인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트

드모니터[5]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54.8%

는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 다. 그 

외에도 교통정보, 뉴스, 맛집 검색, 바코드 쇼핑, 증강 

실 등 실생활과 련된 다양한 애 리 이션들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패션 애 리 이션(이하 앱이

라 부름)과 같이 상거래 목  뿐만 아니라 패션 랜드 

정보의 제공과 함께 패션코디 등 개인에게 즐거움과 지

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기술수용 분야의 연구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 

마다 신기술이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수용되는지에 심

을 가지고 그 이용행 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악하고자 하 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체로 Davis et 

al.[6]이 제안한 기술수용모형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

한 확장 모형을 바탕으로 하 는데 기술의 유용성과 사

용 용이성에 을 맞추어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이용

의도  이용태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많

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컨텍스트에서 다양한 기술에 

을 맞추어 수행되었지만 그 기본 가정은 기술이 얼마

나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며 실제 사용하기가 쉬운가 하

는 이 개인의 기술 수용에 핵심이라는 이다. 하지만 

일반 인 비즈니스에 용되는 정보기술의 경우에는 이

러한 이 사용자의 이용행 를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바일 앱, 특히 그 에서도 개인에게 다양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패션앱과 같은 모바

일 앱의 이용행 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

다. 즉, 사람들이 이들 모바일 앱을 더 자주 이용하는 데

에는 단순한 유용성과 사용의 편리함을 넘어서  다른 

결정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 이

며 그 다면 기술수용모형에서 제시하는 요인들 외에 어

떤 결정 요인이 있는지를 밝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

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로우 이론에 기 하여 즐거움

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이용행 를 이

해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개인이 어떻게 이러한 신기

술을 지속 으로 이용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2. 이론  배경

2.1 로우(flow) 이론

로우(flow)는 어떤 활동에 깊이 몰두하여 외부 인 

보상이 없더라도 활동 그 자체가 즐겁고 흥미롭게 지각

되어 시간가는  모르고 몰입하는 상이다[7,8]. 로

우 경험은 과제의 도  수 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

력 수 , 즉 숙련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두 요소가 높

은 수 으로 조화를 이룰 때 로우 경험이 발생하며 도

감과 숙련도가 낮은 수 일 때에는 오히려 무 심이 

발생한다[9-11]. 궁극 으로 한 개인이 로우 상태에 있

게 되면, 그는 그 일에 집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

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12].

로우 상태가 가져다 주는 즐거운 경험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이용의도를 증가시키거나 지속 인 이용 

행 를 나타낸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로우 경험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Hsu and Lu[13]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박종원 외[14]는 

인터넷 쇼핑 분야, Lu et al.[15]은 인스턴트 메세징 분야, 

Sanchez and Franco[16]는 웹 커뮤니 이션 기술 분야, 그

리고 유일과 최 라[17]는 온라인 커뮤니티 분야 등에서 

로우 경험의 유의한 향력을 확인하 다.

한편 로우 경험과 지속 인 이용 행 간의 계에 

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는데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로우 경험의 역할이 강조된다. 웹 사이트의 반복 인 

방문이나 웹 사이트 애호도가 로우 경험에 의해 향

을 받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마  목표는 로

우를 일으키는데 두어야 한다거나[18], 로우 상태를 경

험하면 인터넷 항해의 즐거움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인

터넷 항해를 더욱 지속하게 만들어 결과 으로 웹 사이

트를 반복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19]. 결국 로우 경험

이야말로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지속 인 이용 행 를 

설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2 기술 수용 모형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 마다 많은 연구자들은 해당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 지 연

구하 다. 최 에 제시된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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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Model)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 용이

성이 이용자의 태도와 인과 계를 형성하며, 이 태도에 

따라 행 의도가 향을 받고, 행 의도는 실제이용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6]. 기술수용모형은 처음 소개

된 이후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모델이 간명하고 이론  기반이 확고할 뿐

만 아니라 모델의 변형과 확장이 수월하여 정보기술 수

용 상의 다양성을 다루는데 합하기 때문이다[20].

기술 수용 상을 설명하기 해 TAM 이외에도 이성

 행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나 계획행 이

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과 같은 이론이 활용되기

도 하 는데 최근 연구에는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이 많

이 용되고 있다. 

통합기술수용모형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이용의도

와 이용행 를 설명할 목 으로 이 의 기술수용과 련

된 표 인 모형들을 종합하여 기존 연구에서 유의하다

고 밝 진 32개의 구성개념을 통합하여 최종 으로 성과

기 (Performance Expectation), 노력기 (Effort Expectation), 사

회  향(Social Influence),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등의 4개의 핵심 구성개념을 제안한 모형이다. 여기서 성

과기 , 노력기 , 사회  향은 이용의도에, 그리고 

진조건은 이용행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

[21]. 통합기술수용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검정되었는

데 건강정보기술 수용[22], 유비쿼터스 컴퓨  서비스

[23], 정보 키오스크[24], 모바일 뱅킹[25] 등의 분야에서 

모두 그 설명력을 확인하 다. 

일반 인 모바일 앱과 련한 수용 연구도 다수 나타

나는데, 단순히 기술  특성이나 기능, 서비스 등으로 모

바일 앱의 수용 과정이나 이용행 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모바일 환경과 기술 특성, 심리  특질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인식 등 다차원 인 측면에서 근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 다[26-30]. 

3. 연구 모형  가설

3.1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는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의 모바일 

앱의 이용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 연구문제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모바일 앱 에

서도 패션앱에 을 맞추고자 한다. 패션앱은 다수의 

패션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랜드 홍보  고객과의 

소통 채 임과 동시에 다양한 패션  코디 정보를 제공

하면서 인간의 감성  즐거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엔터

테인먼트 특성을 가진 앱이기 때문이다. 

기술수용모형 혹은 그 확장 모형에 기반한 연구들은 

기본 으로 기술의 기능  특성에 을 맞추어 왔다. 

즉,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유용성 혹은 효과와 더불어 

얼마나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하는 사용의 용이성이 이용

의도와 행 를 결정짓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통합기술수

용모형 한 이 두 요인에 더하여 주변 련자들의 의견

이나 기술지원 상황을 결정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이

들 요인들 역시 기능  특성에 한 의견이나 서비스와 

련되어 있을 뿐, 개인의 인식이나 심리  상태를 반

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형

들만으로는 패션앱을 상으로 한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

기에 충분한 이론  토 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문제의 핵심은 일반 인 신기술의 특성 외에 즐거움

을 제공하는 패션앱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심리 , 인

지 인(cognitive) 변수가 필요하다는 이다.

의 연구문제에 한 한 답을 제공하기 해서 

본 연구는 로우 이론을 바탕으로 통합기술수용모형의 

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로우 이론에 

따르면 로우는 정의 경험  성취와 유사한 본질

으로 즐거운 경험이며[8] 주어진 상황에서 도 감

(Challenge)과 숙련도(Skill)에 한 개인의 지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최 의 경험인데[10], 행 로의 완 한 집 과 

이로부터 즐거움이 도출된다는 특성이 있다[11]. 따라서 

로우 경험은 지속 이고 반복 인 이용행 를 야기하

는 주요 요인이 되며, 도 감과 숙련도 수 은 이 로우 

경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기존에 연구된 통합기술수용모델의 핵심은 행 의도

가 이용행 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며, 한 행  의

도의 결정요인은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

조건 등이므로, 로우 이론에 더하여 통합기술수용모델

의 을 종합해 보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이 도출

된다. 본 모형은 패션앱과 같이 즐거움과 연 된 모바일 

앱의 이용행 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통합 인 연구모형이 된다.

3.2 가설 설정 

성과기 는 기술수용모형  다양한 유사모형에서 제

안된 인지된 유용성, 외재  동기, 직무 합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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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이  등의 구성개념에서 추론된 변수이다[21]. 여기서 성

과기 는 모바일 패션앱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는 개인 인 믿음의 정도로 정의된다. 사용자는 신기술

을 함에 있어서 그 기술이 자신의 업무나 생활에 얼마

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해 고민을 하게 되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될수록 그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지며 따라서 높은 이용의도를 가지게 된다

[22-25,31-33]. 이러한 과정은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성과기 는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노력기 는 기존 연구에서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 혹

은 복잡성 등으로 표 된 구성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앱 사용방법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개인

인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에 

해 사용하기가 편리하거나 쉽다고 인지할수록 그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

구 결과와 같이[22-24,31-33],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노

력기 가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이 설정되었다.

H2: 노력기 는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향은 주  규범, 사회  요인, 이미지와 같

은 구성개념으로부터 추론된 변수인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주 의 주변인들이 모바일 패션앱의 사용을 바

람직한 것으로 믿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 선행연구

[22-25,31,33]에서 밝 진 로, 사회  향은 특히 신기

술에 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용과 련한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사용자일수록 그들의 이용의도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바

일 앱 환경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사회  향은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진조건은 인지된 행동통제, 호환성, 진 여건과 같

은 여러 구성개념으로부터 추론된 변수이다.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패션앱을 사용할 때 조직 이고 기술 인 

지원이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진조건은 신기술에 한 일반 인 서비스  기술지원에 

한 인식이므로 진조건이 하다고 믿을수록 신기

술에 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이유로 인해 진조건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22-25,31].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을 상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진조건은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용의도는 사용자가 모바일 패션앱을 이용할 의향을 

나타내는 정도이며, 이용행 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모바일 패션앱을 사용하거나 경험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기술수용모형에서 이용의도는 실질 인 이용

행 , 기술수용, 재이용 의도 등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주요한 변수로 검증되었으며[22,24,25,31,33],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이용의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이용행 가 

나타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5: 이용의도는 이용행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도 감은 모바일 패션앱 사용에 한 도 의식과 시

도하고자 하는 기회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즐거움과 재

미를 통해 몰입하게 되는 로우 경험은 새로운 것에 

한 도  욕구를 불러일으킬 때 나타날 수 있으며, 도 감

이 사라지면 사용자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궁극 으로 그 상에 해 무 심해지게 된다[34-39]. 

모바일 앱 환경에서도 다를 바 없이 사용자가 로우 상

태를 경험하기 해서는 한 도 감이 필요하므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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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도 감은 로우 경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숙련도는 개인이 모바일 패션앱을 이용하기 동원하는 

개인의 능력과 숙달 정도라고 정의한다. 숙련도 한 

로우 경험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연구되는데 몰입

으로 인한 즐거움은 개인의 능력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숙련된 상태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숙련도가 떨어

진 상태에서는 업무에 한 걱정과 함께 일이 즐겁지 않

고 지속 인 자기 평가  각성의 상태를 거치게 되므로 

로우 상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34-39]. 즐거움을 제

공해야 하는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우 

상태를 경험하기 해서는 한 숙련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7: 숙련도는 로우 경험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로우 경험은 개인이 모바일 패션앱에 

몰입할수록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이러한 경험이 지속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로우 경험은 많은 선행연구

에서 만족도, 충성도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를 통해 궁극 으로 재방문 혹은 재이용을 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3,17,36,38-41]. 모바일 앱 환경에

서도 사용자가 로우 경험을 할수록 그 앱을 지속 으

로 반복하여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한다.  

   

H8: 로우 경험은 이용행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기 분석

4.1 연구방법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 으며, 설문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들을 

선정하여 5  리커트 형식의 다문항 척도들로 구성하

다. 자료 수집은 국내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사용자  

패션앱 이용자로 한정하여 온라인의 스마트폰  패션

련 동호회를 심으로 163부를 수집하 으며, 오 라인

으로 80부를 배포하여 그  49부를 수집하여 총 212부

를 수집하 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하고, 최

종 20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체 분석 상자 202명  여자

가 131명으로 64.9%를 차지하 고 남자는 35.1%를 차지

하 다. 이는 패션앱 사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는데 여자들이 패션에 한 심도가 남자보다 많기 

때문인 걸로 사료된다. 연령 는 20 가 62.9%를 차지하

고 30 는 25.2%를 차지하 다. 학력은 졸이 48.0%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 재학생이 33.7% 비

을 차지하 다. 직업의 분포는 직장인이 51.5%로 반이

상을 차지하 고, 학생이 39.1%를 차지하 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의 이용

기간은 6개월~1년 경력이 30.2%를 차지하 고, 체 으

로 고른 분포를 보 다. 응답자들의 상세한 인구통계  

분포와 모바일 환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  분포  모바일 환경

(Table 1) Demographic Analysis

　 구분 빈도 %

인구

통계

분포

성별
여 131 64.9

남 71 35.1

연령

10 1 0.5 

20  127 62.9 

30 51 25.2 

40 22 10.9 

50  이상 1 0.5 

학력

고등학교 재학 1 0.5 

고등학교 졸 6 3.0 

학교 재학 68 33.7 

학교 졸 97 48.0 

학원 재학 15 7.4 

학원 졸 15 7.4 

직업

직장인 104 51.5 

학생 79 39.1 

자 업 7 3.5 

주부 4 2.0 

기타 8 4.0

모바일 

환경

이용

기간

1개월 미만 14 6.9 

1~3개월 35 17.3 

4~6개월 46 22.8 

6개월~1년 61 30.2 

1년 이상 46 22.8 

모바일 

OS

iOS(아이폰) 118 58.4 

안드로이드 75 37.1 

도우 모바일 6 3.0 

블랙베리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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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패션앱 이용 황 

모바일 환경하에서 패션앱 이용 황에 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  이용 인 패션앱의 개수는 

50.5%가 1~2개의 패션앱을, 29.2%는 3~5개, 20.3%는 6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직 국내의 패션 련 앱의 

숫자가 많지 않고, 패션앱이 충분히 일반인들에게 소개

되지 않은 이유로 사료된다. 일평균 패션앱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60.9%의 상자가 10분 미만을 이용하 고, 

22.8%는 11~20분, 16.4%는 20분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

자주 이용하는 패셥앱의 종류로는 다양한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패션잡지 앱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은 패션기업에서 출시하는 특정 랜드 앱이 25.2%를 차

지하 다. 패션쇼핑앱은 14.9%, 여러가지 기능이 포함된 

패션앱은 11.4%, 패션코디 련 앱은 8.9%를 차지하 다. 

즉, 패션앱 이용자의 약 62%는 패션앱을 통해서 패션

련 최신의 정보를 얻거나 선호하는 랜드에 한 정보를 

얻기 해서 패션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 에 따른 이용 황을 분석해본 결과,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간 는 밤 9~12시 사이, 그 다음은 녁 6~9

시, 오후 2~6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녁시간 

이후 퇴근 시간이나 귀가 후 개인 인 여유시간이 있을 

때 패션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 장소는 버스/지하철이 가장 많은 34.7%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다음 장소는 집으로 33.2%를 차지하 고, 

근무지/학교가 13.9%를 차지하 다. 이는 사용자들이 출

퇴근이나 등하교 등 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 패션앱

을 자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휴식의 장소인 집에서

의 사용 비 도 교통 이용시와 비슷한 수 으로 자

주 이용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앱이 모바일 디

바이스에서 실행이 되는 애 리 이션이지만, 고정된 장

소인 집에서 자주 이용한다는 에서 기존 PC기반 유선 

인터넷이나 TV시청 등 다른 매체에 향을 미칠 수 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 해서 살펴보면 

자투리 시간이 50.5%로 큰 비 을 차지하 으며, 그 다

음이 잠자리에서 사용하는 비 으로 20.3% 다. 이는 모

바일 기기의 표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의 휴 성이 뛰

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편재성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녁 6시 이후부터 밤12시 시간 에 버스나 지하철 는 

집에서 자투리 시간이나 잠자리에서 패션앱을 주로 이용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표 2) 모바일 패션앱 이용 황

(Table 2) Usage Analysis of Mobile Fashion Applications

 구분 빈도 %

이용 인 
패션앱
개수

1~2개 102 50.5

3~5개 59 29.2

6~10개 21 10.4

11~20개 13 6.4

21개 이상 7 3.5

일평균
이용시간

~10분 미만 123 60.9

11~20분 46 22.8

21~30분 21 10.4

31~1시간 6 3.0

1~2시간 4 2.0

2시간 이상 2 1.0

애용하는 
패션앱
종류

패션잡지 앱 74 36.6

특정 랜드 앱 51 25.2

패션쇼핑 앱 30 14.9

다기능 복합 앱 23 11.4

패션코디 앱 18 8.9

기타 6 3.0

자주
이용하는 
시간

(Time)

오  6~9시 7 3.5

오  9~12시 18 8.9

오후 12~2시 28 13.9

오후 2~6시 37 18.3

녁 6~9시 42 20.8

밤 9~12시 57 28.2

심야 12~6시 13 6.4

자주
이용하는 
장소

(Place)

버스/지하철 70 34.7

집 67 33.2

근무지/학교 28 13.9

길거리(야외) 18 8.9

식당/커피 18 8.9

자동차안 1 0.5

자주
이용하는 
경우

(Occasion)

자투리 시간 102 50.5

잠자리에서 41 20.3

귀가 31 15.3

출근(등교) 13 6.4

출근(등교) 9 4.5

식사시간 3 1.5

패션상품 쇼핑시 3 1.5

5. 연구결과

5.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하여 먼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로 변수들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통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된 측정모델을 기반으로 구조모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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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 다.

먼  탐색  요인분석에서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

을 추출하기 해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교회 방식을 채택하 다. 문

항의 선택기 으로 고유값은 1.0 이상, 요인 재치는 0.5 

이상을 기 으로 하 다. 총 36개 문항 에서 7개 문항

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재되어 제거하 고, 최종 29

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 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측정된 값들은 요인 재량 0.5를 상회하고 공통성은 0.4 

이상이며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

수들은 단일 차원의 구성개념임이 확인되었다.

   

(표 3) 탐색  요인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구성개념　 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고유값

성과기

PE2 0.838 0.801 

2.380 PE1 0.816 0.789 

PE3 0.738 0.723 

노력기

EE3 0.882 0.834 

2.436 EE2 0.807 0.843 

EE1 0.766 0.740 

사회
향

SI2 0.813 0.860 
1.641 

SI1 0.809 0.844 

진조건
FC2 0.844 0.867 

1.509 
FC3 0.721 0.825 

이용의도

BI2 0.836 0.924 

2.616 BI3 0.828 0.889 

BI1 0.775 0.876 

이용행

UB2 0.831 0.857 

2.556 UB1 0.802 0.786 

UB3 0.798 0.812 

도 감
CH1 0.864 0.849 

1.759 
CH2 0.844 0.835 

숙련도

SK2 0.861 0.857 

2.558 SK1 0.814 0.834 

SK3 0.777 0.835 

로우
경험　

FL2 0.875 0.878 

2.608 FL3 0.864 0.821 

FL1 0.800 0.839 

확인된 구성개념에 한 신뢰성 검증을 해 본 연구

에서는 측정도구별 내 일치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α 

값을 계산하여 요인의 신뢰성을 평가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α 값이 0.6이상일 경우 신뢰성을 가진다고 

단하는데,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75 

이상으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집 타당성은 요인 재량  평균분산추출 값을 통해 

평가하 다. 먼  요인 재량은 0.6이상이면 집 타당성

이 있다고 하 는데[42],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값은 0.6을 

상회하고 있다. 한 모든 구성개념의 평균추출분산 값

은 0.5이상을 상회하고 있어[43], 본 연구의 집 타당성

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4)는 집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결과이다.

(표 4) 확인  요인분석 결과 – 집 타당성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onvergent Validity

　
측정
항목

표 화
재량

평균분산
추출

Cronbach's α

성과
기

PE1 0.836

0.702 0.832 PE2 0.771

PE3 0.771

노력
기

EE3 0.772

0.726 0.859 EE2 0.928

EE1 0.744

사회
향

SI2 0.840 
0.746 0.824 

SI1 0.833

진
조건

FC3 0.887
0.736 0.753 

FC2 0.676

이용
의도

BI1 0.885

0.878 0.944 BI2 0.969

BI3 0.919

이용
행

UB1 0.822

0.780 0.879 UB2 0.926

UB3 0.824

도 감
CH2 0.868

0.710 0.818 
CH1 0.798

숙련도

SK3 0.854

0.764 0.889 SK2 0.829

SK1 0.878

로우
경험

FL3 0.829

0.729 0.900 FL2 0.897

FL1 0.875

다음으로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개념들간 상 계수를 상회하는지 여부

를 검토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아래 표 5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 계수 값 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기 때

문에 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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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확인  요인분석 결과 – 별 타당성

(Table 5)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Discriminant Validity

변수 평균
(S/D) 1 2 3 4 5 6 7 8 9

1. 성과
기

3.41
(.73) .837         

2. 노력
기

3.75
(.77) .330 .852        

3. 사회  
향

3.98
(.82) .270 .348 .863       

4. 진
조건

3.60
(.68)

.266 .353 .483 .857      

5. 이용
의도

3.84
(.86) .458 .412 .473 .467 .937     

6. 이용
행

2.42
(.79) .551 .37 .287 .298 .512 .883    

7. 도 감 3.21
(.80)

.367 .324 .284 .339 .356 .378 .842   

8. 숙련도
3.74
(.82) .201 .443 .318 .382 .404 .277 .326 .874  

9. 로우 3.40
(.97) .263 .276 .211 .283 .36 .343 .499 .515 .853

주) 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5.2 가설 검정과 논의

구조모형방정식을 이용한 연구의 평가방법에는 카이

제곱을 검증하는 방법과 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가

설이 상당히 민감하므로 카이제곱검증에 으로 의존

하여 모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44].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 으며, 

합도 평가지수의 기 이 확립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 Browne & Cudeck[45]

에 따르면 RMSEA값은 0.05이하면 좋은 합도이며, 

0.05에서 0.08사이면 합한 합도 그리고 0.10 이상이

면 부 합한 합도라고 하 다. TLI와 CFI의 경우 1부

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0.90 이

상이면 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46,47]. 본 연구의 모

형 합도는 아래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TLI=0.926, 

CFI= 0.937, RMSEA=0.059로 합한 수 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 모형의 합도

(Table 6) Goodness of Fit Results

x
2
=589 DF=346 p=.000

TLI=0.926 CFI=0.937 RMSEA=0.059

연구모형의 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추정된 경로계

수를 통해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구조모형 방정식을 

바탕으로 한 경로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성과기 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99% 신뢰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성과기

의 주요 속성인 유용성은 패션앱 이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따라서 패션앱의 이용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이용자가 얻고자 하는 유익한 최신의 

패션정보를 제공하고 쇼핑이나 코디 등 패션과 련한 

실질 인 도움을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인 노력기 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은 95% 신뢰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

다. 즉, 노력기 의 주요한 속성인 사용의 편리성과 용이

성이 패션앱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

고, 이는 모바일 앱의 기획, 제작  리시 사용자의 입

장에서 쉽고 편리하며 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애 의 아이폰이 인기를 끄는 이

유 의 하나도 사용자 심의 뛰어난 인터페이스 때문

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가설인 사회  향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은 99% 신뢰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

었다. 이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패션앱 이용에 

해 권유를 받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패션앱의 

이용의도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패

션앱의 런칭이나 출시 이후에 고객에게 홍보시 구  마

을 극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 가설인 진조건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

은 99% 신뢰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

다. 즉, 모바일 패션앱 이용자들이 패션앱을 이용하면서 

기술 , 서비스 인 지원을 충분히 받게 될수록 패션앱 

이용의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패션앱을 출시

할 때도 하나의 상품을 출시하는 것처럼 고객에게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가설인 이용의도가 이용행 에 미치는 

향은 99% 신뢰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

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통합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한 많

은 선행연구에서 검정된 결과와 다르지 않다. 즉, 이용의

도를 느끼게 할수록 이용행 가 확 됨을 의미하며, 이

용의도의 선행변수인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이 모두 충족 될수록 이용행 도 확 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가설인 도 감이 로우 경험에 미치는 

향은 99% 신뢰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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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모바일 패션앱에 해 호기심과 도 감을 

자극하게 하는 요소를 극 활용한다면 이용자가 모바

일 패션앱에 더욱 몰입하게 될 것이라는 시사 을 제공

한다.

일곱 번째 가설인 숙련도가 로우 경험에 미치는 

향은 99% 신뢰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

었는데, 이는 모바일 앱에 익숙하고 숙달되어 있을수록 

몰입의 경험을 더욱 쉽게 경험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로 하여  모바일 패션앱에 숙달될 

수 있도록 쉬운 근성과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여 반복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가설인 로우 경험이 이용행 에 미치는 

향은 99% 신뢰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

되었다. 즉, 패션앱을 통해 몰입을 하여 로우 경험을 

할수록 패션 앱 이용행 도 확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패션앱 이용자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오락 , 정보

인 요소를 포함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항들을 극 

제공하고 동시에 쉽게 사용법이 숙련될 수 있도록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 2)는 가설검증 결과를 구조모형 경로값으

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Figure 2) Results of Path Analysis of Structured Equations Model

주) 표 화된 경로계수. ( )는 C.R. 값
 * p<0.05,  ** p<0.01에서 통계  유의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검증 결과를 표로 정리

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Table 7) Hypotheses Testing Results

가설 경로 P 값 검정

H1 성과기  > 이용의도 0.000** 채택

H2 노력기  > 이용의도 0.038* 채택

H3 사회 향 > 이용의도 0.010** 채택

H4 진조건 > 이용의도 0.003** 채택

H5 행 의도 > 이용행 0.000** 채택

H6 도 감 > 로우경험 0.000** 채택

H7 숙련도 > 로우경험 0.000** 채택

H8 로우경험 > 이용행 0.002** 채택

5. 결   론

속한 모바일 환경의 도래는 경제, 문화, 정치 등 사

회 반 인 부분과 개인, 기업에게도 다양한 측면의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과 소통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존 오 라인 

 유선 인터넷 마 과 차별화된 모바일 마 을 구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

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앱의 이용을 진시키기 한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기존의 통합기술수용모형이 잘 설명할 

수 없는 모바일 앱의 특성을 반 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에서도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앱을 상

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상으로 한 업무에 도움만

을 주는 기술들과 차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

구의 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로우 이론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기술인 

모바일 앱의 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로우 경험이 

매우 의미있는 변수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 오늘

날의 디지털 환경이 추구하는 다양한 기술들은 단순한 

업무 생산성 향상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서 재미를 추구

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목 을 두려는 기술들이 많

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 검정한 로우 이론은 이

들 기술들의 이용과정과 수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

인 개념  틀을 제공한다.

둘 째, 본 연구는 몰입을 하는 로우 상태를 경험하

기 해서는 도 감과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로우 이론

을 모바일 앱 환경에서 검정하 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업

무성과 향상에 한 기 보다는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인 한 도 의식 고취와 작업 숙달을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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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기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세 번째, 통합기술수용모형의 주요 변수인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 등의 변수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신기술의 이용이나 수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통합기술수용모형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바일 앱으로서 패션앱을 설정하여 그 세부

인 이용 황을 살펴보기도 하 다. 따라서 본 결과물은 

모바일 패션앱을 마  툴로서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 

패션앱 이용자의  수 을 제공해 으로써, 모바일 패

션앱 이용자에 한 이해를 돕고 패션앱의 활성화를 

한 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는 

모바일 패션앱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검

정하면서 각 요인에 한 세부 인 기획과 운 방안에 

한 실무 인 시사 을 제시한 바, 본 연구를 통해 검정

된 각 요인들의 속성을 악하고 해당 속성에 최 화된 

기획  운 을 한다면 모바일 패션앱이 휼륭한 비즈니

스 모델  마  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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