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4, No. 1 (Jan. 2014) pp. 136-151 http://dx.doi.org/10.7233/jksc.2014.64.1.136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 유형 분석
- 한국 계정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

박 민 아․고 현 진⁺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박사수료․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부교수⁺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 Types� of� Fashion� Brand� Application�
-� Concentrating� on� Korean� Application� cases� -

Min-A� Park․Hyun-Zin� Ko⁺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투고일: 2013. 10. 18, 심사(수정)일: 2013. 12. 29, 게재확정일: 2013. 12. 23)

ABSTRACT1)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ypes of fashion brand application focusing on accounts cre-
ated in Korea. While referring to ‘Chanel’ which has developed a fashion brand app for the first 
time in August of 2008, not only for App store by Apple Inc. of the greatest market share but 
also for Android market, the one and only competitor of App store, the study examined cases of 
fashion brand app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been in service till August of 2013 
since the year of 2008.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search 
and a case review, categorizing the app by their distinctive functions which were Basic 
Information, SNS, AR, LBS, Entertainment, Mobile Shopping and Live Streaming. As for the first 
function, Basic Information, it was considered to provide information on a brand such as prices, 
sizes and colors of products which should be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 of a fashion brand. 
The function would include look book, catalogues, photographs and others of products, helping 
users of the app with their understanding on images and concepts of the brand. Second, SNS 
function was considered useful for its mobility and communication and with the help of theirs, 
the users share fashion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hird, AR function as in a filed of virtual 
reality would edit virtual objects to look real in an actual environment. This would eventually of-
fer the users a chance to try for clothes virtually. The fourth function, LBS, would work with 
GPS to find a store closest from a present location. This would be a help when the users try to 
find stores holding promotion events or trails while hiking in mountains. The fifth Entertainment 
function would include all sorts of games and chances for the users to listen to music and keep 
fashion diaries. The sixth function, Mobile Shopping, would help the users purchase items online 
via the app as they would not visit a store in person. The seventh function, Live Streaming, 
would give the users chances to actually see fashion collections in real time, held all over the 
world in every season. Because of this function, not only fashion experts but also regular people 
have become able to enjoy the fashion show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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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discussed in the study will be a useful reference when any relevant fields try to de-
sign other new fashion brand application. 

Key words: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fashion application(패션 어플리케이션), 
fashion brand app types(패션 브랜드 앱 유형), smart phone app(스마트 폰 앱)

Ⅰ. 서론
손안의 PC라 불리는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

는 새로운 모바일 중 하나이다. 최근 모바일 기술이

발달되면서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음에 따라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발달하

고 있다. 그 중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패션 어플리케이션은 패션 브랜드의 인터넷 홈

페이지와 같은 브랜드 정보와 광고 및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SNS와 증강현실의 활용을

통해 고객과의 빠른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발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 패션 컬렉션까지 실시간으

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

동 시간을 활용해서 패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

일 쇼핑의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패션 어플리케이션에 관련한 선행연구로

서 장승희1)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 특성에 따

른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의 광고 수용과정과 전

략에 관한 연구하였고, 최가현2)의 연구에서는 패션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추구혜택이 사용자 충성도 및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최예슬,

김미영3)의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분

석을 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전반적

인 어플리케이션의 광고 효과와 패션 브랜드 어플리

케이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

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패션 앱 사례의 실질적 유형 분석 즉 패션 어플리케

이션의 특징과 구체적 현황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제작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 어플리케이션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

자료로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의 형성 및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학술서적과 선행논문, 학회지, 관

련기사,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사이트,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사례 분석 자료는 한국 계정으로 오픈된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실제 사례들과 더불어 국

내ㆍ외 서적, 정기간행잡지, 패션 뉴스 사이트, 패션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패션 어플리케이션 특징적 유형을 분석하여

국내ㆍ외 패션 브랜드를 연구하였다.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비중이 큰 애플사

의 앱스토어의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마켓이 개설되어 어플리케이션

개수 및 다운로드 수가 많은 유일한 경쟁 상대인 안드

로이드 마켓의 어플리케이션도 추가하였다. 스마트폰의

계정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마켓이 다르므로 한국 계정

으로만의 제한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패션 브랜드 어플

리케이션의 종류와 특징은 아이튠즈 앱스토어, 아이폰

앱 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인터넷 사이트, 안드로이드 마

켓을 통해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조사하였다. 연구 설정 시기는 2008년 8월 최초의 아이

폰 어플리케이션 “Chanel's Haute Couture Show"4) 서

비스를 통해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활용한

패션 명품 브랜드의 샤넬을 기준으로 삼아 2008년 이

후부터 2013년 8월까지 오픈된 한 국내ㆍ외 패션 브랜

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연구하였다.

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고찰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성과 마켓 현황
최초의 스마트폰은 IBM이 1992년에 컴텍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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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 computerdealer's exhibition)에 소개했던 시몬

(Simon)이라 불리는 제품이었으며, 초기 스마트폰은

노키아가 1996년 출시한 NOKIA 9000을 필두로 하여

주로 모바일 비즈니스용으로 이용되었다.5) 그러나 이

후 2007년 6월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부

터, 일반 휴대폰과 같이 스마트폰 이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스마트폰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사전적인

의미로 ‘적용’,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하지만 스마

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뜻하며,

흔히 줄여서 앱(App), 어플(Appl)이라고도 불린다.

PC에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듯이 스마트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PC와 같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모바일이며, 항상 휴

대 가능하고 업데이트가 용이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패스트(fast) 시대에 맞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휴대

하기 편하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좋은 아이템이며, GPS 기능으로 현재 위치 정보

를 통해 새로운 장소 찾기나 유명한 장소 등의 위치

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은 매우 빠르며, 필요한 어플리케

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살

펴 볼 수 있는 멀티 작업이 가능하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2010년 4분기에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

매수가 PC의 판매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6) 컴

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이 대중화된 것과 같이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도 활

성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세대로서 인터

넷이 발전되었다면, 2010년대는 스마트폰 세대로서

어플리케이션이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의 ‘국내 IT 이용에서 인구 사회적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자, 고학력자일수록 스

마트폰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서 대학생, 대학원생의 이용률이 92.2%, 일반인에서

는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7) 2012년 말에는 이동 통신 가입자 3명 중 1명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8월 말

기준으로 5명 중 3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꾸준히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8)에

의하면 2013년 1월 말 가입자 수는 3,300만 명이 넘

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반 휴대

폰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

토어에 대하여 '앱스토어'란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

는 게임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료나 무료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정의하고 있다.

휴대폰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애플은 2008년 7월

가장 먼저 ‘아이폰’용 앱스토어 문을 열었다. 현재 앱

스토어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의 약 70%가 무료, 약

30%는 유료로 애플사가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인 앱스토어를 선보이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

장의 성장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국외에서는 <표 1>

과 같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 스토

어), RIM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인 블랙베리 앱월드,

노키아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오비스토어, 마이크로

소프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윈도우 마켓 플레이스

등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구글

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SKT의

T 스토어, KT의 Olleh 마켓, LG U+의 OZ 스토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표적으로 크게 애플의 앱스토어

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경쟁 구도로 보고 있

다. 국내의 SKT, KT, LG U+는 구글의 계정으로 어

플리케이션 마켓을 오픈했다. 앱스토어의 어플리케이

션 수는 약 50만개로서 얼마 전 앱스토어를 통해 다

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션의 수가 100억 개를 돌파하

기도 했다. 가장 큰 라이벌인 안드로이드 마켓은 약

30만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으며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한 어플리케이션의

수도 30억 개에 달한다.9) 앞으로 더 많은 어플리케이

션이 개발되어 등록될 것이며, 다운로드 횟수 또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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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어플리케이션 마켓 개설 시기

국외

애플 앱스토어 2008년 07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 2008년 10월

RIM 블랙베리 앱월드 2009년 03월

노키아 오비스토어 2009년 05월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마켓 플레이스 2009년 10월

국내

SKT
안드로이드

마켓

T 스토어 2009년 09월

KT Olleh 마켓 2009년 11월

LG U+ OZ 스토어 2010년 08월

<표 1> 국내ㆍ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켓 현황

2. 일반 어플리케이션 유형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쉽고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

류하여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앱스토어의 어플

리케이션 카테고리는 20개10)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마켓의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는

앱스토어 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27개11)의 카테고리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카테고리 비율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카테고리가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오픈되어 있는 일반

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은 기존 선행논문12) 연구

를 참고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유형을 기능에 따라

Information Service, SNS, LBS, Entertainment Service,

Commerce Service 총 다섯 가지로 유형화 될 수 있

었다.

Information Service(정보이용 서비스) 기능은 정

보를 검색하거나 날씨, 생활 정보 뉴스 및 신문 보는

기능, 버스 및 지하철 도착 시간 정보, 어학 학습과

같은 교육 기능, 항공권 및 여행 정보 기능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플리케이션이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 인맥 구축 서비스)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화 기능을 포함하며,

SNS의 대표적인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니 홈

페이지 등과 채팅 기능의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트

온, 스카이프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최근에는 초, 중,

고, 대학교 동창 모임을 목적으로 개발된 멤버

(Member) 어플리케이션 또한 서로의 소식을 실시간

으로 전할 수 있는 양방향 어플리케이션이다.

LBS(Location Based Service : 위치 기반 서비스)

기능은 GPS기능을 연동하여 내비게이션 기능 및 빠

른 길, 가까운 매장 찾기 등의 서비스로 현재 위치에

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찾아주는 기능으로 길 찾기

및 유명한 맛 집 찾기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Entertainment Service(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능

은 각종 게임 기능을 포함하여 음악이나 영화 감상,

TV 시청, 사진 및 동영상 편집 기능 등으로 휴식과

여가 시간을 즐기는 어플리케이션 기능이다.

Commerce Service(커머스 서비스) 기능은 전자상

거래의 한 형태로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금융 서

비스 기능을 포함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티켓 예매 및 모바일 쇼핑 기능이 있으며, 공동 구매

방식으로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위 메이크 프라

이스 등이 있다.

Ⅲ.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사례 분석

1.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특징적 유형
최근에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스마트폰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자 패션 업체들도 스마트폰 열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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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유형

Digital Marketing in Fashion.

(2010.04.22). SAMSUNG DESIGN

NET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유형

- Social Network Service(SNS)

- Augmented Reality(AR)

- Live Streaming(Collection)

패션 업체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동참.

(2010.05). FASHIONCHANNEL.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유형

- SNS(Social Network Service인맥구축서비스)

-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신희진. (2011). 국내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현황. 한국패션협회.

pp.80-82.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유형

- 증강현실 기술 응용 어플리케이션

- GPS 기술 응용 어플리케이션

- 고유 아이덴티티 전달 어플리케이션

최예슬, 김미영. (2011).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분석. 패션 비즈니스

학회. 15(5). pp.129-143.

▪기본정보유형-상품, 매장, 패션, 코디정보 제공

▪부가정보유형- 엔터테인먼트 정보 제공

- 취미, 생활정보 제공

- 가상경험 제공

- 공유서비스 제공

김서영. (2012). 패션 어플리케이션

“Style By Me"의 모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패션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 유형별 특징

- 정보제공 지향 컨텐츠

- 감성유발 지향 컨텐츠

▪패션 어플리케이션의 유형별 기능과 특성

- 스타일 관리용

- 모바일 쇼핑용

- 패션정보용

- 패션 브랜드용

<표 2> 선행 연구에 나타난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유형 사례

동참하여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

다. 패션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한

글로 “패션”과 영어로 “Fashion"을 검색하면 패션과

관련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크게 패션 브랜드, 패션 정보지,

매거진, 패션 쇼핑몰, 패션 코디 등으로 볼 수 있다.

패션 쇼핑몰은 롯데, 현대, 신세계와 같이 백화점 쇼

핑몰도 있고, G마켓, 11번가, 옥션 등의 오픈 마켓도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패션 쇼핑몰도 있

다. 패션의 특성상 빠르고 짧은 사이클과 가시적인

특징으로 인해 패션 어플리케이션은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장점이 있다.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은 매

시즌 브랜드 컬렉션과 매달 바뀌는 카탈로그와 룩북

을 통해 패션 브랜드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매시

간 변화하는 패션 아이템의 종류와 수량으로 인해 실

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리고 매출 확대, 브

랜드 인지도 향상, 고객관리 강화 등의 패션 브랜드

광고 및 판매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은 27개의 카테고리 중 라이프스타일 목록에 포함되

어 있고, 앱스토어 또한 20개의 카테고리 중 라이프

스타일에 포함되어 아직까지 패션이라는 카테고리로

따로 분리 되어 있지 않다. 예외적으로 국내 브랜드

로가디스(Rogatis)는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가 아닌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고, 마인드브릿지

(Mindbridge)는 교육 카테고리에 MLB는 엔터테인먼

트 카테고리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 브랜드 노스 페

이스(The North Face)는 건강 및 피트니스 카테고리

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대 패션 정보 삼성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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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13)과 FASHIONCHANNEL 2010 MAY14), 한국패

션협회 10월호15), 선행논문16) 연구를 참고 하여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 유형을 브랜드 특징의

쓰임과 기능에 따라 기본정보 기능과 SNS 기능, AR

기능, LBS 기능, Entertainment 기능, Mobile Shop-

ping 기능, Live Streaming 기능으로 총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특징적 기능

에 따른 유형을 선행연구17)를 참고하여 정리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기본정보 기능은 패션 브랜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브랜드 안내와 상품의 가격, 사이즈, 색상 등

의 정보를 제공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컨셉을 보여주

기 위하여 마네킹 또는 모델에 의한 룩북(Look

Book), 카탈로그, 화보 촬영 이미지 등이 있으며, 신

속한 쇼핑을 위한 매장 위치와 연락처 정보도 포함하

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 인맥 구축 서비스)

기능은 사회적 관계에 의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동성

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이 휴먼네트워크와 결합

해 앱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시켰다.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SNS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SNS는 개인 간,

기업 간, 개인과 기업 간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패션 브랜드의 기업체들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계정을 만들기 시작하여 고객

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실

시간으로 의상 아이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재고

수량 등을 문의하는 기능도 있으며, 제품 사용 후기

정보도 나눌 수 있다. SNS 기능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 기능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하여 현실 세계를 기초로 추

가 정보를 가상으로 얻을 수 있다. 가상현실의 한 분

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을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

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증강현실은 정보 산업 기술의 발달과 스마

트폰 보급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영국의 대형 백화점 체인 데번햄

(Debenhams)은 영국의 명소 5곳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을 만들어 의상을 올려놓았다. 소

비자는 각각의 명소에서 앱을 실행시키면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도 있으며 실제 구매할 경우에는 20%

할인을 적용하여 열성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18)

국내에서는 2010년 S/S 서울 패션 위크에서 증강현

실 무대를 보여 주었다. 아이폰을 통해 전체 컬렉션

을 공개하는 첨단 디지털 패션 축제였다. 패션잡지

W Korea와의 제휴를 통해, 패션쇼 직후 이를 바로

아이폰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패션 어플리케이

션에서 증강현실은 코디네이션 부분에서 볼 수 있으

며, 아바타를 이용하여 코디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

의 사진을 찍은 후 본인의 사진에 의상을 대입하여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LBS(Location Based Service : 위치 기반 서비스)

기능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특정 위치 정보를 기반으

로 기존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높였다. LBS의 주요

장점은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여러 위치를 이동하면

서도 직접 주소나 지역 구분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

다는 점이며, 위성을 활용한 GPS(Global Positioning

Service) 측위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하여 무선 인터

넷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주요 요소기술 중

하나이다.19) 국내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와 같은 경우

는 아웃 웨어로서 GPS기능을 연동하여 등산 관련 어

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등산 코스 및 위치와 SNS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추억을 남기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정보 기능에 포함되어 있

는 매장 위치 정보를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

까운 매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

고 있었다.

Entertainment 기능은 음악 감상, 날씨 정보, 다이

어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부가적인 기능과 의상과

더불어 액세서리 착용 방법, 산악활동 뉴스 및 정보

공유 프로그램, T.P.O에 따른 코디 방법 등을 제공하

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Mobile Shopping 기능은 직접 매장에 가서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패션 상품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구매하는 기능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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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패션 상품을 구

매하는 것이 새로운 구매 방법 이였으나,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서가 아닌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

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보고 즉석에서 주문하

여 배송 받아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기능이다. 대

한상공회의소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9월 모바일 쇼

핑 이용객은 월 1,000만 명을 돌파했다.20)

Live Streaming 기능은 브랜드의 컬렉션 및 패션

쇼 동영상을 제공하여 희소성 가치 제공을 하고 있

다. 명품 브랜드의 컬렉션 같은 경우 패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가하기 힘들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컬렉션 및 패션쇼를 동시간대에 관

람할 수 있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브랜드의 컬

렉션을 볼 수 있는 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브랜

드 엠비오(MVIO)는 2010 F/W 서울 패션 위크 개

막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

행되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는

런던의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에서 진행된

패션쇼를 뉴욕, 파리, 두바이, 도쿄에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Christopher Bailey에 의해 디자인된 스크린

공간을 통해 3D 패션쇼를 생중계했다.21)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 유형 분석을 비교해 보았을 때,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에서 AR 기능과 Live Streaming 기능

이 추가로 더 있었다. 이는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

션에서 필요한 패션 코디 기능을 증강현실을 통해 효

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전 세계의 각종 패션 정보

및 컬렉션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패션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트렌드 정보 제공을 하는데 기인한다

고 생각된다.

2. 국내ㆍ외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사례
분석

한국 계정을 중심으로 오픈되어 있는 국내ㆍ외 패

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사례는 앞 절에서 논의 된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특징적 기능에 따른 일곱

가지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계에서 패

션을 2008년 8월 어플리케이션에 처음 활용한 패션

브랜드는 샤넬(Chanel)22)이며, 국내 패션 브랜드 중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는 제일모직의

후부(FUBU)로 2010년 2월 출시23)되어 해외에 비해

약 2년 정도 다소 늦게 출발하였다. 후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패션 브랜드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하기 시작하였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 오

픈되어 있는 총 59개의 국내ㆍ외 패션 브랜드 어플리

케이션을 분석하였다. 59개의 브랜드 중 29개의 브랜

드는 앱스토어에만 오픈되어 있었고, 그 중 빈폴 등

30개의 브랜드는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 모두

오픈되어 있었다. 30개의 브랜드 중 DIOR, DKNY,

GUCCI 3개의 브랜드는 컨텐츠가 조금씩 다르게 오

픈되어 있다. 국내ㆍ외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의

일곱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국내 브랜드 총 22개의

어플리케이션은 <표 3>으로, 국외 브랜드 총 37개의

어플리케이션은 <표 4>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3>에서는 국내 어플리케이션의 브랜드를 분석

하였는데, 여러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큰 기

업들의 대부분의 경우 각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운영

되고 있었으며, 일부 ‘신원’과 ‘LG 패션’ 같은 경우에

서는 자사내의 여러 개의 브랜드를 한 개의 어플리케

이션으로 통합해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기본정보 기능과

SNS 기능이 100% 비율로 모두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LBS 기능이 72.7%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

었다. LBS 기능에서는 가까운 매장 찾기나 상품 구

입이 가능한 매장 찾기 기능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

데,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GPS로 사용자의

행로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 아웃도어 브랜드의 특징

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Entertainment 기능은 40.9%

였는데, 그 중 게임 기능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에 패션 다이어리, 뮤직 감상, 알람, 날씨 기능 등

이 있었으며, ‘Mind Bridge’ 브랜드의 경우 직장인들

에게 필수 교양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문학 강의를 주

요 콘텐츠 제공하고 있었다. AR 기능은 27.3%의 비

율로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본인 사진 또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가상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 매장에서 직접 피팅

을 하지 않고 가상으로 코디 체험을 할 수 있는 편리

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내 패션 브랜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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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name

기본

정보
SNS AR LBS

Entertain

ment

Mobile

Shopping

Live

streaming
Character

*

Basic House

○ ○ ○　

▪화보, 다양한 이벤트, 할인 쿠폰

▪GPS 기능을 이용해 주변 매장 검색

기능 제공과 매장 정보

*

BCBG

○ ○　 　 　 ○ 　

▪백 스테이지 모델들의 비하인드 장면

과 뉴스 제공

▪취향별 상하의 매칭서비스, 코디 기능

제공

**

Bean Pole

○ ○ 　 ○　 　

▪‘Live Look Book' 앱으로 오프라인에

서 진행되는 이벤트정보

▪트위터 연동

▪매장 정보

*

FILA

○ ○ 　 ○

▪브랜드행사 및 소식, 산악 관련 기사

제공

▪매장 정보 제공

*

FRJ

○ ○ ○　 　 ○ 　

▪카탈로그, 할인쿠폰 제공

▪페이스북과 트위터 공유

▪자신의 코디를 촬영한 뒤 다양한 스

티커로 꾸미고 리뷰 남기는 기능, ‘패

션다이어리’ 앱 개발

*

FUBU

○ ○ 　 ○　 ○ 　

▪2010년 국내 브랜드 중 가장 먼저 어

플리케이션 개발

▪알람기능, 날씨에 따라 선별된 코디

제공

**

g-cut

○ ○ 　 ○ ○ ○　

▪비주얼룩, 제품정보, 브랜드소식

▪매장정보 실시간 확인

▪g-cut match 게임 참여 랭킹에 따라

포인트 제공

▪시즌 새로운 컬렉션

**

KolonSport

○ ○　 　 ○ ○ 　

▪아웃도어 뉴스, 카탈로그

▪GPS로 사용자의 행로 표시, 매장 정

보 제공

▪등산 경로 및 일정 다이어리

**

KUHO

○ ○ 　 ○ ○

▪매달 업데이트되는 룩북, 구호만의 핫

한 뉴스, 전시 소식

▪매장 정보 제공

▪컬렉션 이미지 제공

**

LG 패션

○ ○　 　 ○　 ○ 　

▪LG 패션 자사 브랜드 통합

▪매장 찾기

▪모바일 쇼핑 기능 제공

*

Mind Bridge

○ ○ 　 　 ○ 　

▪교육 카테고리에 등록

▪직장인들에게 필수 교양으로 떠오르

고 있는 인문학 강의를 주요 콘텐츠

제공　

<표 3> 국내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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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B

○ ○　 ○　 　 ○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

▪3D 증강현실 광고와 자신의 이미지를

촬영 후 MLB모자 합성편집 기능

▪MUSIC MLB, 야구 게임 기능 제공

*

Olzen

○ ○ ○　 ○ 　

▪‘지오지아’와 같이 오픈

▪구입 가능한 매장 정보 제공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 코디 체험

기능 제공

*

Rogatis

○ ○ 　 ○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등록

▪로가디스 화보

▪코디 방법 제공

▪매장 정보 제공

**

System

○ ○ 　 ○　 ○ 　

▪믹스 매치를 통한 코디 정보

▪모던하고 다이나믹한 컨셉을 주제로

사운드 아티스트 N2 작품 감상

**

Soloist

○ ○ 　 　 ○ 　

▪뉴 아이템 가격 정보, 고객센터 및 공

지사항 제공

▪주문내역과 배송정보 확인 및 모바일

쇼핑 기능 제공

*

STCO

○ ○ ○　 ○ 　

▪트위터 연동, 쿠폰, 이벤트 제공

▪본인 사진에 셔츠와 타이 코디할 수

있는 코디룸 기능, 코디북

▪가까운 매장 정보 제공

*

Thursday

Island

○ ○ 　 ○ ○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여행 동영상

꾸준히 업데이트

▪패션쇼 영상 및 사진 제공

*

TI for men

○ ○ 　 ○　 　

▪국내외 광고 이미지와 촬영스케치 동

영상 제공 및 이벤트와 할인쿠폰

▪신상품 정보와 T.P.O에 맞는 스타일

링 제공

**

VOV

○ ○ 　 ○ ○ ○

▪브랜드 소식과 제품 정보 및 가격 정

보 제공

▪매장 정보 제공

▪게임 컨텐츠

▪컬렉션 제공

*

ZIO ZIA

○ ○ ○　 ○　 　

▪국내 패션 브랜드 중 최초로 증강현

실을 이용한 앱 개발

▪브랜드 소개, 상품, 매장 정보

▪가상 코디 체험 기능

*

신원

(Style iD)

○ ○ ○ 　 ○ 　

▪신원 자사 브랜드 통합

▪신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의상을 가상으로 ‘비주얼 피팅’ 서비

스를 추가 제공

▪신원 온라인 쇼핑몰과 실시간 연동,

모바일 쇼핑 기능 제공

합 계
22

100%

22

100%

6

27.3%

16

72.7%

9

40.9%

3

13.6%

4

18.2%
국내 브랜드 총 22개

(* : 앱스토어만 오픈 된 앱, ** :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 마켓 모두 동시에 오픈 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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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name

기본

정보
SNS AR LBS

Entertain

ment

Mobile

Shopping

Live

streaming
Character

**

Abecrombie

○ ○ 　 ○　 　

▪신상품, 화보 갤러리

▪트위터, 페이스북 공유 서비스 제공

▪매장 정보 제공

**

Adidas

○ ○ 　 ○　 ○ 　

▪전시 관련 정보 제공

▪일일 운동계획과 코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

**

Armani

Exchange

○ ○ 　 ○ ○ ○

▪매장위치 제공

▪유용한 클럽 컨텐츠, 클럽에서 유용한

LED 메시지 서비스 및 클럽 위치와 클

럽 스타일링 정보

▪컬렉션 제공

**

Banana

Republc

○ ○ 　 ○ ○ ○

▪상황에 맞는 코디 정보 및 가격정보,

할인 쿠폰 제공, 새로운 소식, 이벤트정

보 실시간 제공

▪생활 속 매너 퀴즈 게임 기능

▪패션쇼 제공

*

Chanel

○ ○ 　 ○ ○

▪2008년 8월 세계 최초 패션 브랜드 어

플리케이션 개발

▪제품소개 및 컬렉션 관련 소식

▪매장 위치 정보 제공

▪런웨이쇼 동영상 제공

**

Coach

○　 ○　 ○　 ○

▪다양한 컬렉션 정보와 코치 히스토리,

할리우드 탑 셀리브리티 사진 각종 이

벤트 및 할인정보

▪사용자간 SNS 공유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매장 찾기

▪선물리스트를 추천해 주는 기능

*

Coleman

○ ○ 　 ○　 ○ 　
▪캠핑조건과 장비에 맞는 레시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Columbia

○ ○ 　 　 ○ 　

▪야외활동에 필요한 실용적인 콘텐츠,

포켓북 컨셉으로 낚시, 항해, 배낭여행,

사냥 등 매듭 묶는 방법을 제공

**

D&G

○ ○ 　 ○　 ○

▪카테고리 별 상품 카탈로그, 패션뉴스,

디테일 사진

▪트위터 연결

▪매장 위치 제공

▪컬렉션 동영상

*

Diane von

Furstenberg

○ ○ 　 ○ ○ ○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매장 운영시간에만 어플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한적 모바일 쇼핑 서

비스 제공

▪‘Look We Love' 컬렉션 영상

<표 4> 국외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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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R

○ ○ 　 ○ ○

▪상품, 매장 정보

▪트위터, 페이스북 공유

▪컬렉션 동영상 및 사진 제공

**

DKNY

○ ○ ○ ○　

▪디자이너 도나카란 추천 머스트 해브

아이템 제공

▪트위터, 페이스북 연동

▪나라별 매장 정보

▪컬렉션 정보

*

FENDI

○ ○ 　 ○ ○　

▪백스테이지 정보 제공 및 상품, 매장,

컬렉션 정보 제공

▪런웨이 영상

**

GAP

○　 ○　 ○ ○ ○ 　

▪트위터 연동

▪체형 별 청바지의 FIT을 미리 체험

▪나만의 청바지를 직접 디자인해보는 기

능 및 인디밴드 음악듣기 기능

**

GUCCI

○　 ○　 ○　 ○ ○

▪매장위치 제공

▪‘Gucci Beats’ 뮤직채널 콘텐츠

▪컬렉션 동영상

**

H&M

○ ○ 　 ○ 　
▪패션뉴스 및 영상, 화보, 상품 정보 제공

▪매장 정보 제공

*

Hermes

○ ○ 　 　 ○ ○　

▪백스테이지 인터뷰 정보 제공

▪‘CAPE COD'의 분, 초침이 움직임 컨

텐츠 제공

▪런웨이 영상

**

Hollister

○ ○ 　 ○ ○ 　

▪트위터, 페이스북 연동

▪갤러리, 모바일 스토어 제공

▪홀리스터 필름 제공

*

Hugoboss

○ ○ 　 ○ ○

▪라벨별 카달로그제공, 단골매장등록

▪페이스북 연동

▪패션쇼 영상

*

K-swiss

○ 　 　 　 ○ 　
▪제품 검색 기능

▪튜브카메라 제공

**

Lacoste

○ ○ 　 ○　 　

▪상품정보, 배경화면 다운로드 제공, 브

랜드 히스토리 동영상

▪매장정보 제공

**

MANGO

○ ○　 ○ ○ 　

▪룩북, 아이템별 사진, 화보영상

▪망고 옷 선택 후 가상코디 경험

▪현재위치에서 가까운 매장 위치 정보

*

Missoni

○ 　 　 ○ ○ ○

▪룩북

▪매장 정보

▪텍스쳐 디자인 제공

▪컬렉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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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ke

○　 ○　 ○　 ○ 　

▪페이스북 연동

▪GPS로 거리를 측정

▪운동 거리, 속도, 시간, 칼로리 등을 측

정해주는 기능

*

Paul Smith

○ 　 　 ○　 ○　

▪화보 배경화면 제공

▪매장 정보 제공

▪패션쇼 영상

**

PUMA

○　 ○　 　 ○　 ○ 　

▪안드로이드 APP에서는 중국어로만 제공

▪상품정보와 매장정보 제공

▪일반인과 셀러브리티들의 스타일링 사

진 제공

▪주식 시세 정보 제공

**

Ralph Lauren

○　 ○　 ○ ○　 ○ ○

▪백스테이지, 포토에세이 정보 제공

▪카테고리 별 아이템 사진 및 상품 360

도 회전 영상

▪자신이 직접 셔츠를 디자인해 볼 수 있

는 기능 제공

▪컬렉션 하이라이트영상

**

Reebok

○ ○ 　 　 ○ 　

▪안드로이드 APP에서는 중국어로만 제공

▪트위터, 페이스북 공유서비스

▪자신의 운동 스케줄 관리기능

**

The North

Face

○ ○ ○ ○

▪건강 및 피트니스 카테고리에 등록

▪네비게이션 형태 앱으로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도와 경로추적

기능

*

Timberland

○ 　 　 　 ○ 　
▪아웃도어 브랜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탐험 게임 제공

*

Tommy

Hilfiger

○　 ○　 　 ○ 　

▪브랜드 제품 소개

▪페이스북 연동

▪모바일 쇼핑 결제 기능 제공

*

TOP SHOP

○　 ○　 　 　 ○　

▪좋아하는 스타일 저장, 최신 패션 경향

정보, 상품 정보검색

▪패션 위크 영상 제공

**

UNIQLO

○　 ○　 　 ○　 ○ 　

▪안드로이드 APP에서는 중국어로만 제공

▪패션 스타일링과 상품, 매장 정보

▪유니클로 달력 기능 제공

*

Valentino

○ ○
▪상품 정보 제공

▪컬렉션 영상

*

Vans

○　 ○　 　 ○　 ○ 　

▪코디네이션 팁, 가장 최근 인기 상품

제공

▪게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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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ia

Secret

○　 ○　 　 ○ ○　

▪브랜드 모델 소식, 광고 사진, 스토어

오픈 소식, 패션쇼 뒷이야기, 스페셜 이

벤트

▪패션쇼 영상

**

ZARA

○ ○ ○
▪라인별로 상품제안 및 패션관련 정보

▪구글 맵을 통해 매장 정보 제공

합 계
37

100%

32

86.5%

3

8.1%

29

78.4%

20

54.1%

2

5.4%

17

45.9%
국외 브랜드 총 37개

(* : 앱스토어만 오픈 된 앱, ** :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 마켓 모두 동시에 오픈 된 앱)

서 남성복 ‘ZIO ZIA’가 최초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비교적 낮은 비율로 Live

streaming 기능과 Mobile Shopping 기능은 각각 18.2%

와 13.6%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

션임에 불구하고, 컬렉션 영상 및 정보 제공이 미흡

하였으며, 모바일 쇼핑 기능이 많이 구축되지 않았음

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4>에서는 총 37개의 국외 어플리케이션의 브

랜드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ZARA’, ‘MANGO’,

‘H&M’ 등과 같은 SPA 브랜드 경우는 다양한 아이

템과 빠르게 변화하는 패스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일반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보다 업데이트가 잦게

나타나고 있었다. 국외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에

서는 기본정보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SNS

기능이 86.5%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LBS 기능이 72.2% 나타났다. 세계 여러 곳에

매장이 있는 특징으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매

장 찾기 기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En-

tertainment 기능이 54.1%이며, ‘Armani Exchange’

브랜드 같은 경우는 클럽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클럽

에서 유용한 LED 메시지 서비스와 클럽 스타일링 정

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Live streaming 기능은 45.9%

나타났는데 컬렉션 정보 및 영상이 실시간으로 제공

되어 세계 어디서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패션쇼를

손쉽게 볼 수 있었다. AR 기능은 8.1%로서 증강현실

을 활용한 가상코디네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이

37개의 브랜드 중 3개의 브랜드에서만 보여주고 있었

으며, Mobile Shopping 기능 또한 2.7%의 비율로 낮

게 나타났고, 총 37개의 브랜드 중 ‘Tommy Hilfiger’

와 ‘DVF’ 브랜드 2개 만 모바일 쇼핑 기능이 나타났

다. 국외 브랜드에서 모바일 쇼핑이 낮게 나타난 것

은 배송과 무역관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

고 사료된다.

<표 3, 4>를 고찰 결과 국내 패션 어플리케이션과

국외 패션 어플리케이션을 비교해 보면 기본 정보 기

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브랜드 컨

셉 및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다. SNS 기능은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을 연동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기능으로 관심 있는 아이템 정보나 궁

금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내ㆍ외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AR 기능

에서는 아바타 또는 본인의 사진으로 가상 코디네이

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가 국외 브

랜드보다 더 높은 비중의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난 반

면에 국외 브랜드는 8.1%의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외 패션 브랜드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기

때문에 LBS 기능이 대부분 있어 브랜드 이벤트 참여

및 매장 위치 찾기의 편리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Entertainment 기능은 브랜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

는 게임 기능과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

임과 음악 감상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브랜드의

특징에 맞게 코디 팁과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등산 이

동 경로 기능과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

었다. 국내ㆍ외 브랜드의 공통점은 패션 브랜드라는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쇼핑 결제 기능

이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패션 아이템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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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매장 연결 기능은 있었

으나 앱상에서 바로 결제 기능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백화점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개인 쇼핑몰 등의 어

플리케이션에서는 결제 기능이 모두 구축되어 있는

것에 비해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59개의

브랜드 중 5개의 브랜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브랜드는 국내에 매장이

없는 경우에 배송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Mobile

shopping 기능이 국내 브랜드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

다고 사료된다. Live streaming 기능에서는 패션전문

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는 패션 컬렉션

영상 및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고,

브랜드 특성상 국외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에 비해 많

은 비중으로 패션쇼 영상을 실시간으로 더 많이 제공

하고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 유

형 분석을 목적으로 한국 계정으로 오픈 된 어플리케

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오픈 된 2008년 이후 등장 한 국내ㆍ외 패션 브

랜드의 어플리케이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패션 브

랜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 기능에 따라 기본정보,

SNS, AR, LBS, Entertainment, Mobile Shopping,

Live streaming 기능 이렇게 일곱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패션 브랜드 사례 분석으로 아이폰 앱스토어에

오픈되어 있는 국내ㆍ외 패션브랜드 59개와 안드로이

드 마켓에 동시 오픈되어 있는 브랜드 30개를 포함하

여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기본정보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브랜드의 컨셉과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한 룩북, 카탈

로그 및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국내ㆍ외

브랜드 모두 100%의 비율로 나타났다. 두 번째, SNS

기능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추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으로서 브랜드 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SNS 기능

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는 100%이며,

국외 브랜드는 86.5%로서 총 91.5%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세 번째, AR 기능은 증강현실을 통해 가상

으로 패션 아이템을 코디하는 기능으로 국내 브랜드

가 27.3%로서 국외 브랜드 8.1%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총 15.3%의 비율로 나타났다. 네 번째,

LBS 기능은 GPS기능을 연동하여 현재 위치에서 가

장 가까운 매장 찾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국외 브랜드에서는 이벤트성을 포

함하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국내 72.7%, 국

외 78.4%로서 총 76.3%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섯 번

째, Entertainment 기능은 국내 브랜드 40.9%, 국외

브랜드 54.1%로 패션 브랜드 정보 뿐 아니라 게임

등을 포함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포함

하고 있었고, 총 49.2%의 비율로 나타났다. 여섯 번

째, Mobile Shopping 기능은 선택한 아이템의 재고율

과 판매 가능한 매장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모바일 쇼핑 결제

기능이 매우 적게 총 8.5%의 비율로 국내 13.6%, 국

외 5.4% 비율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Live streaming

기능은 매시즌 마다 열리는 패션 컬렉션을 실시간으

로 볼 수 있으며, 패션쇼 현장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명품 브랜드가 포함된 국외 브

랜드가 45.9%로서 국내 브랜드 18.2%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총 35.6%의 비율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패션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크게 패

션 브랜드, 패션 정보지, 매거진, 패션 쇼핑몰, 패션

코디 등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됨

에 따라서 패션 브랜드가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이

오픈하고 있어 그 부분이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 대

상 설정에 한계이기도 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패션 브랜드 인터넷 홈페이지가 발

달 된 것과 같이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하

게 오픈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카카오 플

러스라고 하여 패션 브랜드를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으며, 플러스 친구 맺기를 하여 브랜드 이벤트 정

보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패션 브랜드 어

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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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연동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광고 효과도 볼 수

있다.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특징적 기능 중 가

장 낮은 비율을 나타났던 모바일 쇼핑은 단순한 트렌

드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바쁜 현대인의 생

활 방식에 맞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할 때 쇼핑

할 수 있다. 앞으로 오픈 될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

션에서 쇼핑뿐만 아니라 패션 쇼핑몰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모바일 결제부분이 더 추가되어 보완된다면, 현

재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

강현실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여 가상 코디 기능에 재

미있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추가하여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함께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스마트폰이 일상

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패션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 유형 분석을 통

해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어

플리케이션 제작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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