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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패션 쇼핑몰에서 패션제품 속성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이 

충동구매 행동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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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 Buy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obile Fashion Shopping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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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fashion product attributes and mobile shopping mall attributes on
impulse buying behavior and mobile shopping satisfaction. The findings provide new information to marketers on mar-
keting strategy for mobile shopping malls. We obtained 283 usable questionnaires from college students. Data were ana-
lyzed b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using SPSS for Window 21.0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by AMOS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utility of fashion products
attributes had the greatest impact on impulse buying behavior when buying fashion products in a mobile mall. Uti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impulsive buying behavior and exhibitionistic had a positive effect on impulsive buying behavior. Next,
continuous management of mobile shopping mall attributes influenced impulse buying behavior. In addition, impulse buy-
ing behavior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Fashion product attributes had a greater impact on impulsive
buying behavior than mobile mall properties when buying fashion products in the mobile mall; in addition, impulse buying
facilitated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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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바람을 탄 모바일 쇼핑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모바일 쇼핑 시장은 26.5%의 고성

장률을 유지하면서 15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

면, 2015년 우리나라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6억 6천 달러

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시

장의 37.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성장률은 온라인 쇼

핑시장 성장률 1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Shopping,

to the Mobile”, 2015).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 2,380억 원으로 이 중 모바일 거래액은 1

조 8,900억 원,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4.6%나 증가한 수치

이다. 매출이 역신장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경기를

고려하면 이는 실제로 그 이상의 성장을 의미한다(“Next-

commerce generation”, 2015). 

최근 이러한 모바일 쇼핑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데 모바일 쇼핑의 편재성, 위치확인, 즉시연결성

같은 모바일 환경만이 주는 고유의 특성은 소비자 만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쇼핑몰의 서비

스품질요인인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이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ae, 2013). 하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바일 쇼핑 특

성 자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즉시연결성, 개인화,

유희성, 유용성, 용이성 같은 모바일 쇼핑 특성이 지각된 가

치, 모바일 쇼핑몰 도입의도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나 구체적인 모바일 쇼핑몰 속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

한 편이다(Choi, 2009; Kim et al., 2015; Ko et al., 2009;

Lee, 2007).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제품 속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패션

앱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몰 속성을 다양성이나 정보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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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상품속성과 사이트구성이나 로딩속도, 결재과정이나 검

색의 편리성 문항이 포함된 서비스 속성으로 분류하여 패션

제품 속성을 모바일 쇼핑몰 속성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서비스 속성은 모바일 쇼핑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쇼핑 사용의도에는 모바일쇼핑에

대한 태도와 상품 속성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났다(Sung,

2013). 하지만 패션제품은 일반제품과 달리 사회심리적인 제

품특성 관련 요인이 충동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모바

일 쇼핑몰에 패션제품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Park & Park, 2011). 

모바일 쇼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고 조

작이 단순하여 PC를 활용할 때보다 소비자의 정보통제력이

낮아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Karaatli

et al., 2010). 또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결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깊게 심사숙고하여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하여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 모바일 쇼핑의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편이다. 

모바일 쇼핑몰과 유사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충동구매 행

동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쇼핑몰

에서 대학생들의 충동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넷 쇼

핑몰의 특성을 이용 편리성, 제품의 구색, 마케팅 촉진요인으

로 분류하였으며 편리성과 마케팅 촉진활동이 충동구매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ark & Lee, 2008).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Wang(2011)의 연구에서는 사이트구성, 상품속성,

정보제공성, 상호작용성, 주문용이성, 판촉/고객서비스, 사이트

명성 등의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이 충동구매성향과 구매 만

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모바일 쇼핑에서 주로 하

는 소셜커머스 구매행동에서 소셜커머스의 특성 중 제품희소

성이 충동구매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가

격할인, 사이트 명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Shin, 2013).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제품구색 등의 제품 속

성을 모바일 쇼핑몰 속성에 포함시켜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

패션제품 구매 시 제품 속성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모바일 쇼핑몰 속성과는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이

에 패션제품 속성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 중 어떤 변수들이 충

동구매 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큰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

들이 충동구매 후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지고 있는데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바일 쇼핑몰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Kang et al., 2014; Park & Park, 2011,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모

바일 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패션제품 속성과 모바일 쇼

핑몰 속성이 충동구매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충동구

매 후 소비자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제품 속성

소비자들은 패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을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제품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평가한다. 패션제품 속

성이란 패션제품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제품 특

성으로 패션제품의 객관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

는 주관적인 속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을 말한다(Park et

al., 2007).

패션제품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Lee and Lim(2001)은

패션제품의 속성을 색상이나 디자인 등 물리적인 속성인 내

재적 단서를 중심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거나 가격과 브

랜드명의 외재적 단서를 통해 제품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또

한 패션제품 속성을 디자인, 색상, 소재 등의 내재적 속성과

광고, 브랜드 등의 사회적 속성, 그리고 세일이나 가격 등의

경제적 속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Lee & Park, 2006). 이

에 패션제품 속성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Ju and Chung(2014)은 의류제품 속성을 섬유의 취급관리,

품질, 유행성 및 브랜드파워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제

품 속성 중 품질과 브랜드파워가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를 이

끄는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Park(2006)은 의

류제품 속성을 크게 객관적 속성과 주관적 속성으로 분류하

였으며, 객관적 속성에는 가격, 상표, 색상, 디자인을 포함시

켰고, 주관적 속성으로는 차별성, 개성, 실용성, 품위, 유행성

을 포함시켜 의복관여도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 및 구매의

도와의 관계를 밝혔다. 연구결과 의복관여도에 따라 의류제품

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Yu and Kim(2012)은 친환경 패션제품의 객관적 속성

중 친환경 소재, 폐기 시 친환경성, 색상/무늬, 친환경 디자인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구매 의도가 높아지고, 친환경

패션제품의 주관적 속성 중 품위/유행성, 혁신/개성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재구매 의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패션제품

속성을 디자인, 색상 스타일의 심미적 속성과 바느질, 관리 및

세탁용이성, 맞음새의 물리적 속성으로 분류하여 브랜드 재구

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심미적 속성이 브랜드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7). 이에 일반적으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패션제품 속성

은 소비자 만족도와 구매의도 및 재구매 의도 등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서 제품 속성을 제품구색, 제품가격, 제품정보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제품구색만이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Kim, 2014), 일반제품을 대상으로 한 Choi(2004)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서비스 이용 시 인지된 제품 가치

중 제품의 품질과 다양성이 인터넷 쇼핑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패션제품은 일반제품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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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성 관련 요인이 충동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패션제품의 유행성, 디자인, 색상, 트렌드, 사

이즈와 구색의 다양성, 희소성 등이 인터넷 충동구매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Park, 2011).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패션제품 속성은 다차원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매의도, 충동구매 행동 등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바일 쇼핑에서의 충

동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2. 모바일 쇼핑몰 속성

패션제품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쇼핑은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패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패션제품

의 쇼핑, 경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7).

모바일 쇼핑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작용하기 위해 무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Jih, 2007). 최근 패션제품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쇼핑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면서 모바일 쇼핑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모바일 쇼핑몰

의 디자인이나 서비스 같은 구체적인 쇼핑몰의 속성이나 특

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모바일 쇼핑 특성 자체에 대한 연구들

이 많이 이루어졌다(Choi, 2009; Kim et al., 2015; Ko et

al., 2009; Lee, 2007). Lee(2007)는 모바일 패션 쇼핑 특성

을 개인화/유용성, 용이성, 유희성, 즉시접속성의 4가지 요인

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즉시접속성, 용이성, 유희성,

개인화/유용성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모바일 쇼핑 특

성 중 개인화/유용성, 유희성, 용이성이 지각된 가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유희성을 제외한

모든 모바일 쇼핑몰 특성이 모바일 패션 쇼핑몰 도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복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o et al., 2009). 모바일 쇼핑의 소셜성,

탐색성, 개인화가 지각된 유용성과 즐거움, 용이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바일 쇼핑몰 태도를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5). 하지만 Choi(2009)

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특성을 편재성, 개인화, 유연성, 즉시연

결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유용성이나 서비스 신뢰는 모바일 쇼

핑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모바일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모바일 쇼핑몰 속성을 서비스품질과 관련지어 연구한

Choi(2004)의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 시 쇼핑몰 속성으

로 인지되는 서비스 품질을 반응성, 신뢰성, 유형성 등으로 분

류하였으며 반응성과 신뢰성이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모바일 쇼핑 특성과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바일 쇼

핑에서 소비자 만족에는 모바일 쇼핑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바일 쇼핑몰의 서비스 품질인 신뢰성, 반응성, 공

감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ae, 2013).

이는 실제 소비자 만족에는 모바일 쇼핑 특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모바일 쇼핑몰 속성이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Kwak et al.(2014)은 모바일 쇼핑의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이용편리성으로 분류하였고, 이용편

리성,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순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o and Yang(2012)은 웹사이

트 특성이 태도와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는데 웹사이트 특성을 제품가치, 사용편의성, 신뢰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신뢰성을 제외한 제품가치와 사용편의성이 태

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호의적인 태도가 패션제품의 구매의도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웹사이트 특성에는 제품과 관

련된 제품가치가 쇼핑몰 속성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패션제품의 모바일 쇼핑에 관한 Lee(2012)의 연구에서는

패션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을 콘텐츠, 다운로딩, 커뮤니티, 지속

적 관리, 디자인/가시성으로 분류하였고, Kim(2011)은 모바일

패션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몰 속성을 신뢰성, 디자인, 서비스

기술, 보안/결재, 고객서비스로 분류하였으며, 모바일 쇼핑몰

속성 중 신뢰성, 디자인, 서비스 기술, 보안/결재 요인은 모바

일 쇼핑 특성의 소셜성과 개인화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즉시연결성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술, 고객서비스 요인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몰

속성은 쇼핑가치를 통하여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모바일 쇼핑몰 속성은 디자

인, 서비스 기술, 지속적 관리 등 다차원으로 구성되며, 모바

일 쇼핑몰 태도, 구매의도 등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충동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된다. 

2.3. 충동구매 및 충동구매 후 만족

충동구매란 쇼핑몰에서의 사전에 구매계획이나 의도 없이

특정 자극에 노출되면서 순간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비계

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말한다. 특히 패

션제품을 사회심리적인 제품으로 충동구매가 빈번하게 일어

나며 충동구매 후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4; Park & Park, 2013; Verhagen & Dolen, 2011). 

특히 모바일 쇼핑을 할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할인정보나

쿠폰 등이 실시간 바로 구매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 편의성은 구매과정에서 흥분감을 유발시켜 충

동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쇼핑의 실시간 할인

정보와 스마트폰의 원터치 결제와 연동된 모바일 쇼핑 앱은

즉각적인 보상과 즉각적 충족을 제공함으로써 일시적인 근접

성이 높아 충동구매로 쉽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바

일 쇼핑의 장점인 사용편의성과 반응용이성은 충동구매를 촉

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Ju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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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Lee

(2012)의 연구에 따르면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패션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콘텐츠, 지속적 관리, 디자인/가시성, 다

운로딩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패션 애플리케이션 속성의

중요도는 모바일 쇼핑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편리성

은 디자인/가시성, 다운로딩, 지속적 관리, 콘텐츠 순으로 영

향을 미쳤고 편재성을 콘텐츠와 디자인/가시성에, 충동성 동

기는 콘텐츠, 지속적 관리, 디자인/가시성, 다운로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모바일 쇼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소

셜커머스에서 가격할인, 제품희소성, 제품정보공유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일수록 충동구매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중 가격할인이 충동구매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정보공유, 제품희소성 순이었다(Chen,

2012). 하지만 패션제품을 구매한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ee and Shin(2013)은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제품희소성, 가격

할인, 사이트 명성도를 나누어 충동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는데 제품희소성이 충동구매 행동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가격할인, 사이트 명성 순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은 개인의 기대와 제품의 지각된 수행에서 느껴지는 개

인의 만족 또는 실망을 의미한다. 만약 실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불만족하게 되고 그 실행이 기대를 충족

하였다면 고객은 만족하게 된다(Kim, 2014). 충동구매 후 만

족은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로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실행이 기

대를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충동구매 후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Kang et al.(2014)

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충동구매 행동

을 할수록 충동구매 후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

구매 후 만족은 충동구매 행동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

는데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판매촉진활동에 의한 충동구매

보다는 갑자기 마음이 끌렸거나 순간적인 기분으로 충동구매

했을 때 소비자들은 구매한 패션제품에 더 긍정적이고 즐거

워하는 등 더 만족하였다. Kim(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

넷 쇼핑몰에서 충동구매유형 중 상기적 충동구매와 계획적 충

동구매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비용이 높을수록, 구입횟수가 많을수록 충동구매는

빈번하게 일어나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패션제품의 충동

구매 행동과 충동구매 후 만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는 충동구매 후 91.1%가 대체로 만족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Park, 2013).

따라서 모바일 쇼핑몰의 충동구매 행동도 충동구매 후 만

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패션제품 속성과 모바일 쇼핑몰 속

성이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충동구매 후

소비자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7월 모바일 쇼핑을 통해 패션제

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부산 거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

문지를 사용하여 편의표집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회부된 302

부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283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내용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모바일 쇼핑에서 패

션제품 구매에 대한 패션제품 속성 9문항(Han et al., 2002;

Kang & Park, 2003), 모바일 쇼핑몰 속성 11문항(Kim, 2011;

Lee & Lee, 2013), 충동구매 행동 3문항과 충동구매 후 만

족 3문항(Kang et al., 2014), 인구통계적 특성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문항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고 패

션제품 속성, 모바일 쇼핑몰 속성, 충동구매 행동, 만족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

향이 큰 것을 의미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2.0을 이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표본의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본의 성별

은 여성이 169명(59.7%), 남성이 114명(40.3%)이였으며, 연

령은 18-20세가 122명(43.0%), 21-23세가 91명(32.2%), 24

세 이상이 70명(24.8%)이였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400만

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112명(39.6%), 200만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95명(33.6%), 600만원 이상이 55명(19.4%), 200

만원 미만이 21명(7.4%) 순으로 나타났다. 

4. 결과 및 논의

4.1.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

본 연구에 사용된 패션제품 속성, 모바일 쇼핑몰 속성, 충

동구매 및 충동구매 후 만족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

자들의 패션제품 속성은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67.48%를 설명해 주었다. 요인 1은 패션제품의 내구

성, 품질, 관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라 명명

하였으며, 요인 2는 패션제품의 스타일, 디자인, 아름다움 등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심미성’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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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브랜드, 유행, 고급이미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과

시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65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제품 평가기준을

심미성, 실용성, 과시성으로 분류한 선행연구 결과를 유사하

였다(Han et al., 2002). 모바일 쇼핑몰 속성은 3개의 요인으

로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모바일 쇼핑 시 푸시/알림이 필요

한 정보에 도움이 되었고 자주 이용하게 되었으며 정보를 빨

리 알 수 있게 하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

관리’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모바일 쇼핑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좋고, 화면의 글자나 아이콘이 깔끔하고

적합하며 문자, 이미지, 페이지 전환이 신속하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유형성’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모바일 쇼핑몰

에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도움을

주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정보교환’라 명명하였다. 전

체분산의 66.06%를 설명해 주었다.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64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하였다. 충동구매는 단일요인

으로 전체분산의 74.48%를 설명해 주었으며, 요인부하량은

.84 이상이었고,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

관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에

서 디자인/가시성과 다운로딩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Lee and Lee(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용 편리성 문항을 제외하고 상호작용성과 정보제공성 요인

은 Kwak et al.(20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충동구매

후 만족도는 단일요인으로 전체분산의 70.20%를 설명해 주었

으며, 요인부하량은 .81 이상이었고,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

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그 결과 일부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60 미만으로 유의수준에 부합되지 않아 최종적

으로 요인부하량 미달항목인 패션제품 속성 1문항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 3문항을 제거 후 수정된 모델을 통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x
2
=225.234(df=180, p=.012), GFI=.932, AGFI=

.905, CFI=.980, RMR=.031로 나타나 x
2
의 p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

합도 지수 중 x
2
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기준치를 충족시

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외

의 값들도 대체로 적합도 검증 기준을 충족시켰다.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나타내는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Fashion 

products 

attributes

Utility

Durability .86 -

.80 0.90 0.87Quality .86 13.63

Management .60 10.05

Aesthetics

Style .88 -

.75 0.91 0.90Beauty .68 9.27

Design .61 8.65

Exhibitionistic
Brand .60 -

.65 0.71 0.69
Prestigious image .79 5.74

Mobile 

shopping 

mall 

attributes

Continuous 

management

Push/notification is helpful in obtaining the required information. .88 -

.88 0.87 0.87
Push/notification help for shopping and buying. .80 15.75

Push/notification are helpful to finding out information quickly. .78 15.26

Push/notification used to frequently visit. .79 15.48

Tangibles 
The whole atmosphere is good visually. .86 -

.81 0.97 0.96
Characters on the screen or icon is suitable. .79 6.88

Information 

exchange

I can offer my opinion. .69 -
.64 0.83 0.83

Other people's opinions are helpful to me. .67 5.09

Impulse buying behavior

I buy anything I suddenly feel compelled to buy. .85 -

.83 0.83 0.83If I see exciting products, I buy it immediately. .79 12.57

I buy anything I like without a lot of thinking. .72 11.88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things that I impulsively buy. .68 -

.79 0.88 0.88If the purchase is needed again, I buy here. .78 9.93

I think it is a wise to buy impulsively. .78 9.93

x
2
=225.234 (df=180, p=.012), GFI=.932, AGFI=.905, CFI=.980, RMR=.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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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평균 분산 산출값(AVE)

의 크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CR값이 .70 이상이고,

AVE값이 .50 이상이면 추정모형의 신뢰도와 수렴타당성을 갖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개념 신뢰도(CR)가

0.69~0.90이고, AVE 값이 .71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수렴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한 잠재변인이 실제로

다른 잠재변인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것으로, 잠재변인 각

각의 AVE값과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여 판단

하는데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able 2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패션제품 속성 중 실용성과 과시성의 상관

계수는 .36으로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13이다. 이 변수들의

AVE값을 Table 1에서 살펴보면 실용성은 0.90, 과시성은

0.71로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판별 타당성

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4.2. 패션제품 속성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이 충동구매 행동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패션제품 속성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이 충동구매 행동 및

충동구매 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

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x
2
=243.32(df=186,

p=.003), GFI=.93, AGFI=.90, CFI=.97, RMR=.04로 나타

나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력이 확보되었다.

분석결과,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충동구

매 행동에 패션제품 속성이 모바일 쇼핑몰 속성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제품 속성 중 실용성은 충

동구매 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과시성은 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쇼핑몰 속성 중 지속적 관리만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동구

매 행동은 충동구매 행동 후 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Fashion products attributes Mobile shopping mall attributes Impulse 

buying 

behavior

Satisfaction
Utility Aesthetics

Exhibit-

ionistic

Continuous 

management
Tangibles

Information 

exchange

Fashion 

products 

attributes 

Utility 1.00
a

Aesthetics .25
***

1.00

Exhibitionistic .36
***

.15
*

1.00

Mobile 

shopping mall 

attributes

Continuous management .19
***

.11 -.19
***

1.00

Tangibles -.01 .08 -.01 .09 1.00

Information exchange .11 .14
*

-.03 .08 .32
***

1.00

 Impulse buying behavior -.07 -.00 .14
*

.13
*

-.06 -.03 1.00

Satisfaction .06 .16
**

.12
*

.18
**

.14
*

.14
*

.29
***

1.00

***

p≤.001, 
**

p<.01, 
*

p<.05

Fig. 1.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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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소

비자들의 충동구매 행동에 실제 모바일 쇼핑몰의 속성보다는

제품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패션제품 속

성 중 패션제품의 내구성, 품질, 관리 등의 실용성은 충동구

매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패션제품의 브랜드, 유행, 고급

이미지 등의 과시성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패션제품의 실용성인 내구성과 품질이 좋은지, 관리

가 용이한지 등을 생각하다보면 심사숙고하지 않고 갑작스럽

게 구매하게 되는 충동구매로 연결되기 힘들며 제품의 브랜

드나 유행, 이미지 등의 감각적인 것들이 충동구매 행동에 많

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모바일 쇼핑몰 속성 중 모바일

쇼핑 시 푸시/알림이 필요한 정보에 도움이 되었고 자주 이용

하게 되었으며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 하였다 등의 지속적

관리가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푸시/알

림이 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확인을 하고 실제 구

매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제품을 충동구매

행동이 소비자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

제 소비자들이 충동구매 후 후회나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구매

후 다시 구매하고 즐겁고 현명하게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

자는 충동구매 후 대체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Kang et al., 2014; Park & Park,

2013).

5. 결 론

모바일 쇼핑에 대한 대부부의 연구들이 모바일 쇼핑 특성

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

할 때 실제 패션제품 속성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이 충동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충동구매 행동이 소비자 만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품

특성상 충동구매가 많은 패션제품을 다루는 마케터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변수들의 타당도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패션제품 속성은

실용성, 심미성, 과시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바일 쇼핑몰 속

성은 지속적 관리, 유형성, 정보교환으로 구성되었고, 충동구

매 행동과 만족은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변수들의 신뢰도

와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력이 확

보되었다. 분석결과,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충동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패션제품 속성 중

실용성으로 충동구매 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며, 과시성은 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모바일 쇼핑몰 속

성 중에서 지속적 관리만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충동구매 행동은 충동구매 행동 후 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

션제품을 구매할 때 패션제품 속성이 모바일 쇼핑몰 속성보

다 충동구매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충동구매는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셜커

머스의 특성 중 제품희소성이 충동구매 행동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가격할인, 사이트 명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Lee and Shin(2013)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이는 실제 패션제품 구매 시 유통경로도 중요하지

만 기본적으로 패션제품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함

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충동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패션제품을 취급하는 마케터들은

충동구매 행동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만족으로 이어지는 성향

이 높으므로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충동구매가 일어날 수 있

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야할 것이다. 첫째, 모바일 쇼핑몰

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패션제품의 내구성이나 품질 같은

실용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브랜드나 고급스러운 이미지 등을

강조하여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기본 정보들을 이용하여 푸시/알림을 통

해 필요한 패션 정보를 제공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쇼핑몰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쇼핑이

나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나 이벤트 등에 대

해 푸시/알림 정보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구매가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충동구매 후 만족감이 높으

므로 구매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품제도, 보증과 책임

보장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경우 해석 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품평가 속성과 모바일 쇼핑몰 속성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쇼핑과 관련된 상황 요인이나 기

분, 감정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변수들의 영

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패션제

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특성은 구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의 특

성에 따라 구매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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