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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identify sub-factor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FSO) in adults aged 20 through 39, and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ose FSO 
factors according to classified groups, which were based on gender and purchase 
frequency in a mobile shopping mall, and 2)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SO factors 
on mobile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the same classified groups.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0, 2015 to November 20, 2015 and its 432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which were male/heavy purchaser, male/light purchaser, 
female/heavy purchaser, and female/light purchas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consisted of five sub-factors, which included 
“conspicuous brand pursuit”, “economic pursuit”, “pleasure/trend pursuit”, “impulse 
shopping”, and “convenience pursuit”.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ree factors of FSO between male purchasers and female purchasers. Male purchasers 
showed higher tendency than female purchasers in “conspicuous brand pursuit”, while 
female purchasers showed higher tendency than male purchasers in “economic pursuit” 
and “convenience pursuit”. All the factors of F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classified groups. Third, “economic pursuit”, “pleasure/trend pursuit” and 
“convenience pursuit” affected mobile purchase intention in the case of male purchasers 
while “economic pursuit” and “conspicuous brand pursuit” had a influence on mobile 
purchase intention in the case of female purchasers. Fourth, the factors of FSO 
affected mobile purchase intention partly in each group. In conclusion. “economic 
pursuit” was proven to be the main influential factor to induce consumers to have 
a mobile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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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구매의도), gender(성별), purchase frequency(구매빈도)

Received� July� 18,� 2016

Accepted�August� 10,� 2016

†Corresponding� author

(chaemie61@hanmail.net)

ORCID

Jin-mie� Chae

http://orcid.org/0000-0002-1408-6621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Copyright©2016,�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60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 458 －

I.� Introduction� � �

쇼핑성향은 소비자 개인적 특성 중의 한 요소로 소

비자가 이행하는 소비 및 구매활동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변수이자 시장 세분화의 유용한 변수가 되어 왔

다. 의복 쇼핑성향은 의류제품 쇼핑 시 나타나는 쇼

핑성향이고, 패션 쇼핑성향은 패션제품 쇼핑 시 나타

나는 쇼핑성향이다. 패션 쇼핑성향은 패션제품 구매 

시에 작용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라이

프스타일이 반영된 개념이므로(Howell, 1979), 소비

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패션 쇼핑성향

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소비자의 의복 쇼핑성향 또는 패션 쇼핑

성향의 하위차원을 밝히거나, 밝힌 하위차원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오프

라인 쇼핑 시에 의복 쇼핑성향을 밝힌 연구(Kim, 2003; 
Lee, 2010; Lee & Lee, 2003; Suh & Lee, 2011)와 인

터넷이 또 다른 의류 유통채널로 본격화된 1990년대 

말 이후 온라인 쇼핑 시에 의복 쇼핑성향을 밝힌 연

구들(Ha & Shin, 2001; Jung & Chung, 2004; Na & 
Suh, 2008)이 있다. 또한 의복 쇼핑성향과 관련된 변

수들, 즉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설명하는 의복 구매동

기나 선택기준, 정보원 탐색, 위험지각, 만족도, 구매

의도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Choi, 
Park, & Cho, 2002; Kim & Chung, 2015; Mun & Chung, 
2015; Shim, Kim, & Kim, 2002).

현재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오프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현명한 소비행동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시

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하면서도 즉시 온라인 쇼

핑몰에 연결 가능하다는 편의성으로 인해 모바일을 통

한 패션제품의 구매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
년 패션제품(의복, 가방, 신발,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의 

경우, 모바일 거래액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약 57%를 
차지했으며(Statistics Korea, 2015), 한국인터넷진흥

원의 “2015년 모바일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

면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모바일쇼핑 상품은 

의류․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78.2%)로 나타났으

며, 20~30대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여성(58.6%)이 

남성(46.4%)보다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이와 같이 패션 제품의 유통채널은 다양화되고 있

고, 의류업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

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의복 쇼핑성향의 차원을 밝힌 

연구에서는 특정한 유통채널, 즉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라든가,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관련 변수

와의 영향관계를 주로 다루어 왔다. 모바일 환경에서

의 소비자의 쇼핑성향을 관련 변수와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Ju and Lee(2015)는 모바일 쇼핑 시 소

비자의 쇼핑성향과 패션혁신성이 모바일 편의성 지

각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

산으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일으키는 라이프스

타일의 양상도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패션 쇼핑성향의 하위차원

을 파악하고, 혼합적인 유통채널을 이용한 구매가 이

루어지는 시점에서 특히 어떤 쇼핑성향 차원이 모바

일 환경에서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즉, 모바일구매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분

석한 연구(Ju & Lee, 2015)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어

떤 쇼핑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모바일

을 통한 구매의도를 갖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성(gender)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 가

장 기본적으로 시장세분화의 기준이 되고 있는 변수

로 소비자행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입증되어 왔다(Holbrook & Schindler, 1994; Park, 
2000; Rodgers & Harris, 2003; Sung, 2013). 또한 온

라인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경험 여부

나 구매경험 수준, 구매량에 따라 쇼핑성향이나 온라

인쇼핑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분석

되어 왔다(Ha & Shin, 2001; Jeon & Sung, 2008; Jung 
& Chung, 2004; McKinney, 2004).

그러므로 성별과 모바일에서의 패션제품 구매빈도

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고, 집단별 패션 쇼핑성향의 

차이를 분석하며, 어떤 패션 쇼핑성향 차원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모바일 채널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류업체에게 소

비자가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추구하는 성향을 이해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떤 성향의 소비자들을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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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채널을 통한 구매로 유인할 것이며, 성별과 구매

정도에 따른 세분화 시장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고객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Background

1.� Shopping�orientation

Howell(1979)은 쇼핑성향이란 쇼핑에 관련된 행

동, 흥미, 의견을 포함하며, 사회적, 경제적, 여가적 

현상 등 복합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쇼핑 특정적 라이

프스타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쇼핑성향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의 개

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동안 빈번히 인

용되어 왔다.
의복 쇼핑성향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쇼핑성향에 

의복이라는 제품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Kim(2003)은 의복 쇼핑성향을 의복 쇼핑 특정

적 라이프스타일, 즉 의복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행

동, 흥미, 의견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패턴화된 의복 

쇼핑형태라고 정의하고, 소비자들의 의복 특정적 라

이프스타일과 쇼핑 특정적 라이프스타일이 중복되는 

영역으로 보고, 의복 쇼핑 전, 쇼핑 시점, 그리고 쇼핑 

후의 소비자의 행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

는 A.I.O. 요소가 포함되는 문항을 구성하여 의복 쇼

핑성향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의복 쇼핑

성향의 구조모델을 규명하였고, 경제적, 쾌락적, 편의

적 차원의 상위 차원 하에 하위차원들이 분류되어 있

는 계층적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분석하거나 쇼핑

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Lee and Lee(2003)는 직장여성의 쇼핑성향

을 분석한 결과, 쾌락적, 과시적, 점포충성적, 편의적, 
경제적 쇼핑성향의 5개 차원을 도출하여 쾌락적, 과

시적, 합리적, 쇼핑무관심의 4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Lee(2010)는 성인여성의 의복 쇼핑성향을 합리적, 과
시적, 쾌락적, 상표/점포충성적, 편의적 쇼핑성향의 5
차원으로 도출하여 과시추구형, 편의추구형, 쾌락추

구형, 무관심형의 4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Suh and 
Lee(2011)는 20대 여성의 쇼핑성향을 쾌락적, 점포 

및 상표충성적, 신중형, 유행 추구적 쇼핑성향으로 분

류한 후, 신중형, 쾌락형, 무추구형의 3집단으로 유형

화하였다. Kim and Park(2005)은 20~30대 남성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쇼핑추구, 브랜드선호, 편의성추

구, 계획적 구매, 정보탐색, 경제적 구매 쇼핑성향의 

차원을 도출하였다.
온라인쇼핑에서의 소비자의 쇼핑성향을 분석한 연

구를 살펴보면, Jung and Chung(2004)은 온라인에서 

남녀 패션 소비자는 쾌락추구, 유행 추구, 경제적 쇼

핑성향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Na and Suh(2008)는 온

라인에서의 의류소비자는 오락적, 유행 추구, 경제적, 
편의적 쇼핑성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쇼핑성향의 차원은 상이

하게 분류되었으나, 경제적 차원, 쾌락적 차원, 편의

적 차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hee & Ko, 2014).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

로 산업체뿐 아니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행

동에서도 변화가 빠르기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소비

자의 흥미, 가치관, 행동을 반영하는 쇼핑성향도 변화

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패션제품을 구

매할 때의 소비자의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패턴을 

반영한 쇼핑성향의 하위차원을 규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차원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의복 쇼핑성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측

정도구를 개발한 Kim(2003)의 연구와 다른 선행연구

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출된 경제적, 쾌락적, 편의적 

차원을 중심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성 성향, 쾌락

적 차원에서 유행 추구 성향, 쇼핑관심 성향, 유명상

표 성향, 충동성향, 그리고 편의적 차원에서 편의성 

성향을 추출하였다. 또한 Lee(2010), Lee and Lee(2003)
의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과시적 성향도 고려할 차원

이라고 판단되었다. Park and Park(2012)은 연령대별

로 패션제품에 대한 과시적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대보다 20대는 과시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

났고, 30대는 브랜드 지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20~30대 성인의 패션 쇼핑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시적 쇼핑성향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2.�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nd� purchase�

behavior

패션 쇼핑성향은 소비자의 구매태도 및 행동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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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설명

하는 의복 구매동기나 선택기준, 정보원 탐색, 위험지

각, 만족도, 구매의도 등의 다양한 변수와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Roh(2002)는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의복 쇼핑성향과 정보원 이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연령, 학력, 수
입이며, 남성은 의복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자 하며, 의복을 직업성취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고 하였다. Mun and Chung(2015)은 아웃도어웨어 구

매 시 20-50대 남성들의 쇼핑성향에 따른 제품과 점

포 선택 기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실용적 쇼핑집단과 

쾌락적 쇼핑집단 간의 제품 선택기준과 점포 선택기

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Choi et al.(2002)
은 20세 이상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쇼핑성향에 

따라 즐거움 추구집단, 브랜드지향/실용추구집단, 자

신감 추구집단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후, 집단별 의복

구매만족 요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 구

매만족 요인 중 다양성, 쇼핑의 편리성, 품격, 선택의 

편리성에 있어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매의도는 구매행동 이전에 나타나는 행동적 지

표로 실제의 구매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Han, 
Song, & Lim, 2011). Lee and Lim(2000)은 구매의도

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변수이며, 소비자

의 특성이나 지각하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다고 하였다. 쇼핑성향과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Shim et al.(2002)은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

넷 쇼핑몰 특성과 이용자의 쇼핑성향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쾌락적 쇼핑성향과 실용적 

쇼핑성향은 모두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u and Lee(2015)는 모바일 쇼핑에서의 쇼핑

성향을 쾌락적 추구성향, 경제적 추구성향, 유행 추구

성향, 편의성 추구성향으로 분류하고, 쇼핑성향과 패

션혁신성이 모바일 편의지각에 영향을 주고, 모바일 

편의 지각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분석하였다. Kim and Chung(2015)은 20~30대 소셜 

커머스 이용자들의 쇼핑성향과 위험지각 요인이 패

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쾌락

추구, 브랜드 추구, 패션혁신 추구, 유행 추구, 실용적 

추구 쇼핑성향 중에서 유행 추구, 실용적 추구 성향

만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제품 구매경험이 있

는 남성의 경우, 패션혁신 추구, 실용적 추구 성향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쾌락적 추구는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쾌락적 추구성향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쇼핑성향은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행동, 

관심, 의견 등이 통합되어 표현되는 소비자 특성 변

수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포함한 구매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쇼핑성향이 모바일이라는 환

경에서의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

였다.

3.� Purchase�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and�

purchase� frequency

성(gender)은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중

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

되는 변수이다. 전통적으로 마케팅이나 소비자행동 

관련 연구에서 상황이나 대상물에 대한 태도나 행동 

등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입증되어 왔다(Holbrook & 
Schindler, 1994; Rodgers & Harris, 2003). Rodgers and 
Harris(2003)는 온라인쇼핑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의복구매행동과 관련지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McKinney(2004)는 쇼핑성향

에 따라 유형화한 집단 별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방

문빈도와 구매빈도를 분석한 결과, 집단 별로 방문빈

도과 구매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

였다. Park(2000)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 

쇼핑성향을 분석한 결과, 여대생이 남대생보다 쾌락

적, 경제적, 상표/점포충성적 쇼핑성향이 높았고, 편

의적 쇼핑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Chae 
(2002)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쾌락추구, 경제추구, 유
행 추구 쇼핑성향이 유의하게 높았고, 편의추구 쇼핑

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Kim(2005)
은 규명한 의복 쇼핑 성향의 하위차원에 대하여 성별 

차를 분석한 결과, 17개의 하위 차원 중 14차원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14개 차원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성향을 보였고, 정보

적 동조, 확신적, 소극적 차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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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Sung(2013)은 패션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

용자의 지각특성, 패션 관여도, 패션 앱의 속성, 주관

적 규범, 태도가 모바일 쇼핑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 여부

나 구매정도, 구매량에 따라 구매행동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인다. Ha and Shin(2001)은 인터넷 소비자를 대

상으로 의류 구매자와 비구매자로 분류한 후, 쇼핑성

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매자가 비구매자보다 쾌

락적 쇼핑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Jung and 
Chung (2004)은 인터넷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빈도

에 따라 비구매, 경구매, 중구매 집단으로 분류하여 

의복 쇼핑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 추구 성

향과 쾌락추구 성향이 경구매나 비구매 집단보다 중

구매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쇼핑성향은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Jeon and 
Sung(2008)은 인터넷 패션 구매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분류하여 패션 쇼핑성향과 쇼핑몰 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태도를 비교했을 때, 유행 추구, 쾌락추구, 상표

추구, 개성추구, 가격추구를 포함한 모든 성향에서 구

매 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높았고, 구매 후 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구매

경험 여부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남성은 모든 쇼핑

성향에서 구매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높았고, 여성은 

쾌락추구, 개성추구, 가격추구에서 구매경험자가 무

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근거로 성별과 제품 구매빈도에 따라 세

분화된 집단 별로 패션 쇼핑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고 예측되며, 패션 쇼핑성향의 하위차원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단 별 분석을 하

여 모바일을 통한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세분화된 마

케팅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Ⅲ.�Methods

1.�Research�question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분석

한 후, 어떤 쇼핑성향 차원이 모바일을 통한 패션제

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구매빈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집단별 패션 쇼핑성향과 모바일 구

매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집단별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쇼

핑성향을 분석한다.
       1-1: 성별에 따른 패션 쇼핑성향과 모바일 

구매의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1-2: 성별과 구매빈도에 따른 집단별 패션 

쇼핑성향과 모바일 구매의도의 차이

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1: 성별에 따른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2: 성별과 구매빈도에 따른 집단별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2.�Measurements

설문지 조사를 위하여 패션 쇼핑성향, 모바일 구매

의도, 모바일 구매빈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의 소

비자들의 일반적인 쇼핑성향을 분석하여 하위차원을 

밝히고, 특별히 어떤 차원이 모바일 구매를 유도하는

지를 밝히기 위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반영하는 다양한 측면의 성향들을 구성하고

자 하였다.
패션 쇼핑성향은 Kim(2003), Lee(2010), Park and 

Park(2012)의 연구를 참고로 경제성 성향, 유행 추구 

성향, 쇼핑관심 성향, 유명상표 성향, 충동적 성향, 편
의성 성향, 과시적 성향에 대한 27문항을 구성하였다. 
경제성 성향은 계획된 예산 안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값싼 제품을 구매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성

향이고, 유행 추구 성향은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유행을 따르는 성향이며, 쇼핑관심 성향

은 쇼핑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다. 유명상표 성향은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고 구매하고

자 하는 성향이며, 충동적 성향은 계획 없이 충동적

으로 구매하는 성향이고, 편의성 성향은 쇼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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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고, 과시적 성향은 의복이 신분을 나타낼 수 있고, 원
하는 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계층의 사람들과 비

슷한 수준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모바일 구매의도는 모바일 쇼핑을 통한 지속적인 구

매의사와 추천의사를 묻는 3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

였다. 모바일 구매빈도는 최근 1년 동안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한 

평균횟수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는 연령, 성별, 직업, 최종학력, 월평균 총수입, 거주

지를 측정하였다.

3.�Data�collection� and�analysis

인터넷 리서치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국적인 패널

Groups

Variables

Male (n=214) Female (n=218)

High
n=124 (28.7%)

Low
n=90 (20.8%)

High
n=137 (31.7%)

Low
n=81 (18.8%)

Age
20~29 66 (53.2) 33 (36.7) 71 (51.8) 35 (43.2)

30~39 58 (46.8) 57 (63.3) 66 (48.2) 46 (56.8)

Education

High school 11 ( 8.9) 3 ( 3.3) 12 ( 8.8) 8 ( 9.9)

Undergraduate 29 (23.4) 16 (17.8) 17 (12.4) 10 (12.4)

Graduate 78 (62.9) 65 (72.2) 100 (73.0) 56 (69.1)

Advanced degree 6 ( 4.8) 6 ( 6.7) 8 ( 5.8) 7 ( 8.6)

Occupation

Management 2 ( 1.6) 1 ( 1.1) 0 ( 0.0) 1 ( 1.2)

Specialist 4 ( 3.2) 5 ( 5.5) 10 ( 7.3) 2 ( 2.5)

Office worker 62 (50.0) 45 (50.0) 73 (53.3) 43 (53.1)

Sales/service 8 ( 6.5) 8 ( 8.9) 10 ( 7.3) 4 ( 4.9)

Self-employed 8 ( 6.5) 6 ( 6.7) 3 ( 2.2) 4 ( 4.9)

Student 33 (26.6) 16 (17.8) 20 (14.6) 14 (17.3)

Housewife 0 ( 0.0) 0 ( 0.0) 13 ( 9.5) 8 ( 9.9)

Others 7 ( 5.6) 9 (10.0) 8 ( 5.8) 5 ( 6.2)

Monthly income 
(won)

Less than 2 million 11 ( 8.9) 13 (14.4) 13 ( 9.5) 10 (12.3)

2~less than 4 million 50 (40.3) 35 (38.9) 45 (32.8) 28 (34.6)

4~less than 6 million 32 (25.8) 25 (27.8) 42 (30.7) 26 (32.1)

6~less than 8 million 12 ( 9.7) 9 (10.0) 24 (17.5) 9 (11.1)

More than 8 million 19 (15.3) 8 ( 8.9) 13 ( 9.5) 8 ( 9.9)

Residence

Seoul 49 (39.5) 35 (38.9) 45 (32.9) 27 (33.3)

Gyeonggi province 25 (20.2) 13 (14.4) 47 (34.3) 23 (28.4)

Others 50 (40.3) 42 (46.7) 45 (32.8) 31 (38.3)

<Table� 1> Demographics of classified groups (gender/purchase frequency)                              n(%)

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패션 쇼핑몰 앱이

나 유통업체 앱을 통해 의류와 가방․신발 등 패션잡

화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모바일쇼핑 이용률이 가장 높은 20~30대 성인 남녀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로 제한하

였다.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한 총 432부의 데이터를 성별과 

구매빈도에 의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 응답자의 분

포도를 고려하여 최근 1년 동안 모바일쇼핑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평균회수가 ‘한 달에 1회 이상 수

시로’인 소비자를 구매빈도 고집단, ‘한 계절에 1~2
회’, ‘1년에 1~2회 이하’인 소비자를 구매빈도 저집단

으로 분류한 결과, 남/고집단(124명, 28.7%), 남/저집

단(90명, 20.8%), 여/고집단(137명, 31.7%), 여/저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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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 37.2%)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른 표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분산분석과 Duncan test, 다

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Ⅳ.� Results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20~30대 소비자들의 패션 쇼핑성향의 구조를 밝히

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Conspicuous 
brand 

pursuit

It needs to wear a famous brand to show others. .806

9.269 35.650
(35.650) .908

I prefer to buy a famous brand even though it is expensive. .789

I think that I can rise my social status by wearing premium brands. .787

I want to buy a famous brand for fashion products. .772

I feel self-confident when I wear a famous brand. .759

I have trust in a premium brand in terms of its quality. .729

I have to wear the same level of outfit as that of upper class 
people to be accepted by them. .651

Economic 
pursuit

I tend to consider the price to buy fashion products within my budget. .813

4.157 15.989
(51.639)

.884

I choose the lowest price for products after comparing enough. .812

I usually use discount coupons i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769

I want to find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for products easily. .745

I invest my time to find less expensive products. .733

I want to shop whenever I want. .675

Pleasure/
trend 

pursuit

I go shopping for my pleasure. .752

1.652 6.353
(57.993)

.892

I usually enjoy shopping whenever I am free. .712

I like to go shopping even if i do not have any plan to buy. .704

I research a current trend before I buy fashion products. .661

I am likely to purchase current style of clothes. .646

I am much interested in fashion trends. .634

I try to follow new fashion style. .626

Impulse 
shopping

I tend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without a previous plan. .842

1.511 5.810
(63.802)

.820I often buy unnecessary fashion products. .801

I sometimes regret unnecessary buying. .693

Convenience 
pursuit

I think that conveni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shopping. .795

1.055 4.056
(67.859)

.793I want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conveniently. .651

I want to save the time and efforts for shopping. .623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2>와 같다. 배리맥스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하

였고, 스크리 도표와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이 낮은 한 문항을 제거하여 요

인분석을 반복한 결과, 26개 문항이 5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60 이상이었고, 
총 설명변량은 67.859%를 나타냈으며, Cronbach's α
는 .793~.908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난 요인 1(총 분산 35.650%)
은 유명브랜드를 선호하고,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 브

랜드를 구입하고자 하는 유명브랜드 선호에 관한 문

항과 타인의 인정을 위해서는 유명브랜드를 입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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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명품을 입음으로써 사회적 위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시적 소비 성향이 함께 구성되

었으며, ‘과시적 브랜드 추구’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
인 2(15.989%)는 계획된 예산 내에서 충분한 가격비

교를 한 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노력하며, 세일

이나 할인쿠폰을 이용하는 둥의 문항들로 ‘경제성 추

구’ 성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6.353%)은 쇼핑자체

를 즐기고 특별히 살 계획이 없어도 구경하는 것을 좋

아하며, 유행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행하는 아이

템을 산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5.810%)는 계획 없이 충

동적으로 구매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사고 종종 

후회하는 성향을 나타내므로 ‘충동구매’ 성향이라 명

명하였고, 요인 5(4.056%)는 간편한 쇼핑과정을 추구

하고 쇼핑할 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자 하는 문항

들로 구성되어 ‘편의성 추구’ 성향이라고 명명하였다.
모바일 구매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 Difference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ccording� to� classified�group

1)� Difference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nd�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gender

Factor Variables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Mobile 
purchase 
intention

I have an intention to buy fashion products using mobile. .888

2.303 76.759 .848I will use mobile shopping mall when I need fashion products. .870

I will recommend mobile shopping to others. .870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Male (n=214) Female (n=218) t-test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Conspicuous brand pursuit 4.59 4.25   3.231**

Economic pursuit 5.27 5.64 －4.432***

Pleasure/trend pursuit 4.69 4.88 －1.946

Impulse shopping 4.61 4.55    .628

Convenience pursuit 5.04 5.31 －2.942**

Mobile purchase intention 5.18 5.4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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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nd mobile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gender

성별에 따른 패션 쇼핑성향과 모바일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Table 4). 패
션 쇼핑성향의 5개의 하위요인 중 3개의 요인에서 성

별의 차이가 있었다. ‘과시적 브랜드 추구’ 성향은 남

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Roh(2002)의 연

구에서 20~30대 남성은 의복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며, 의복을 직업성취에 대한 수단으로 

본다고 한 결과를 지지한다. Moon, Lee, and Cheon 
(2005)의 연구에서도 성인의 쇼핑스타일 유형에 따른 

남녀 차이를 보았을 때 유명브랜드를 선호하고, 주로 

구매하기를 좋아하는 상표의식형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7.9%, 여성이 42.1%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경제성 추구’ 성향과 ‘편의성 추구’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성 

추구’ 성향에는 유의한 남녀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

들이 있으나(Chae, 2002; Mun, 2003; Park, 2000), 여
성이 남성보다 편의성 성향이 더 높다고 밝힌 Yoh 
(2001)의 연구와 편의성 요인의 하위차원들에서 부분

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향을 보였

다고 밝힌 Kim(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충동구매’ 성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구매의도는 



Vol. 24, No. 4 채� � 진� � 미 67

－ 465 －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Difference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nd�purchase�intention�according�to�gender/purchase�

frequency

성별과 구매빈도에 따라 분류한 네 집단 간에 패션 

쇼핑성향과 모바일 구매의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시행하였

다(Table 5). 분석결과, 모든 패션 쇼핑성향의 하위요

인에 있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시

적 브랜드 추구’ 성향은 남/고집단이 가장 높았고, 여/
고집단, 남/저집단, 여/저집단이 동일한 정도의 성향

을 보였다. ‘경제성 추구’ 성향은 여/고집단이 가장 높

았으며, 여/저집단, 남/고집단, 남/저집단 순이었다. ‘쾌
락적 유행 추구’ 성향은 여/고집단과 남/고집단이 높

았고, 여/저집단, 남/저집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Jung and Chung(2004)의 연구에서 경구

매나 비구매 집단에 비해 중구매 집단의 유행 추구 

성향과 쾌락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

한다. ‘충동구매’ 성향은 남/고집단이 가장 높았고, 여
/고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여/저집단과 남/저집단

이 같은 정도로 낮았다. ‘편의성 추구’ 성향은 여/고
집단과 남/고집단, 여/저집단이 같은 정도로 높았으며, 
남/저집단이 낮았다. 구매의도는 여/고집단이 가장 높

았고, 남/고집단, 여/저집단, 남/저집단 순이었다.
모든 패션 쇼핑성향의 하위차원에서 성별에 따라 

구매빈도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

균값을 보이고 있어, Jeon and Sung(2008)이 모든 패

션 쇼핑성향 하위차원에서 인터넷쇼핑 구매경험자가 

Male Female
F-value

High(n=124) Low(n=90) High(n=137) Low(n=81)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Conspicuous brand pursuit 4.81 A 4.29 B 4.34 B 4.10 B  8.381***

Economic pursuit 5.39 B 5.10 C 5.67 A 5.60 AB  8.552***

Pleasure/ trend pursuit 4.95 A 4.34 B 5.06 A 4.57 B 12.718***

Impulse shopping 4.83 A 4.32 B 4.58 AB 4.49 B  4.019**

Convenience pursuit 5.21 A 4.80 B 5.39 A 5.18 A  7.024***

Mobile purchase intention 5.30 AB 5.01 C 5.54 A 5.15 BC  5.845**

*p<.05, **p<.01, ***p<.001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Table� 5>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nd mobile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classified groups

무경험자보다 더 높은 성향을 보인다고 한 분석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구매빈도가 높

은 남성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과시적 브랜

드’ 추구와 ‘충동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구매빈도가 높은 여성 집단은 상대적으로 ‘경제성 추

구’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 패션제품 구매 시 

여성이 보다 좋은 가격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해 세심

하고 계획적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Effect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on�

purchase� intention

1)� Effect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on�

purchase� intention�according� to�gender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6). 
Tolerance는 .10 이상이고, VIF 지수는 10 이하를 보

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남성에 있어서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 추구’ 성향

이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
음으로 ‘편의성 추구’ 성향과 ‘쾌락적 유행 추구’ 성

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패션제품 구매 시 ‘과시적 브랜드 추구’ 성향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었으나, 이러한 성향이 모바

일 구매의도를 갖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역시 온라인쇼핑이 제공할 수 있는 용이한 가격비교

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

는 경제성이나 모바일쇼핑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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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Gender

Purchase frequency

Independent variable

Mobile purchase intention

Male Female

β t
Multicollinearity

β t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Tolerance VI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Conspicuous brand pursuit .093  1.564 .475 2.105   .233  3.161** .499 2.004

Economic pursuit .591 11.397*** .619 1.616   .502  7.037*** .492 2.033

Pleasure/trend pursuit .129  2.284* .520 1.924   .094  1.209 .449 2.228

Impulse shopping .004   .076 .614 1.630 －.019 －.318 .742 1.348

Convenience pursuit .153  2.785** .551 1.815 －.001 －.020 .574 1.744

F-value 78.382*** 31.152***

Adjusted R2 .645 .410
*p<.05, **p<.01, ***p<.001

<Table� 6> Effect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on mobile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gender

편의성이 남성의 모바일을 통한 구매의사를 갖게 하

는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여성에 있어서도 ‘경
제성 추구’ 성향이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차

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과시적 브랜드 추구’ 성

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Effect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on�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gender/purchase�

frequency

성별과 구매빈도에 따라 분류한 집단 별로 패션 쇼

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 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7). Tolernace와 VIF지수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었다. 남/고집단은 패션 쇼핑성향 중 ‘경
제성 추구’ 성향과 ‘편의성 추구’ 성향이 모바일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 나타났고, 남/저집단

에서는 ‘경제성 추구’ 성향과 ‘쾌락적 유행 추구’ 성

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집단에서

는 ‘경제성 추구’ 성향만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저집단에서는 ‘과시

적 브랜드 추구’ 성향과 ‘경제성 추구’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
Kim and Chung(2015)의 연구에서는 남성 구매자

의 경우, 실용적 추구 성향, 패션 혁신추구 성향이 구

매의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남성 비구매자의 경

우, 유행 추구 성향이 구매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구매자의 경우는 쾌락적 추구 

성향만이, 여성 비구매자인 경우엔 유행 추구 성향만

이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

는데,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므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남성 구매자

의 경우 실용적 추구 성향과 유행 추구 성향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Park(2004)의 연구에서 인터

넷쇼핑 이용자들은 실용적 성향과 쾌락적 성향을 모

두 갖고 있으나, 실용적 성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경제성 추구’ 성
향은 분류한 모든 집단에서 모바일 구매의도를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구매빈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경제성 추구’ 성향 

외에 남성에서는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이, 여성에

서는 ‘과시적 브랜드 추구’ 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를 볼 때, 유행

을 추구하고 유명브랜드를 좋아하며, 과시적 소비를 

하는 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

나, 실제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모바일 상

에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Ⅴ.�Conclusion

현재 소비자들은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최적의 조

건으로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이용한다. 
오프라인 쇼핑에 이어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에 이

르기까지 유통채널은 다양화, 진화되었으며, 특히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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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Gender

Purchase frequency

Independent variable

Mobile purchase intention

Male

High Low

β t
Multicollinearity

β t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Tolerance VI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Conspicuous brand pursuit .111 1.409 .410 2.437   .090  1.013 .620 1.612

Economic pursuit .583 7.751*** .451 2.218   .654  8.179*** .772 1.296

Pleasure/trend pursuit .062  .829 .456 2.192   .202  2.304* .641 1.560

Impulse shopping .101  .142 .551 1.814 －.008 －.094 .741 1.350

Convenience pursuit .205 2.896** .510 1.960   .042   .473 .632 1.581

F-value 54.779*** 23.799***

Adjusted R2 .686 .562

Dependent variable
Gender

Purchase frequency

Independent variable

Mobile purchase intention

Female

High Low

β t
Multicollinearity

β t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Tolerance VI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Conspicuous brand pursuit   .133   1.454 .459 2.177   .452  3.606** .546 1.831

Economic pursuit   .631   6.779*** .443 2.256   .344  2.797** .569 1.757

Pleasure/trend pursuit   .190   1.954 .406 2.465 －.100 －.725 .448 2.234

Impulse shopping   .026    .346 .690 1.448 －.050 －.485 .797 1.255

Convenience pursuit －.137 －1.541 .484 2.064   .140  1.255 .690 1.448

F-value 25.884*** 8.300***

Adjusted R2 .478 .313
*p<.05, **p<.01, ***p<.001

<Table� 7> Effects of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on mobile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classified groups

션제품 구매 시 모바일을 통한 구매는 증가하고 있

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한다고 

보고된 연령층인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패션제

품 구매 시의 쇼핑성향의 하위차원을 분석하고, 모바

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밝히고자 하였

다. 또한 시장세분화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성별과 모

바일 구매빈도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집단별 차

이를 파악함으로 인해 모바일 소비자에 대한 시장세

분화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소비자들의 패션 쇼핑성향을 분석

한 결과, 유명브랜드를 선호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명브랜드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과시

적 브랜드 추구’, 계획된 예산 안에서 가격비교를 통

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경제성 추구’, 쇼핑 자체를 

즐기며, 유행에 관심이 많아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쾌락적 유행 추구’,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

하는 성향인 ‘충동구매’, 쇼핑 시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하기 원하고,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편의성 추구’성
향의 5차원이 도출되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패션 쇼핑성향의 차이는 세 차

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과시적 브랜드 추

구’ 성향에서는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경제성 추

구’와 ‘편의성 추구’ 성향에서는 여성이 유의하게 높

았다. 성별과 구매빈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는 모

든 하위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시적 브

랜드 추구’ 성향은 남/고집단이 가장 높았고, 여/고집

단, 남/저집단, 여/저집단이 동일한 정도의 성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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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경제성 추구’ 성향은 여/고집단이 가장 높았으

며, 여/저집단, 남/고집단, 남/저집단 순이었다. ‘쾌락

적 유행 추구’ 성향은 여/고집단과 남/고집단이 높았

고, 여/저집단, 남/저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충동구

매’ 성향은 남/고집단이 가장 높았고, 여/고집단이 다

음으로 높았으며, 여/저집단과 남/저집단이 같은 정도

로 낮았다. ‘편의성 추구’ 성향은 여/고집단과 남/고집

단, 여/저집단이 같은 정도로 높았으며, 남/저집단이 

낮았다.
셋째, 패션 쇼핑성향이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성 

추구’, ‘편의성 추구’,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이, 여
성의 경우엔 ‘경제성 추구’, ‘과시적 브랜드 추구’ 성
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구매빈도에 따른 집단 별로 분석한 결과, 남/고집단의 

경우 ‘경제성 추구’, ‘편의성 추구’ 성향이, 남/저집단

의 경우 ‘경제성 추구’,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고집단의 

경우 ‘경제성 추구’ 성향만이, 여/저집단 경우 ‘과시

적 브랜드 추구’, ‘경제성 추구’ 성향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성향’은 남성이나 여성 소비자들에

게 공통적으로 모바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강력한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어, 가격비교를 통한 

보다 값싼 제품을 사고자 하는 성향이야말로 모바일 

구매로 이끄는 근본적인 차원임이 입증되었다. 모바

일 마케터는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 마일리지 적립, 
가격 프로모션 등의 보다 좋은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성 추구’ 성향의 소비자들을 지속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 모두 구매빈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높은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남/저
집단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모바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쇼핑 구매빈도가 높

은 집단이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라

는 것은 쇼핑 자체를 즐기고, 잠재적으로 구매의사가 

충분히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바일 마케터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인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소비자가 흥미를 느낄만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현재 트렌드나 유행에 대한 정보나 사진자료 등을 제

공하는 등 감성적인 가치를 제공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과시적 브랜드 추구’ 성향은 남성소비자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제

로 모바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

집단인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여성/저집

단의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 나타났다. 남
성은 내면에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고, 값비싼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성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향이 실제로 모

바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알 수 있

다. 과시적 브랜드 추구를 하는 남성은 모바일이 아

닌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제품을 사고자 하거나, 유

명 브랜드 추구성향은 많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

하지 않아 실제로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추론된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듯이 ‘경제

성 추구’ 성향은 모바일 구매의도를 갖게 하는 가장 

주요한 차원임이 입증되었다. ‘경제성 추구’ 외에 ‘과
시적 브랜드 추구’ 성향이나 ‘쾌락적 유행 추구’ 성향

도 모바일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성향으로 분석되

긴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빈도가 낮은 집단(여/저집

단, 남/저집단)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볼 때, 이러한 성

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패션제품에 관심이 많고, 잠재

적 구매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바

일을 통해 제품을 빈번히 구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

로 해석되므로, 이들의 구매력을 유인할 만한 모바일 

마켓 전략이 필요다고 판단된다.
이제 옴니채널 시대로 접어들어 소비자들은 자신

의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보다 

더 다양한 채널을 탐색,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여러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30대에 한정했으나, 40, 50대의 온라인거

래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령대별로 패션 유

통채널의 이용현황을 분석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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