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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모바일 환경의 발달은 손안의 쇼핑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다. 특히, SNS 및 패션커머스의 발전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류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모델 착용샷, 설명, 사진 및 댓글 등을 통해 판단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의류 

특성상 직접 입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실 소비자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2가지 요소를 감안한 모바일 쇼핑몰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

자 체형과 유사한 모델 착용샷을 제공함으로써 구매 당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를 높인다. 둘째,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

이 착용한 사진을 쇼핑몰에 올림으로써 모델로써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커머스 SNS가 구축되도록 유도한다. 이

를 위해 착용샷을 올리는 회원들을 위한 수수료 구조를 효율화하고 판매사, 소비자, 모델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을 구성한다.

키워드: 모바일쇼핑(mobile shopping), 구매만족도(purchase satisfaction), 착용샷(Wearing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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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소비 위축 및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패션 잡화의 온라인 거래 

규모는 연평균 21%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거래는 온라인 

거래보다 2배 이상의 거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 

모바일 쇼핑이 확산되고, 젊은 세대에서는 일상화가 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20대의 91.3%가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함에 따라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폰 구매 결정을 도와주

고 있는 SNS는 컨텐츠/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 

추세이며, 비주얼 검색과 상품을 연계하여 검색과 쇼핑을 하나의 

채널에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물품 구매 시, 이용 후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패션 후기 관련 서비스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NS를 포함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 구현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II. Related Works

최근 고객 중심 패션 e-커머스 및 1인 제작 콘텐츠 확산, 모바일 

라이프의 일상화 등 생활양식의 큰 변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구매 

후기 기반의 패션 E-커머스 및 SNS 트렌드를 기반으로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SNS형 패션 커머스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3, 

4, 5]. 한편, 의류 쇼핑몰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을 직접 

착용해 보고 구매할 수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사진, 영상, 상품정보 등을 통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 들어 상품 판매자가 직접 모델이 되거나 전문 모델을 채용하여 

아이템을 착용한 상태의 사진이나 영상 정보를 등록하여 제공함으로

써, 구매자의 상품 구매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상품 전시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1, 2].

III. Platform Development

본 플랫폼 개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류 구매 만족도를 높이고, 

SNS의 기능을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체형 및 착용샷 제공과 

모델 회원 활성화 기능을 주로 하는 모바일 의류 쇼핑 플랫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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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dy Shape Management

Fig. 1. Body Shape Information Example

제안하는 쇼핑몰에서는 의류를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게시되는 

기준으로 체형을 도입하였다. 체형은 착용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와의 관계를 연결한다. 그로 인해 구매 만족도

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체형 정보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역삼각형, 원형, 네모형 등과 같은 쉬운 용어와 다른 의류 쇼핑몰에서 

너무 상세하게 제시되는 기준을 개강, 오피스, 데이트 룩과 같은 

여성 중심의 용어를 도입하였다.

2. Fitting Model Management and SNS

Fig. 2. SNS functions in the Platform App

최근 의류 쇼핑몰들이 주요 판매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는 SNS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며, 소비자 자신이 구매한 의류를 입고 

착용샷을 새롭게 등록함으로써 소비자도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며, 

등록된 모델 착용샷을 보고 2차 구매 생성 시 해당 모델에게 수수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모델 활성화 기능을 제공한다. 모델 

착용샷은 체형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신과 유사한 모델들을 팔로우 

함으로써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본 플랫폼은 이 2가지의 

주요 기능을 바탕으로 모바일 의류 쇼핑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IV. Conclusions

제안하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은 SNS와 패션커머스를 함께하는 

모바일 앱으로 전문 피팅 모델의 착용샷을 등록한 쇼핑몰에서 본 

상품과 구매후 착용했을 때의 사이즈의 문제로 반품을 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특히, 본 플랫폼은 고객 참여형으로 1차 

구매한 소비자가 착용샷을 등록하여 새로운 모델이 되고 다른 소비자 

회원으로부터 2차 구매로 판매가 될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수익성 

보장 패션 의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의류 SNS 커머스의 

새로운 이익 창출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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