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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onsumers' online fashion shopping site usage by site 

type and analyzed how product information search and product purchase 

differ.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preference and selection 

factors of PC and mobile shopping, we tried to provide basic data of 

effective mobile commerce operation strategy according to expansion of 

mobile market in fashion industry. We surveyed the use of 6 types of 

online sites (portal site, open market, general shopping mall, social 

commerce shopping mall, brand shopping mall and non-brand shopping 

mall) to understand the usage of mobile shopping site for consumers' 

fashion products. Consumer survey subjects were 373 college students in 

their early 20s who had the most mobile shopping experienc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online fashion site usage items, internet and 

mobile fashion shopping preference (6 items), internet and mobile 

shopping choice behavior (10 items), and purchase intention (3 item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4.0 program.  The high preference of 

portal sites, open market, social commerce, and non-brand shopping malls 

in shopping online fashion products is a result of the perceptual changes 

of major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trends of consumers' value 

consumption tend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fashion companies to 

actively cope with fashion product distribution competition with huge 

shopping sites of current online market by well understanding consumers' 

preference trends and factors of onlin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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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 모바일 쇼핑 사이트 유형 와 모바일 커머스 전략, ,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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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년 모바일쇼핑 거2015

래액이 조원을 넘어서면서 모바일쇼핑 이용자들이 가장 24

많이 구매한 품목은 의류 신발 등 패션 관련용품이 , 

로 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78.2% 1 ("2015 Usage 

이와 같이 패션상품이 survey on mobile internet," 2015). 

온라인 소매시장의 핵심 상품군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각종 사이트들의  패션제품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네이버의 스타일윈도 카카오의 카.  ‘ ’, ‘

카오스타일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패션 쇼핑을 강화’

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소셜 커머스 

사이트 역시 패션이 핵심 상품군으로 자리 잡게한 주역으

로써 패션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Social commerce 

Once again 'fashion'," 오픈마켓인 번가와 마2016). 11 G

켓 역시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품목에서 

패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체들은 이제 동종. 

업계와의 경쟁에서 더 나아가 포탈 사이트와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 등의 거대한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이들과 경쟁할 것인지 이들과 제휴하여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제일모직 코오롱 등의 대기업들이 모바  , LF, FnC 

일 커머스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모바일 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유니클로 자. , 

라 등의 브랜드들도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모바SPA 

일 커머스 기능을 함께 구현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10 trillion mobile commerce, big 

이와 같이 패company preemptive competition," 2014).  

션 대형사들이 모바일 쇼핑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거 모

바일 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 

패션업체의 모바일 서비스는 아직 포탈 사이트나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는 소셜 커머스 업체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를 동시에 . 

제공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 실태나 선택 

행동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장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게 될 국내 모바일 패션 쇼핑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이용 현황을 사이트 유형별로 분석해보고 정보검색과 

구매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한다 아울. 

러 소비자들의 와 모바일의 쇼핑 선호도와 선호 요인을 PC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향후 패션업계의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모바일 커머스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 유형별 이용   ,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온라인 쇼핑 사이트 선택에 있어 제품정보검색과   , 

제품 구매 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모바일 쇼핑 사이트 선호도 및 선호요인을 비  , PC/

교분석한다. 

넷째 모바일의 쇼핑 선호 성향이 남녀간에 차이가   , PC/

있는가를 비교분석한다. 

다섯째 온라인 쇼핑 사이트별 모바일 커머스 전략을 제  , 

안한다.  

문헌적�배경II.�

�

모바일�패션�시장�현황� 분석�1.�

최근 패션 상품에서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상품 카테고리 중 에서 모바일로 제일 먼저 넘어PC

온 것도 패션이며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도 

패션관련용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 Usage survey 

포털 사이트의 패션제품에 대on mobile internet," 2015) 

한 서비스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네이버의 스타일윈도‘ ’, 

카카오의 카카오스타일 등 모바일을 통한 패션 쇼핑을 강‘ ’

화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당 월평균 . 

모바일 쇼핑 금액은 만 천원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모8 6

바일 쇼핑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e first item to buy in mobile shopping is 

'fashion'". 2015) 

이에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요인으로도 모바일 쇼핑  

확산 과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온라인 강(M-commerce) ’ ‘

화 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어 합리적 소비패’ . 

턴강화와 경쟁적 판촉경쟁에 따른 시장 확대 등도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을 이끌어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 

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패션시장에서도 거센 바람들을 

일으켜 번가는 년 패션 카테고리 매출에서 모SK 11 2014

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밝혔53%

다("11st 'Fashion sales more than half of mobile 

이러한 모바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revenue'," 2014). 

따라 패션 대형사들은 모바일 쇼핑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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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모바일 관련사업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제일모.  

직 코오롱 등의 대기업들이 모바일 커머스로 해, LF, FnC 

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모바

일 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유니클로 자라 등의 . , SPA 

브랜드들도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모바일 커머스 기

능을 함께 구현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10 trillion mobile commerce, big company 

이에 모바일 커머스 시장preemptive competition," 2014) 

은 온라인의 핵심 채널로 부상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션업체들이 모바일 쇼핑시장을 공략하  

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

의 패션 관련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모바일 쇼핑 시

장 확대를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 

스타일 윈도우 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패션 주요 판‘ ’

매채널로 공략하고 있으며 소셜 커머스 사이트는 온라인 

유통 로켓배송의 배송혁신의 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 

패션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오픈마켓인 번가와 . 11 G

마켓 역시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품목에서 

패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간편결제 등 모바일에 최적. 

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인데 힘입어 모바일 비중

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모바일 패션시장이 확대되면서 패션업체들은 이  

제 동종업계와의 경쟁에서 더 나아가 포탈 사이트와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 등의 거대한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이 ,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경쟁할 것인. 

지 이들과 제휴하여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패션� 쇼핑� 연구�동향�2.�

패션 브랜드들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애플리케이션의 기

능이 광고 활성화에만 주력했던 것이 최근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미 비즈니스 모델로써의 확고한 자리를 다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모바일 패션 시장에 대한 연구. 

동향은 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쇼핑 관련 

연구와 모바일 쇼핑 특성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Bang(2013),  M. Kim & S. Shin (2014), J. Kim 

의 연구에서 편재성과 즉시 연결(2010),  M. Lee (2012)

성 개인화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의성과 보안성, . , 

신뢰성 또한 모바일 쇼핑의 특성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언

급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모바일 패션 쇼핑의 특성.  

으로  보안성 즉시연결성 개인화 유희성 신뢰성 요인을 , , , ,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패션 쇼핑활동 유형으로는 . 

상품정보검색 주문 및 배송확인 제품 리뷰 확인 할인정, , , 

보나 쿠폰획득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로 분류되고 있다 , 

(H. Sung, 2013) 

한편 패션브랜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에서는   Jang 

은 스마트폰 이용자 특성에 따른 패션 브랜드 애플(2011)

리케이션의 광고 수용과정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패

션기업에서 자사의 패션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패

션상품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특

성에 따른 정보제공 지향광고의 광고기획 전략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역시 모바일 쇼핑동기와 . M. Lee (2012) 

패션애플리케이션 속성 중요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

였다 이와 같이 패션 브랜드의 앱 전략이 소비자에게 맞. 

추어져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휴대하고 다니  

는 모바일로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둘러보지만 작은 화면

이 결제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여 결제는 타블렛 혹은 데스

크탑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쇼핑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mobile vs tablet," 2014) .  

기기에 따라 와 모바일 등 기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쇼PC

핑 양상이 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고 하겠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패션쇼핑 사이  

트 이용 현황을 사이트 유형별로 조사해보고 와 모바일PC

에서 소비자들의 패션 쇼핑 사이트의 이용 및 선택요인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향후 패션업계의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모바일 커머스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및�내용II.�

소비자들의 패션제품에 대한 모바일 쇼핑 사이트 이용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 온라인 사이트 유형 포탈사이6 (

트 오픈 마켓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쇼핑몰 브랜드 쇼, , , , 

핑몰과 비브랜드 쇼핑몰 을 포함시켜 이용현황을 조사하였)

다 그리고 각 사이트 유형에 속하는 개별 사이트 이용도. 

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개 유형별 상위 랭킹 개 사이트들6 3

을 제시하고 그 외  선호사이트는 자(rankey.com, 2016)

유기술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이트 이용도. 

를 제품 정보검색과 제품 구매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소비자 조사대상은 모바일 쇼핑 경험이 가장 많은 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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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대학생 ("2015 Usage survey on mobile internet,"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대한 이용2015) 373

도와 선호 성향을 조사하였으며 남녀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남학생 명 여학생 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138 , 235

다. 

설문지의 구성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대한 이용도를   

명목척도와 자유응답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문항은 선

행연구들(Bang, 2013; S. Jang, 2011; M. Kim & S. 

Shin 2014; J.Kim, 2010; J. Lee, 2013; M. Lee, 2012)

을 참고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패션 쇼핑 선호도 문항 와 (6 )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 선택 행동 문항 구매의도 문(10 ), (3

항 을 포함시켰다 측정방법은 점 척도로 구성되어 ) . 5 likert 

있으며 점을 기준으로 점에 가까울수록 를 이용한 3 5 PC

패션 쇼핑 성향을 나타내며 점에 가까울수록 모바일을 1

이용한 패션 쇼핑 성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방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SPSS 14.0 

처리 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 평균.  ,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행동 

차이분석을 위해 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t- . 

결과�및�분석.�Ⅲ

�

온라인 모바일 패션�쇼핑� 사이트�이용현황1.� (PC/ )� �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 쇼핑시 (PC/ )

정보 검색이나 구매 경험이 있는지를 각 쇼핑사이트 카테

고리별로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1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의류  

Table� 1.� Shopping� Experience� of� Online� Fashion� Shopping� Sites�

site� types

factors�

portal� sites
open�

markets

social�
commerce�

sites

general�
shopping�

mall

brand�
fashion�
shopping�

mall

non-brand�
fashion�

shopping� mall�

N % N % N % N % N % N %

shopping experience 308 82.6 277 74.3 260 69.7 135 36.2 102 27.3 125 33.5

shopping

inexperience
65 17.4 96 25.7 113 30.3 238 63.8 271 72.7 248 66.5

total 373 100. 373 100. 373 100. 373 100. 373 100. 373 100.   

제품에 대한 쇼핑경험이 가장 많은 사이트가 포탈 사이트

로 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오픈 마켓 소셜커머스 82.6% , 

쇼핑몰 종합쇼핑몰 비브랜드 의류 쇼핑몰 브랜드 종합의, , , 

류 쇼핑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트 유형별 인기 . 

사이트에 대한 쇼핑경험 유무를 중복응답하게 한 빈도 분

석 결과는 다음 와 같다Table 2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제품 쇼핑시 이용하는 사이  

트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오픈마켓 건 으로 (485 )

나타나고 그 다음이 소셜 커머스 쇼핑몰 건 포탈사이(438 ), 

트 건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개별 사이(361 ) . 

트별로는 네이버 쿠팡 마켓 번가 위메프 옥션 티, , G , 11 , , , 

몬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 

종합쇼핑몰 비브랜드 의류쇼핑몰 브랜드 종합의류쇼핑몰, ,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특히 브랜드 의류 쇼핑몰의 

경우는 제시된 인기 사이트 보다는 기타에 응답한 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비브랜드 의류쇼핑몰의 경우는 본인이 

애용하는 사이트 중 위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의류 쇼핑

몰 사이트를 자유응답하도록 하여 개 이상의 사이트를 2

적은 응답자가 로 나타났다 이로써 개인적으로 선60.8% . 

호하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는 않다.  

패션제품에�대한� 정보검색과� 제품구매시�선호사이트� �2.�

의�비교� 분석�

모바일을 이용한 쇼핑 사이트 이용도를 정보검색과 제PC/

품 구매로 구분하여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빈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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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는 과 같다 전반적으로 패션 제품 쇼핑Table 3 . 

시 모바일보다는 를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PC

나타나고 있다.  

패션제품 쇼핑시 선호 사이트에 대한  와 모바일의 1) PC

차이 분석 

상에서 의류제품 정보검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PC

트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탈사이트가 로 Table 3 58.8%

Table� 2.� Usage� Survey� of� Shopping� Site� Types� for� Fashion� Products�

portal� sites open� markets social� commerce� sites

sites N % sites N % sites N %

naver 301 83.4 11st 161 33.1 wemaf 131 30.0

daum 30 8.3 G-market 192 40.0 cupang 202 46.1

nate 14 3.9 Auction 114 23.5 tmon 99 22.6

etc 16 4.4 etc 18 3.7 etc 6 1.3

total 361 100.0 total 485 100.0 total 438 100.0

general� shopping� mall brand� fashion� shopping� mall non-brand� fashion� shopping� mall�

sites N % sites N % sites N %

GS shop 68 40.0 LF Mall 41 37.6 1 sites 49 39.2

lotte.com 52 30.2 Fashionplus 17 15.5 2 sites 33 26.4

SSG.com 25 14.5 Half Club 9 8.2 3 sites 21 16.8

etc 27 15.6 etc 42 38.5 4 or more 22 17.6

total 172 100.0 total 109 100.0 total 125 100.0

Multiple response result

Table� 3.� �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PC� and�Mobile� for� the� Preferred� Sites�

online� site� types

Searching� for� information purchasing� product�

PC mobile PC mobile

N % N % N % N %

general shopping mall 197 58.8 140 61.9 67 20.4 49 23.0

open market 53 15.9 24 10.5 69 21.0 38 17.9

Social commerce shopping 

mall
43 12.9 32 14.2 76 23.2 55 25.9

general shopping mall 7 2.1 2 0.9 21 6.4 6 2.8

brand fashion shopping 

mall
51 15.3 4 1.8 17 5.2 11 4.5

non-brand fashion 

shopping mall 
26 7.8 24 6.4 78 23.8 59 27.7

total 335 100.0 226 100.0 328 100.0 213 100.0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이 오픈마켓 브랜드 (15.9%), 

의류쇼핑몰 소셜커머스 쇼핑몰 의 순으로 (15.3%), (12,9%)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류제품 구매시 이용 사이트는 . 

비브랜드 의류쇼핑몰이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소23.8%

셜커머스 쇼핑몰 포탈 사이트 의 순으로 (23.2%), (20.4%)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상에서의 .  PC

패션제품 정보검색 과정과 제품구매 과정시 이용하는 사

이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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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에서 의류제품 정보 검색은 포탈 사이트가 압  , PC 

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의류제품 구매시에는 비브랜드의 

패션전문 쇼핑몰과 포털사이트가 비슷한 비율로 높은 이

용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셜 커머스 쇼핑몰의 구매 . 

빈도도 높으며 번가나 마켓등의 오픈마켓의 이용율도 11 G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종합쇼핑몰의 이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브랜드 의류 쇼핑몰에서도 

의류제품에 대한 정보검색에서의 이용빈도만 다소 높을 

뿐 구매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  

결과는 최근 합리적 소비성향의 패션 소비자들이 온라인

으로 몰리면서 동대문 기반의 온라인 패션에 비해 패션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A new concept 'mobile 

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fashion platform' is needed, 2015)

하겠다. 

한편 모바일상에서의 패션쇼핑 선호사이트 이용빈도는   

상에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차이를 PC 

보이는 것은 포털 사이트와 소셜커머스 쇼핑몰 비브랜드 , 

의류전문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보다 상대적으로 모바일PC

에서의 이용율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브랜드 . 

Table� 4.�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Preference� Sites� for� Searching� for� Product� Information� and� Purchasing� Product�

online� site� types N
(%)

Searching� for� information purchasing� product�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portal site 
N 64 130 194 23 43 66

% 55.2% 60.7% 58.8% 21.1% 19.9% 20.3%

open market
N 21 32 53 32 37 69

% 18.1% 15.0% 16.1% 29.4% 17.1% 21.2%

ocial commerce shopping 

mall

N 3 4 7 8 13 21

% 2.6% 1.9% 2.1% 7.3% 6.0% 6.5%

general shopping mall
N 16 26 42 25 50 75

% 13.8% 12.1% 12.7% 22.9% 23.1% 23.1%

brand fashion shopping mall
N 5 3 8 8 9 17

% 4.3% 1.4% 2.4% 7.3% 4.2% 5.2%

non-brand fashion shopping 

mall 
N 7 19 26 13 64 77

% 6.0% 8.9% 7.9% 11.9% 29.6% 23.7%

total 
N 116 214 330 109 216 32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 2 value X2=4.602  df=5   X2=16.327**  df=5 

  **P<.01

의류쇼핑몰과 오픈 마켓의 경우는 모바일보다 의 이용PC

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모바일의 이용도는 다

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포털사.  

이트와 소셜커머스 비브랜드의 온라인 쇼핑몰이 모바일 , 

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패션 브랜드의 경우 아직까지 모바일에서 브랜드 가

치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브랜드측이나 소비자들 역시 

모바일보다는 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PC . 

의류제품 정보검색과 구매시 선호하는 사이트의 남녀2) 

간 차이 분석

의류제품 정보 검색시와 구매시 선호하는 사이트가 남녀

간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X2 검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류제품 정보검색시 선호하는   

사이트유형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의류제품 구매시에는 성별에 따라 수준에서 유P<.01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오픈마켓의 선호도. , 

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비브랜드 쇼핑몰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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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 

제품 위주의 구매성향을 보이고 여성의 경우 쇼핑몰 컨셉

이나 제품 스타일 위주의 구매성향을 보이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로써 오픈 마켓의 경우 남성을 대상으. 

로 한 제품 위주의 전략이 필요하며 비브랜드 온라인 패

션 쇼핑몰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컨셉과 스타일 위

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모바일�패션�쇼핑�선호도�비교� 분석3.� PC/

와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검증한 결PC

과는 전체적으로 를 나타냄으로써 모바일이 패션 제2.89

품을 쇼핑하는데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점 평균에서 점에 가까울수록 모바일을 선호하고 점에 3 1 5

가까울수록 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항목별로 PC .  

보면  교환 반품의 편리성 요인에서는 으로 선호, 3.20 PC 

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시간효율성 쇼핑의 편리성(2.68), 

정보습득의 유용성 과 주문의 편리성 에(2.82), (2.84), (2.84)

는 모바일 패션 쇼핑이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쇼핑시 만족도 는 와 모바일이 거의 비슷한 것(2.99) PC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쇼핑시의 시간의 효율성이 모. 

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가장 높은 이유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이러한 선호도에 대한 남녀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 t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에 P<.001 . , 

Table� 5.�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PC� and�Mobile� Fshion� Shopping� Preference

PC� /� mobile� fashion� shopping� preference
total male female

t-value

M SD M SD M SD

Convenience when shopping for fashion 

products   
2.82 1.445  3.22 1.410 2.59 1.416 4.080***

Satisfaction with shopping for fashion products 2.99 1.274 3.33 1.229 2.80 1.261 3.874***

Time efficiency when shopping for fashion 

products
2.68 1.375 3.02 1.347 2.48 1.356 3.573***

Usefulness of acquiring fashion product 

information
2.84 1.332 3.18 1.268 2.64 1.331 3.763***

Convenience of fashion product ordering 2.84 1.396 3.20 1.326 2.64 1.397 3.734***

Convenience of exchange and return  3.20 1.335 3.53 1.202 3.01 1.372 3.591***

 total   2.89 1.15 3.25 3.19 2.69 3.19 4.510***

*** P<.001,  

M(Mean) :  1(mobile) 3(Mean) 5(PC) ← → 

비해 모바일 패션쇼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월평균 모바일 쇼핑 금액이 남성보다는 여성

이 모바일 쇼핑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결과("2015 

Usage Survey on Mobile Internet," 를 뒷받침해주2015)

고 있다. 

와�모바일�쇼핑�선택요인�및�구매의도�비교�분석4.� PC

패션제품 온라인 구매시 와 모바일을 이용할 때의 선택PC

요인과 구매의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t- Table 6 . PC

와 모바일 쇼핑 선택 요인별로 보면 제품 검색요인이 

주문결제요인이 로 나타나 제품 검색 요인에서 2.82, 3.07

모바일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주문결제 요인에서는 PC 

이용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여가시간에 패션제품  

을 쇼핑하고 싶을 때 모바일의 이용도 가 가장 높고 (2.61)

그 다음이 트랜드 및 코디 정보 검색 과 신상품 정보 (2.69)

검색 시 모바일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75) . 

이와 같은 결과는 의 연구 결과 모바일 쇼핑J. Lee(2013)

을 선호하는 이유가 시간 및 장소의 제약없음에 있다는 

연구결과와 즉시연결성(Bang(2013),  M. Kim & S. Shin, 

연구결과들과 (2014), J. Kim (2010),  M. Lee (2012)) 

일치한다 이에 반해 인터넷 쇼핑 이용도가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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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C� and�Mobile� Fashion� Shopping� Selection� Factors� and� Purchase� Intention�

Factors�
total male female

t-value
M SD M SD M SD

Compare prices for fashion products  2.86 1.345 3.20 1.197 2.67 1.388 3.657***

Search for recommendation and reviews of products 2.85 1.302 3.22 1.257 2.65 1.285 4.065***

Search for fashion trends and coordination 

information
2.69 1.243 3.05 1.174 2.50 1.239 4.126***

Search for new product information 2.75 1.217 2.97 1.257 2.62 1.179 2.623*

Search for Detailed product information 3.13 1.335 3.40 1.222 2.97 1.373 2.954**

Search for the product to purchase 2.88 1.333 3.17 1.273 2.71 1.340 3.162**

Shop for fashion product in spare time 2.61 1.345 3.00 1.341 2.39 1.299 4.250***

Product search factors 2.82 1.035 3.15 .981 2.91 1.223 4.520***

order fashion products 3.00 1.393 3.33 1.326 2.82 1.399 3.407**

pay for fashion products 2.99 1.385 3.33 1.287 2.80 1.405 3.482**

exchange and refund purchased product 3.25 1.315 3.51 1.261 3.10 1.324 2.810**

Order and payment factors 3.07 1.221 3.39 1.175 2.91 1.224 3.590***

Future intent for search 2.84 1.346 3.12 1.248 2.68 1.376 2.961**

Future intent for shopping 2.88 1.357 3.24 1.244 2.67 1.378 3.894***

Future intent for purchase 2.96 1.395 3.35 1.268 2.75 1.419 3.989***

 Future purchase intention factors 2.90 1.242 3.24 1.132 2.70 1.266 4.009***

 *P<.05, **P<.01, *** P<.001,  

M(Mean) :  1(mobile) 3(Mean) 5(PC) ← → 

항목은 구매한 제품을 교환 환불시가 으로 가장 높게 , 3.20

나타나고 그 다음이 구매할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검색

시 를 통한 인터넷 쇼핑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3.13) PC . 

이에 이러한 결과가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  t-

한 결과는 모든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바일 쇼

핑 이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모바일보

다는 인터넷 쇼핑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써 여성이 남성에 비해 패션제품에 대한 정보 검색 및 구

매에 있어서도 모바일의 이용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앞에 나타난 결과인 여성이 여가시간에 패션 트.  

랜드나 코디 정보 검색 및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

는데 모바일이 훨씬 편하고 유용하다는 인식 때문에 더욱 

모바일 쇼핑과 구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향후 와 모바일 쇼핑시 구매의도에 대해 조사  PC

한 결과는 으로 모바일 이용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2.90

며 남녀별 차이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향후 모바일을 

이용하여 의류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훨씬 높은 것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 (P<.001) 

바일 쇼핑이 여성이 주도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결과("2015 

와 일치한다Usage survey on mobile internet,"  2015) . 

결론.�Ⅳ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 패션 쇼핑 사이트 이

용 현황을 사이트 유형별로 분석해보고 와 모바일 쇼핑 PC

선호도와 선택 요인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   , (PC/ )

쇼핑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카테고리별

로 볼 때 포탈 사이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오픈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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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쇼핑몰 종합쇼핑몰 비브랜드 의류 쇼핑몰, , , 

브랜드 종합의류 쇼핑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  20

대 소비자들이 패션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시 의류 전문 

쇼핑몰 보다는 포탈 사이트나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쇼, 

핑몰 등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이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의 의류제품   , (PC/ )

쇼핑행동에서 정보검색 과정과 제품구매 과정에서 이용하

는 사이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온. , 

라인 상에서 의류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는 포탈 

사이트의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의. 

류제품 구매시 이용 사이트는 소비자들 개인이 선호하는 

비브랜드 패션전문 쇼핑몰이 네이버와 비슷한 비율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셜 커머스 쇼핑몰의 쿠팡이나 . 

번가나 마켓등의 오픈마켓의 이용율도 비교적 높음을 11 G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종합쇼핑몰의 이용빈도는 상대적으. 

로 저조하고 브랜드 의류 쇼핑몰에서도 의류제품에 대한 

정보검색시에만 이용빈도가 다소 높을 뿐 구매 빈도는 매

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단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포털 사이트.  

와 소셜커머스 쇼핑몰 비브랜드 의류전문 쇼핑몰 사이트, 

들이 보다는 모바일에서의 이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PC 

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브랜드 의류쇼핑몰의 경우 정보검

색에서 에서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오픈마켓 역시 PC

이용율이 높아 패션 브랜드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은 모PC 

바일의 이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비자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선  , 

호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모바일 쇼핑이 인터넷 쇼핑에 

비해 선호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차.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바일 패션 쇼핑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 반품의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 , 

문항에서 모바일 패션 쇼핑이 더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특히 쇼핑시의 시간의 효율성이 가장 모바

일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들의 패션제품 구매시 인터넷과 모바일 이  , 

용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제품 검색요인과 향후 이용의

도는 모바일이 인터넷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각 세부 항목별로는 모바일 이용도가 높은 항목은 . 

여가시간 활용과 트랜드 및 코디 정보 검색 신상품 정보 , 

검색시 모바일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 

쇼핑 이용도가 높은 항목은 교환 환불시와 상세정보 PC ,

검색시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녀별로 차이는 모PC . 

든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패션 제품 구매시에도 

모바일 쇼핑 이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패션제품

에 대한 정보 검색에 이어 구매에 있어서도 모바일의 이

용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모바일 커머스   

운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는 와 모바일 모두 소비  , PC

자들의 패션제품 정보검색은 물론 제품 구매에 이르기까

지 높은 이용도를 나타냄으로써 패션제품에 대한 주요 광

고 및 판매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 사이트 방문 경로가 쇼핑 앱 방문보다

는 검색 사이트 경유 방문이 높음에 따라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모바일 커머스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패션제품의 주요 유통채널인 브랜드 의류 전문몰  , 

이나 종합쇼핑몰보다 오픈 마켓의 번가와 마켓 소셜11 G , 

커머스의 위메프와 쿠팡이 와 모바일 모두에서 패션제PC

품에 대한 정보검색과 구매율이 높다는 것은 이제는 직접 

제품을 보고 입어보고 구매하는 패션제품에 있어서도 온

라인 유통 로켓배송의 배송혁신의 서비스 마케팅 전개가 ,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러한 대형 사이트들이 온. , 

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확실히 구축함에 따라 모바일 패

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패션업체들도 이들과의 제

휴를 통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운영 전략 수립을 세워

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 정보검색은 브랜드의류 쇼  , 

핑몰이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

는 본인이 선호하는 비브랜드 쇼핑몰을 이용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패션제품 구매 시 브랜드 사이트는 최신 트랜

드 제품에 대한 검색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 구매는 가격

이 저렴하지만 트랜디한 비브랜드 쇼핑몰 제품을 구매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적 소비성향.  

을 가진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만을 고수하면서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 모바일 판로를 아직 확고히 갖지 못하는 

브랜드들보다는 가격경쟁력과 배송혁신 서비스를 제공하

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들을 패션제품의 주요 구매처로 선

택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패션 브랜드들 역시 오. 

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합한 옴니 채널 서비스를 강

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온라인 사이트 선호 . 

동향과 요인을 잘 파악하여 현 온라인 시장의 거대 쇼핑

사이트들과의 패션제품 유통 경쟁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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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확대 선정하여 심층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 사이트를 온라인 모바. 

일 커머스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패션 사이트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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