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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앱(app)은 응용프로그램이란 뜻을 갖는 애플리케

이션(application)의 약자이며 어플(apple)이라고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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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ses, this study identified five attributes leading the perceived usefulness of mobile fashion apps (ubiquity 

and convenience, multi-media information, personalization, interactivity between consumers, and im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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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ashion apps. The important role of live streaming services was uniquely identified by Chinese fashion app 

users. Usefulness of location-based information provided by mobile fashion apps were differently perceived 

according to respondents' use purpose, and augmented reality services provided by the apps were related to 

entertainment rather than usefulness.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into Chinese consumers' per- 

ceptions of fashion apps and important app attributes that influence their continuance and discontinuance in- 

tention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lend preliminar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ers and fashion b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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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

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하며(Bowerman & 

DeLorme, 2014), 구동되는 구체적인 디바이스(smart 

phone, PDA, iPAD)나 제공되는 기능들(정보검색, 오

락, 판매촉진 등)에 근거해 다양하게 정의된다(Y.-C. 

Kim, 2011;  Nayebi et al., 2016). 최근 소비자들이 주

로 이용하는 앱은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앱의 기능

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특정한 기능에 제한

하여 모바일 앱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앱을 ‘스마트 폰 환

경에서 무선으로 구동되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응용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하였다.

스마트 폰의 사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 앱 사용 또

한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앱(브랜드 앱, 케이터링 앱, 모

바일 쿠폰 앱, 증강현실 앱, 위치기반 서비스 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패션 쇼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은 매우 소수이다. 소수의 연구들 중 대부분은 한국계

정의 패션 앱과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이다(Heo 

et al., 2016; Lee & Lee, 2013; So & Kim, 2013; Sung, 

2012, 2013). 국외 연구로는 미국계정(Ju et al., 2013)

과 스페인계정(González Romo et al., 2016)의 패션 앱 

콘텐츠를 분석하거나  영국(Parker & Wang, 2016), 미

국(Tseng & Lee, 2018), 방콕(Assarut & Eiamkanchana-

lai, 2015)의 패션 앱 소비자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중국은 모바일 앱 사용자 숫자가 세계 1위인 국가

로(“China was”, 2018) 2017년 스마트 폰을 통해 이루

어진 중국 모바일 상거래 규모는 약 1조 달러로 추정

되고 있다(Ao, 2018; Bernard, 2018). 패션제품은 중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자주 검색하고 구매하

는 제품들 중의 하나이다(Asia Distribution and Retail, 

2018). 그러나 중국계정의 패션 앱에 관한 연구나 모

바일 앱을 통한 패션 쇼핑에 관한 중국 소비자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소비자는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

서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과 다르다. 예컨대, 중국인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다 집단주의 가치가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가 미국인들보다 낮다(Hofstede, 

2001). 중국 소비자들의 모바일 앱 이용행동은 중국

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소비

자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계정의 패션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학생들

을 대상으로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과 위험지각 

및 행동의도(중단의도, 지속적 이용의도)에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중

국의 패션 앱 마켓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중국

에서의 앱 마케팅이나 앱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기업

들 및 모바일 쇼핑 앱의 이용행동을 규명하는 향후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중국의 모바일 앱 시장 현황

중국은 모바일 폰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인구(Biggs 

et al., 2017)와 모바일 상거래 및 앱 마켓 규모(Bernard, 

2018; “China was”, 2018)가 세계 1위인 국가이다. 그

리고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윈도우 마

켓 플레이스)이 앱 마켓을 지배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

리 중국에는 현지 기업들이 운영하는 많은 수의 모

바일 앱들과 앱 판매점들(app stores)이 있다(Ao, 2018; 

Chang, 2019; “China was”, 2018). 예컨대, 2018년 4월 

말 기준 중국에는 약 414만 개의 앱이 판매되고 있으

며 게임 앱(약 145만 개)이 가장 많다. 생활서비스 앱

(약 498,000개)과 전자 상거래 앱(약 392,000개)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디오 및 비디오 플레이어 앱

(약 66,000개)과 결제 앱(약 13,000개) 또한 많이 출시

되어 있다(CIW Team, 2018). 중국의 시장조사기관

(i Research)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인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모바일 앱들은 커뮤니케이션 앱(예: Wechat, QQ), 

비디오 앱(Aichi and Yuki), 유틸리티 앱(Baidu search, 

QQ browser, Baidu Chinese typing machine, free vacc-

ine, Shanda wifi, Yousa browser, QQ secure), 전자상거

래 앱(Taobao), 결제 앱(Alipay), 음악 및 오디오 서비스 

앱(Kugo, QQ music), 라이프스타일 앱(Autonavi mini-

ap, Baidu map)이다(Jung, 2017). 특히 중국에서는 글

로벌 기업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Facebook, Insta-

gram, Twitter)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에 중국 현지 기업이 개발한 SNS 앱(Sina weibo)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Jung, 2017).

사용자 수나 시장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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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찾기는 어렵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일상생

활에서 모바일 패션 앱을 자주 사용 것으로 나타났

다. 예컨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 청두에 거

주하는 600명의 중국 밀레니얼 세대(18~35세)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Asia Distribution and 

Retail, 2018), 응답자들 대부분은 적어도 2주에서 3주

마다 의류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 중 82% 

이상이 의류 브랜드 앱을 통해 새로운 의류 아이템

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촉진 내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바일 앱 시장 환경

에 주목하고 중국계정의 패션 앱을 대상으로 중국 

소비자의 패션 앱에 대한 지각과 행동의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2. 모바일 패션 앱

1) 모바일 패션 앱의 유형

모바일 패션 앱은 다양하게 정의된다(Choi & Lee, 

2012; Chopdar et al., 2018; Heo et al., 2016). 연구자들

의 정의를 통합하여 볼 때, 모바일 패션 앱은 패션 관

련 콘텐츠 혹은 패션산업(의류, 패션잡화, 뷰티, 저

널)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 브랜드 홍보, 가상체험, 판

매 등의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안되어 스마트폰

에서 구동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패션 앱을 광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패션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스마트

폰에서 구동될 수 있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

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미국계정(Ju et al., 2013)

과 한국계정의 패션 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Jang, 

2012; Jang, 2011; Kang et al., 2017; Kho & Lee, 2015; 

Kim, 2016; Y.-C. Kim, 2011; Park & Ko, 2014)에 따르

면, 패션 앱들은 앱의 핵심 기능이나 판매기능 유무

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 한국계정과 중국계정의 

패션 앱 사례들을 패션 앱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앱의 핵심 기능 측면에서 볼 때, 패션정보 제공 앱

은 국내외 컬렉션(예: Vogue Runway), 스트리트 정보

(예: Sikufid), 유명 연예인의 착장 스타일(예: Celeb's 

Pick)을 제공하는 앱으로 전통적인 패션잡지(예: Tap-

zine)와 가장 유사한 앱이다. 반면, 패션코디네이션 

앱은 쇼핑몰의 아이템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스타일

링을 제안하는 앱(예: Codibook, Mapssi)이나 사용자

가 자신이 보유한 옷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코디 아이템들과 스타일링을 제시

하는 앱이다(예: Mirroron). 중국계정의 앱에서도 패

션정보 제공 앱(예: 红书, 蘑菇街, 口袋购物)과 패션

코디네이션 앱(예: 唯品会)이 관찰된다. 패션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 앱은 패션코디네이션 앱과 달리 앱에 

가입된 수십만 혹은 수백만에 이르는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착장 스타일이나 메이크업 노하우를 사진에 

담아 플랫폼(예: Style Share)에 업로드하고, 다른 사

람들과 ‘좋아요’ 및 ‘댓글’ 등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

통을 하는 앱이다. 패션 컨설팅 앱은 전문가에게 자신

의 신체조건, 취향, 개성에 맞는 맞춤 착장 스타일에 

대해 상담하고 추천된 스타일을 체험해 보는 커뮤

니케이션 앱이다(Kim, 2016). 패션가상체험 앱은 사

용자가 자신의 얼굴, 손, 신체 사진을 등록하고 선택

한 의상을 가상으로 착장해 해보거나 선택한 립스틱

이나 매니큐어(예: YouCam Makeup, YouCam Nails), 

헤어염색이나 헤어스타일(예: Hairfit)을 골라 색상

과 이미지를 가상으로 체험해보는 앱이다(예: VR 魔

镜彩妆). 패션게임 앱은 아바타의 의상을 디자인하

거나 스타일링 하는 것(예: Line play Canvasee Fashion 

Holic Lite)을 비롯해 패션매장의 구축, 인테리어 디

스플레이, 매장 운영 등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앱이다(예: Fashion Story, Fashion 

City, 红唇, 精美). 패션큐레이션 앱은 사용자의 입

력 정보(연령, 상품종류, 선호 스타일)에 따라 수백 

개의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자동으로 골라서 추천

해주는 중계 기능의 앱이다(예: ZigZag).

한편, 앱의 운영 주최가 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패션 앱은 브랜드 앱과 소매점 앱으로 구분될 수 있

다. 브랜드 앱은 브랜드 제조업체가 브랜드의 광고

홍보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목적으로 개발된 앱이

고(예: Chanel, Gap), 소매점 앱은 유통 비즈니스 목적

으로 개발된 앱이다(예: Taobao, Coupang). 또한 앱에 

상품의 주문과 가격지불을 위한 결제시스템이 갖추

어져 있는지에 따라 패션 앱은 쇼핑 앱(shopping app)

과 비쇼핑 앱(non-shopping app)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판매기능을 갖춘 한국계정의 브랜드 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 Ko, 2014). 그러나 최근 

다운로드 수에서 고객 확보에 성공한 일부 패션코디

네이션 앱(Mappssi), 패션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앱(St-

yle share app), 패션브랜드 앱(Gap, 海澜之家)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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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e-commerce)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패션 쇼

핑 앱의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모바일 패션 앱의 콘텐츠와 특성이 앱 이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패션 앱을 구성하는 콘텐츠들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국내외 패션브랜드 앱과 소매

점 앱을 분석한 연구(Kim, 2010)에 따르면, 패션 앱은 

정보 제공(상품사진, 상품상세정보, 컬렉션 비디오, 

점포 정보, 뉴스 등), 사회적 연결망(Facebook, Twitter, 

Me2day 등), 증강현실, 구매 관련 기능(구매기능, 위

시리스트, 쿠폰, 검색기능, 고객 리뷰, 스타일 제안, 

주문상황), 오락성(월페이퍼, 영화, 온라인 카드, 음

악, 스타일 제안 등)과 실용성(시계, 알람) 기능의 콘

텐츠들로 구성되었다. 국내와 국외의 패션 브랜드 

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기본적 정보, 사회적 연결

망, 증강현실, 위치기반 서비스, 오락 콘텐츠, 쇼핑, 

생방송이 패션 앱 구성 콘텐츠로 제시되었다(Park & 

Ko, 2014). 한편, Choi and Kim(2011)은 반응성(개인

맞춤화를 통해 상품에 대한 흥미와 고객 반응을 유

도하는 특성), 현실성(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하여 가

상으로 생성된 정보나 이미지를 실제 환경과 접목하

는 특성), 즉시성(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

는 시점에서 정보와 상품을 획득하는 특성), 공감성

(자신이 관심을 갖거나 구매한 상품에 대해 타인들

의 평가와 의견을 공유하는 특성)을 패션브랜드 앱

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패션브랜드 앱의 특성은 

또한 역동적 가변성(편재성, 가상현실), 다매체적 결

합성, 상호작용성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특성들은 

다양한 정보지향 콘텐츠, 감성유발 콘텐츠, 오락형 

콘텐츠, 체험형 콘텐츠들에 의해 구현된다(S.-Y. Kim, 

2011).

소비자의 모바일 패션 앱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주로 패션 

앱에 대한 태도, 만족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앱의 콘텐츠, 속성, 특성들이 규명되었다. 한

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패

션 앱에 대한 만족도는 편재성, 위치기반 속성, 정보

품질에 의해 결정되었다(Y.-C. Kim, 2011). 그리고 패

션 쇼핑을 위한 모바일 앱의 지속적 이용의도는 앱 

특성(상품속성, 사용용이성), 지각된 규범, 앱에 대

한 이용자 태도에 의해 예측되었다(Sung, 2013). 영국 

소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에 따르면(Parker & Wang, 

2016), 모바일 패션소매 앱의 이용에 관여하는 중요

한 요인은 효율성과 편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치기반 서비스, 개인화된 서비스, 편리한 운영과

정이 모바일 앱 쇼핑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패션 앱 마켓인 경우, 현지의 

중국 기업이 개발한 앱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기

존연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요인들이 중국계정

의 패션 앱 이용행동에 관여될 수 있을 것이다.

3.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 지각과 행동의도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특정 기술

이나 프로그램의 채택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기술수

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의 핵심 

개념으로 특정한 응용프로그램이 과업(작업)을 수행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정의되는 인지적 개념이다(Davis et al., 1989). 

의류를 전공하는 한국인 남녀 대학생과 패션관련 종

사자들은 비교 검색의 불가능성, 유용한 콘텐츠의 

부족, 다운로드와 업데이트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을 낮게 지각하였다(Sung, 

2012). 반면, 모바일 앱을 통한 패션 쇼핑의 유용성과 

유희성이 높게 지각되면 모바일 앱을 이용한 패션 쇼

핑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Sung, 2012). 

특히 패션 앱의 유용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지각

은 앱의 콘텐츠, 앱의 디자인/가시성, 앱의 지속적 관

리성과 관련이 있었다(Lee & Lee, 2013).

한편, 모바일 상거래 기반의 브랜드 앱을 이용하

는 미국 소비자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앱의 지각된 유용성은 앱의 시스템 품질과 앱의 정

보품질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브랜

드 앱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의도(이용의도, 구전의도,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seng & Lee, 

2018). 그리고 영국 소비자들이 지각한 모바일 쇼핑 

앱의 유용성 지각은 앱 쇼핑에서 지각된 위험(재무

적 위험, 상품성능 위험, 보안 위험)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Hubert et al., 2017).  한편, 앱은 아니지만 모

바일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주

관적 규범, 과거 무점포 쇼핑 경험, 모바일 폰의 양립

성은 중국 소비자의 모바일 의류상거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쳤다(Sun & Chi,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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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 소비자의 패션 앱에 대한 유용성 지각이 패

션 앱에 대한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 지각에 관

련된 앱의 특성이나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4. 모바일 패션 앱 이용에서 지각된 위험과 행동

의도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선택이나 구매에 동

반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Bauer, 

1960) 혹은 손실이 발생할 확률과 손실의 중요성(Ro-

selius, 1971)에 대한 지각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심리적 상태(염려, 걱정)로 정의된다. 지각된 위

험은 재무적 위험, 사회적 위험, 성능 위험, 심리적 위

험, 신체적 위험, 편의성 위험으로 유형화된다(Peter 

& Ryan, 1976). Zikmund and Scott(1977)은 미래기회

상실 위험과 시간 위험 또한 지각된 위험의 한 유형으

로 제시하였다. 인터넷 쇼핑에서도 시간/편의성 위험

을 비롯한 전통적인 위험 유형들이 지각되었다(For-

sythe & Shi, 2003).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유

출 및 취약한 보안 시스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이 추가로 지각되었다(Featherman & Pavlou, 2003).

모바일 환경에서 지각된 위험을 조사한 국내 연구

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이용한 패션 쇼핑에서 보안 

위험(신용카드 정보의 누출, 거래과정의 보안성, 개

인정보 도용)과 품질 위험(상품의 성능, 주문상품과 

실제상품의 불일치, 교환환불의 불편성)이 비교적 높

게 지각되었다(Sung, 2013). 특히, 모바일 패션 앱을 

통한 쇼핑에서 지각된 품질 위험은 40대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ng, 2013). 그

리고 모바일 앱 이용자들인 경우, 모바일 소셜커머

스 환경에서 쇼핑성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 구매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Lee, 2016).

한편, 인도 소비자들이 지각한 개인정보 위험은 

모바일 쇼핑 앱의 이용의도와 이용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인도 소비자들이 지각한 보안 위험이나 미국 

소비자들이 지각한 개인정보 위험과 보안 위험은 쇼

핑 앱의 이용(이용의도)과 관련이 없었다(Chopdar et 

al., 2018). 그러나 영국 남녀 소비자 조사에서는 지각

된 위험(보안 및 재정적 위험, 상품성능 위험, 심리적 

위험)이 모바일 쇼핑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Marriott & Williams,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모

바일 패션 앱 환경에서 지각된 위험과 행동의도의 

관계가 각 국가의 쇼핑환경과 소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 숫자(Cle-

ment, 2019)와 이용자 숫자(Borak, 2018)가 가장 많으

면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앱 마켓을 형성하고 있

는 중국 소비자의 위험지각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중국계정의 패션 앱 이용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지각과 행동의도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을 이용

할 때 유용하다고 지각되는 앱의 특

성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요인들

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한다.

연구문제 2.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을 이용

할 때 지각된 위험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한다.

연구문제 3.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 및 중단의도에 관

련된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

색한다.

2. 초점집단 면접 대상 및 자료 수집

면접 대상은 한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패

션 전공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초점집단면접 실시에 

앞서 참가자들의 개인적 정보 및 패션 앱 이용 경험

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참가자 모두 중국 국적을 갖고 있

었고, 중국 거주기간은 17~29년이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1.5~5년이었다. 면접 참가자 13명 중 12명은 

20대 전반이었으며, 1명은 남학생이었다. 구매기능

이 갖추어진 패션 앱을 보유한 숫자(1~10개)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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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없는 패션 앱을 보유한 숫자(1~8개)는 참가자

에 따라 다양하였다. 모바일 패션 앱의 이용빈도와 

패션 앱을 통한 구매빈도는 선택강요형 질문(forced-

choice question)을 이용해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모바일 패션 앱의 이용빈도에 대해 “전혀 이용하지 

않음”(0명), “별로 이용하지 않음”(1명)이라고 응답

한 경우는 매우 소수였으며, “보통”(6명), “약간 자주”

(2명), “매우 자주”(4명)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모바일 앱을 통한 패션상품 구매빈도에 대해 “보통”

(6명)이라고 응답한 참가자가 많았고, 나머지 참가자

들은 “약간 자주”(3명), “매우 자주”(4명)라고 응답하

였다. 중국계정의 패션 앱을 통해 주로 구매한 상품

들은 의류(코트, 원피스, 스커트, 스웨터, 탑 및 상의), 

패션잡화(가방, 신발), 주얼리(귀걸이, 반지) 등이었

다. 참가자들은 패션 앱에서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13명), 구매후기 서비스(13명), 사진공유 서비

스(12명), 위치기반 서비스(11명),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서비스(9명), 증강현실 서비스(9명), 가상현실 서

비스(8명), 게임/오락 서비스(6명) 순으로 이용 경험

이 많았다.

중국계정의 패션 앱을 이용하는 동안 지각된 유용

성을 선택강요형 명목척도로 측정한 결과, “매우 유

용하였다”(9명)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나머지 

학생들은 “보통”(1명), “약간 유용”(3명)으로 응답하

였다. 패션 앱 이용에서 경험된 즐거움 정도는 “보통”

(4명)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약간 즐거움” 4명, 

“매우 즐거움” 5명). “전혀” 유용하지 않거나(전혀 즐

겁지 않거나) “별로” 유용하지 않다(별로 즐겁지 않

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3. 초점집단면접 방법 및 절차

면접에 앞서 면접 시간과 응답 녹음에 대해 공지

하였으며, 응답자 모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모

더레이터(1저자)는 한국어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

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2개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통역할 조선족 중국

인 통역 전문가 1명(실시간 통역)과 중국인 대학원생 

1명(녹음과 기록)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모더레이터

는 면접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정의된 모바일 앱, 패션 

앱, 브랜드 앱, 소매점 앱, 쇼핑 앱의 개념에 대해 설명

하고,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앱을 포함하여 패션 콘

텐츠를 다루는 중국계정의 패션 앱에 조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실제 면접 시간은 2시간이었으며, 면접

이 끝난 후 사은품이 제공되었다.

모더레이터는 우선 중국계정의 패션 앱이 어떤 측

면에서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지, 이와 관련된 앱 속

성 혹은 콘텐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연

구문제 1). 그 다음으로 패션 앱을 이용할 때 어떤 점

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지, 이와 관련된 속성 혹은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연구문제 2). 

마지막으로 패션 앱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앱 이용을 중단할 생각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연구문제 3). 참가자의 구체적

인 응답을 위해 응답에 연관된 후속 질문이 제시되

었다. 응답된 내용들은 가감 없이 기록되었으며, 기

록된 내용들은 연구자 2명의 논의를 거쳐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범주화되었으며, 내용적 공통성에 근

Respondents A B C D E F G H I J K L M

Age 21 25 24 22 23 21 21 23 23 24 24 21 31

Gender F F F F F F M F F F F F F

Residence in China (Year) 18 20 21 19 20 19 19.5 20 21 21 20 17 29

Residence in Korea (Year) 3 5 3 3 3 2 1.5 3 2 3 4 4 2

Owned number of non-shopping apps 1 3 2 2 1 2 0 1 2 6 2 8 1

Owned number of shopping apps 1 4 4 5 10 3 5 3 1 4 3 2 2

F: Female, M: Male

Table 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use experience of mobile fashion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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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하위 명칭이 부여되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부족(조사, 시제, 수동태, 능동태 등)이나 구

어체 응답에 따른 가독성 문제를 개선하고 응답 이

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로 응답된 불완전한 

문장들은 한국어 문법에 맞게 약간 수정되었다. 중

국어로 응답된 내용은 중국어와 한국어 번역이 함께 

제시되었다.

IV. 연구결과

1.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 이용에서 지각된 

유용성

면접에 참가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편재성/편리성, 

다매체적 정보 제공성, 즉시성, 개인화, 소비자들 간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이 

유용하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패션 앱에서 제공되는 

가상체험 서비스의 유용성은 체험되는 상품유형(의

류제품, 뷰티제품)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다. 중국

계정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과 관련된 구체적 하

위 요인 및 응답 내용들이 다음에 제시되었다.

1) 편재성과 편리성

면접 참가자들은 편재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모바

일 패션 앱을 유용하게 인식하였다. 편재성(ubiquity)

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신하

고 송신하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의미

한다(Kannan et al., 2001). 면접 참가자들은 개인용 컴

퓨터나 노트북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용이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쇼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패션 앱을 유용하

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

들 중의 하나가 편재성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오프

라인 쇼핑에서처럼 번잡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일종

의 원스톱 쇼핑처럼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상품들

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편리성 또한 모바일 앱 쇼

핑의 유용성으로 인식되었다.

“편리성, 편해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어요. 휴대폰

으로 쇼핑하고. 웹사이트보다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노트북

을 별로 안 쓰니까. 휴대폰은 계속 저랑 같이 있어서 언제든지 어

디서든지 다 해 볼 수 있어요.” (J, 여성, 24세)

“편해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계속 사용해요.” (C, 

여성, 24세)

“많이 사는 브랜드 있잖아요. 저는 앱에서 의류종류를 먼저 골

라서 오프라인 점포에서 착용한 경험이 있어요.” (M, 여성, 21세)

“是的 会有相关品牌的链接, 点击后就可以购买。比如说今天

找了悦诗风吟 那么系统就会推 给你很多关于悦诗风吟的相关

产品。” 네, 앱에는 관련 브랜드에 대한 구매링크가 있어서 제가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앱에서 이니스프리를 검색하면, 앱에 

이니스프리와 관련된 많은 상품들이 제공됩니다. (I, 여성, 23세)

2) 다매체적 정보 제공성

다양한 유형의 패션 정보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

공된다는 점에서 모바일 패션 앱이 유용하게 지각되

었다. 면접 참가자들은 모바일 패션 앱을 이용할 때 

문자, 사진 이미지, 동영상 형식으로 제공되는 판매

상품 정보, 패션 컬렉션 정보, 패션 코디네이션 정보, 

구매후기 정보들을 유용하게 인식하였다.

동영상 정보들인 경우 패션상품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볼 수 있고, 상품의 재질, 디테일, 색상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 이해도 측면에서 유용한 

시청각 정보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면접참가자들은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들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컬렉션 동영상 정보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

에 패션 앱이 제공하는 컬렉션 정보를 통해 최신 트

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생생한 패션 쇼 정

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패션 앱

을 유용하게 인식하였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유용해요. 의류의 앞면, 뒷면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재질이나 디테일도 잘 볼 수 있어요.” (J, 여성, 24세)

“저는 대부분 패션 트렌드, 2019년의 F/W 아니면  S/S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파리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 바로  1주

일 뒤에 동영상들이 다 올라왔어요.” (L, 여성, 21세)

패션 코디네이션 정보 또한 모바일 패션 앱을 이

용할 때 유용하게 인식되는 다매체적 정보들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면접 참가자들은 중국의 SNS 앱

(Weibo), 소매점 앱(Taobao) 및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패션 앱들에서 제공되는 패션 코디네이션 사진 정보

와 동영상 정보들인 경우 일상생활에서 입을 옷을 

스타일링하거나, 구매에 앞서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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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구매할 아이템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我也是用 红书, 用的理由是, 我不清楚第二天要什么搭配. 

把我想要的风格在 红书上搜索, 如果上面的衣服和自己的风格相

似的话, 我就会像APP上推荐的风格一样，去搭配。” 저도  Xiaong-

shu를 사용합니다. 다음 날 옷을 어떻게 입을지 모르면 이 앱에

서 원하는 스타일을 검색합니다. 만약 제가 갖고 있는 옷이랑 비

슷한 옷으로 스타일링된 것이 있으면 그 스타일과 동일하게 코

디네이션을 합니다. (I, 여성, 23세)

“我用淘宝, 买一些衣服, 我会经常给女朋友买衣服, 给女朋友

买一些好的搭配, 买给我的女朋友。” 저는  Taobao 앱을 이용해서 

옷을 구매합니다.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옷도 이 앱에서 많이 삽

니다. 앱에 제가 좋아하는 코디 스타일이 있으면 여자 친구에게 

그 코디 스타일을 추천하고 스타일링된 의류제품을 사줍니다. 

(G, 남성, 21세)

“가방과 코트요. 저는 중국  Weibo 앱에서 코디를 많이 찾아 

본 후 그 트렌드에 따라서  Taobao에서 옷을 구매해요.” (F, 여성, 

21세)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업로드 

되는 구매후기 정보 또한 모바일 패션 앱을 이용할 

때 유용하게 인식되었다. 면접 참가자들은 문자형식

의 구매후기 정보들(text reviews)을 비롯하여 의류상

품 착장 모습이나 뷰티제품 사용 모습을 촬영하여 올

린 사진형식(photo reviews)과 동영상 형식(video re-

views)의 구매후기 정보들인 경우 상품의 특징을 파악

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매할 패션 아이템을 찾거나 구매여

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想要找的东西, 在这上面可以得到别人的推荐。就可以看到别

人使用的评价, 对自己有帮助。” 제가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앱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구매후기나 사용평가를 찾아보고 도

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 여성, 23세)

“自己的东西也可以在上面分享。” 자신이 구매한 것도 앱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I, 여성, 23세)

“저도  Xiaohongshu 자주 이용해요. 저는 스킨케어와 화장품

에 관심이 많아요. 민감 피부이기 때문에 주로 화장품 사용후기

에 관심이 많아요. 사용후기와 나의 개인 상황을 연계시켜 비교

해 보고 이 상품을 살 것인지, 사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요.” (M, 여성, 21세)

3) 즉시성

즉시성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

점에서 정보와 상품을 바로 획득하는 특성으로(Choi 

& Kim, 2011) 현장중심의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포함

한다(Lee, 2011). 실시간 의사소통 서비스(real-time com-

munication service)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live stre-

aming service)를 통해 판매자와 즉각적으로 의사소

통할 수 있는 점이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으로 인

식되었다.

면접 참가자들은 위챗이나 실시간 대화 창을 통해 

궁금한 내용들(패션상품의 치수, 색상, 디테일 등)을 

물어보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판매자에게 자신의 신체 치수를 알려주고 자신에

게 맞는 사이즈의 상품을 즉각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패션 쇼핑 앱의 실시간 의사소통 서비스

를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 면접 참가자들은 판매자

와의 이러한 실시간 의사소통 서비스가 상품을 구매

하기 전이나 구매한 후에 모두 가능하다고 응답하였

으며, 이러한 점을 모바일 패션 앱 쇼핑의 유용성으로 

지각하였다.

“중국  Taobao에서는 제가 어떤 사이즈를 선택할지 잘 확인

할 수 있어요. 제가 치수, 가슴둘레, 허리둘레를 다 알려주고 어

울릴 사이즈를 추천받을 수 있거든요. 사이즈 문의요. 네, 실시

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 별로 없

어요.” (J, 여성, 24세)

“淘宝一般从售前到售后, 还有物流跟踪, 包括 货, 所有的流

程都很完善。这一点很好。”  Taobao 앱인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 전 

서비스부터 반품과 물류추적을 포함한 판매 후 서비스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완벽합니다. 이 앱은 매우 좋습니다. (M, 여성, 21세)

다양한 유형의 중국계정 모바일 앱들인 경우(예: 

Taobao, Douyin, Meipai), 오프라인 판매현장이나 스

튜디오 판매현장에서 패션상품을 촬영하면서 상품

을 설명하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한다. 면접 참가자들은 생방송되는 의류상품, 화장

품, 신발 상품을 실시간으로 쇼핑하며 생방송 중에 

방송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패션 앱들이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

용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를 통해 판매상품이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이나 사용 

후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직접 보여지기 때문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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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단과 구매결정이 용이해서 모바일 패션 앱

이 유용하게 인식되었다.

“个人直播平台也有个人买东西的, 包括化妆品, 鞋子, 衣服除

了淘宝。”  Taobao 이외의 다른 앱에서도 개인이 실시간 방송 플

랫폼을 통해 화장품, 신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M, 여성, 

21세)

“如果比起抖音APP的话美拍上的直播可能会更多。” Douyin 

앱에서보다  Meipai 앱에서 실시간 생방송이 더 많이 이루어지

는 것 같습니다. (I, 여성, 23세)

“如果是化妆品的话, 他们可以直接向你展示口红的颜色, 还

有眼影的效果, 我可以参 。” 화장품인 경우 판매자가 립스틱과 

아이섀도를 직접 바르고 사용 후 실제로 나타난 색상을 시청자

들에게 보여주므로 저도 제품 사용 효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M, 여성, 21세)

4) 개인화 서비스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들이 제공하는 개인화

된 상품추천 서비스와 판매촉진 서비스가 유용하다

고 인식되었다. 개인화(personalization)는 개인 각자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속성들

을 개인에게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Peppers & Rogers, 

1993), 인터넷에서의 개인화는 이용자들이 직접 입

력한 개인적 정보를 토대로 각 개인에게 맞춤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Vesanen, 

2007).

면접 참가자들은 모바일 패션 앱에서 제공하는 개

인화된 판매촉진 서비스들(쿠폰, 가격할인 등)이 다

양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참가자들은 자신의 

연령, 사이즈 및 선호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

로 자신에게 맞춤화된 상품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는 점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

한 측면으로 인식하였다.

“앱에 가입하면 쿠폰과 할인도 많이 받아요.” (A, 여성, 21세)

“네, (판매촉진)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요.” (M, 여성, 

21세)

“무슨 세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것을 제

가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노트북이 없어도 그냥 휴대폰

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편해요.” (J, 여성, 24세)

“在这上面买衣服和首饰, 年龄, 风格分类, 尺寸分类, 点击后, 

就会出来自己 合的风格。” 이 앱은 의류와 액세서리를 많이 제

공합니다. 연령, 스타일, 사이즈에 따라 상품이 분류되어 있어

서 메뉴를 클릭하면 (클릭한 항목만 필터링 되어) 자신에게 어

울리는 스타일들이 제시됩니다. (K, 여성, 24세)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또한 각 개

인의 위치 정보를 토대로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맞

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화 서비스의 일종

이다(Parker & Wang, 2016). 면접 참가자들은 모바일 

패션 소매점 앱(Taobao)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

비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화

된 위치기반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지각은 응답자

에 따라 달랐다. 면접 참가자들은 모바일 패션 앱에

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변 시설물들

(대형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 측면에서 이를 유용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일부 면접 참가자들은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점

포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개

인화된 위치기반 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

였다. 모바일 패션 브랜드 앱이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인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브랜드 대리점에 대

한 위치 정보는 제공하지만 소규모의 일반 패션점포

에 대한 위치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성

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어디 있는지 다 표시되어요. 주소까지. 제주시에 있으

면 앱에 그냥 위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도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어요.” (J, 여성, 24세)

“你显示位置的时候, 你周围商品就会推荐给你。就比如说, 济

州 定位的话, 他会给你推荐周围的店铺。”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제 주변에 있는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 주변 상점을 추천해줍니다. (M, 

여성, 21세)

“그런데 제가 쓰는 앱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는 패

션 판매처에 관한 정보를 별로 제공하지 않아요. 식당과 쇼핑센

터를 많이 추천해요.” (M, 여성, 21세)

“미스터피자를 먹고 싶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 주변 

어디에 (피자집이) 있는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패션 판매처

에 대한 위치 정보는) 별로 없어요.” (J, 여성, 24세)

5)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성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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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이용할 때 유용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소비자

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은 모바일 앱의 특성

으로 제시된 공감성(Choi & Kim, 2011; Lee, 2011)과 

밀접한 개념이다. 공감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이 

관심을 갖거나 구매한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특성이다(Lee, 2011). 

특히,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성은 구매후기 

댓글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모바일 패션 앱에 링크된 

커뮤니케이션 앱(Wechat, QQ)이나 SNS 앱(Weibo)을 

통해 타인들과 사진 이미지를 공유(photo sharing)함

으로써 이루어졌다. 면접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유사한 이전 구매자의 구매후기(텍스트 후

기, 사진후기)에 댓글을 달고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자신에게 어울리

는 코디 스타일이나 뷰티제품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에서 모바일 패션 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성을 유용하게 인식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 밑에서 (댓글로) 질문도 할 수 있

어요.” (J, 여성, 24세)

“淘宝上面有个机能叫做‘问大家’ 购买之前问那些买过的人使

用评价如何。”  Taobao 앱에는 ‘모두에게 물어보기’ 기능이 있습

니다.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이전 구매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평

가나 사용법을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A, 여성, 21세)

“실제 색깔과 사이즈가 제 사이즈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많

이 물어봐요.” (M, 여성, 21세)

“네, 글로 답을 하고 사진도 올려요.” (A, 여성, 21세)

“我用 红书, 在那里有服装搭配和化妆品的使用评价, 特别

是我选择化妆品的时候, 不知道选择什么样的好, 不知道什么样

的 合我, 我就可以通过这个APP找到 合自己的, 比较方便。” 

저는  Xiaohongshu 앱을 사용합니다. 이 앱에는 의복코디네이

션과 화장품에 대한 사용후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화장

품을 고를 때 나에게 맞는 화장품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내가 

어떤 화장품을 선택해야할지 모를 때 이 앱을 이용하면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A, 여

성, 21세)

특히, 면접 참가자들은 모바일 패션 앱에 링크된 

중국계정의 커뮤니케이션 앱들(Wechat, QQ)과 SNS 

앱(Weibo)을 통해 자신이 쇼핑하는 패션상품의 이미

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어 색상이나 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비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점을 유용하게 지각하였다. 이것은 소비자

간 상호작용성이나 소비자간 공감성 표현을 촉진하

는 기능들이 모바일 패션 앱에 도입됨으로써 혼자 쇼

핑하고 혼자 결정해야 하는 모바일 쇼핑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패션 앱의 유용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시

사한다.

“색깔을 고를 때, Wechat에서 (상품이미지를) 친구에게 보내

요.” (L, 여성, 21세)

“Wechat 통해서 제가 쇼핑할 때, 엄마한테 (상품이미지를) 많

이 공유해요.” (A, 여성, 21세)

“Wechat 통해서 스타일을 고를 때, (상품이미지를) 친구에게 

공유해요.” (I, 여성, 23세)

“Wechat를 통해서 관심이 많은 상품들을 친구에게 링크로 

공유할 수 있어요. Wechat, QQ, Weibo에서 다 공유 할 수 있어요.” 

(M, 여성, 21세)

“친구에게 공유하면 친구도 (상품을) 볼 수 있잖아요.” (J, 여

성, 24세)

“휴대폰 캡처와 링크로 (상품이미지) 공유하는 거 다 가능해

요.” (C, 여성, 24세)

6) 현실성

현실성(reality)은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하여 가상

으로 생성된 정보나 이미지를 실제 환경과 접목하는 

특성을 의미한다(Choi & Kim, 2011; Lee, 2011). 면접 

참가자들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

었으며 이들이 가상체험 서비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 

대부분은 증강현실 서비스였다. 면접 참가자들은 모

바일 패션 쇼핑 앱에 자신의 얼굴과 신체치수를 올린 

후 상품을 선택하면 가상모델 이미지로 나타나는 증

강현실 서비스를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의류

제품의 쇼핑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는 크게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면접 참가자들은 과거에 

자신이 모바일 패션 쇼핑 앱(Taobao)에서 체험했던 

의류제품 피팅 시스템이 없어진 것도 이 서비스가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모바

일 패션 앱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립스틱

이나 아이섀도를 선택하면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여

주는 뷰티제품 가상체험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언

제 어디서나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류제

품 가상체험보다 유용하게 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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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概有两年前, 淘宝有 发过这个功能, 把自己脸部拍照, 把

身体尺寸上传后, 选好衣服后, 会呈现出使用 虚拟生成的形象

模特图, 这个功能是试用了一段时间, 但是现在好像没有了。” 약 

2년 전에  Taobao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상 피팅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가 얼굴 사진을 찍고 신체 사이즈를 업로

드한 후 옷을 선택하면 이 옷을 착용한 가상 모델 이미지가 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M, 여성, 21세)

“저는 (증강현실 기능을) 사용했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없어

요.” (J, 여성, 24세)

“재미있는 것. 원래 사용하던 화장품 앱인데, 애가 립스틱 색

깔을 바꿔서 보여줘요.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보라색 같은 색깔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앱을 사

용하면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상으로) 한 번 볼 수 있어요.” 

(L, 여성, 21세)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 해 볼 수 있어요. 립스틱뿐만 아니라 

아이섀도도 할 수 있어요. 침대에서 휴대폰 보고 다 할 수 있어

요.” (J, 여성, 24세)

2.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 이용에서 지각된 

위험

중국계정의 패션 앱 이용에서 개인정보 위험(pri-

vacy risk), 보안 위험(security risk), 상품 위험(product 

risk), 미래기회상실 위험(loss of future opportunity), 

시간 위험(time risk)이 지각되었다.

1) 개인정보 위험 및 보안 위험

중국계정의 패션 쇼핑 앱 이용에서 면접 참가자들

이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신용카드 정

보, 집주소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었다. 그리고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또한 모바일 패

션 앱 이용에서 지각되는 위험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애플,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중소형 규모의 중국 기업이 앱 개발자이거나 앱 판매

자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위험이 지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면

접 참가자들은 규모가 큰 모바일 쇼핑 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개인정보, 카드정보” (J, 여성, 24세)

“집 주소” (L, 여성, 21세)

“안심하게 결제할 수 없어요. 다른 앱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

뢰도가 좀 높은 앱에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인증할 때는 안

심이 되요. 작은 기업들이 개발한 앱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요. 바이러스도 있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낮아요.” 

(M, 여성, 21세)

2) 상품 위험

모바일 패션 쇼핑 앱 이용에서 상품 위험이 지각

되었다. 지각된 상품 위험은 상품의 불일치, 상품의 

품질, 상품에 대한 정보적 측면과 관련되었다. 상품 

불일치 위험은 스마트 폰 화면으로만 상품을 확인하

고 구매하기 때문에 패션 앱에서 주문한 상품이 자

신이 기대한 컬러, 소재, 사이즈와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위험이다. 이것은 인터넷 쇼

핑에서처럼 실물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하는데

서 기인된 위험이다.

“실제 물건을 봤는데 사진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원피스를 샀는데 색깔도 사진과 좀 다르고 재질도 별로예요.” 

(L, 여성, 21세)

“소재가 판매자가 설명한 것과 좀 달라요.” (M, 여성, 21세)

“我有一次买裤子, 我给卖家报了身高和体重, 可是我拿到货

物后, 完全不合 。” 앱에서 바지를 살 때, 판매자에게 저의 키와 

몸무게에 대해 모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품을 받

아서 보니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I, 여성, 23세)

상품품질 위험은 이전 구매상품들에서 경험된 낮

은 염색견뢰도와 낮은 형태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

다. 면접 참가자들은 쇼핑 앱에서 구매한 패션상품

의 변형, 변색 및 배송된 상품에 남아있는 불쾌한 냄

새에 대해 염려하였다. 이것은 염색과정, 가공처리

과정 혹은 보관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서 비롯된 조악한 품질에 대한 상품 위험이다.

“옷을 빨았더니 물에 젖어서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B, 

여성, 25세)

“옷 색깔이 나중에 빠졌어요. 액세서리도 색깔이 빨리 변해

요. 물건을 받을 때 냄새가 나요.” (L, 여성, 21세)

면접 참가자들은 또한 모바일 쇼핑 앱에 입점한 

개인 판매자들이 포토샵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패션

상품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상품의 가치를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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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따른 위험을 지각하였다. 이것은 상품을 직

접 보지 못하거나 만져보지 못한데서 초래되는 상품 

불일치나 조악한 품질에 따른 상품 위험과는 다르

다. 즉 판매자의 상업적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

곡된 상품 정보로 인하여 상품을 잘못 선택하게 되

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상품 위험이다. 

면접 참가자들은 판매자의 왜곡된 정보에 따른 상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구매자의 

사진후기 정보를 유용하게 인식하였다.

“参 别人评价的时候, 会有买家上传实际商品的照片, 会看买

家秀, 商家上传的照片都是处理过的, 我只看细节, 一般还是看买家

秀。” 구매후기를 올릴 때 구매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실물을 촬영

하여 사진을 올립니다. 판매자들이 올리는 사진들은 대부분이 

포토샵으로 처리된 사진들입니다. 저는 보통 디테일을 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후기를 많이 참고합니다. (M, 여성, 21세)

“有些软件太过于商业化, 人气高些的博主为了赚取广告费, 会

夸大商品的价值。” 일부 앱들은 너무 상업적입니다. 광고 수수

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인기가 많은 판매자들은 상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이런 앱은 삭제해요.” (A, 여성, 21세)

3) 미래기회의 상실 위험

미래기회상실 위험은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이 나타

남으로써 입게 되는 현재 손실에 대한 염려나 심리

적 민감성을 의미한다(Zikmund & Scott, 1977). 이것

은 상품에 지불되어야 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재

무적 위험과는 다르다. 즉 가까운 미래 시점에서 얻

을 수도 있었던 금전적 이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민감성으로 나타난 심리상태이다. 면접 

참가자들은 모바일 쇼핑 앱에서 구매한 상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불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심리 상태를 보임으로써 

미래 시점에 있을 수 있는 가격변동의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价格浮动太大, 比起实际卖场, 比如, 昨天我是100块买的, 第

二天商品降价了, 我心情就会很不舒服。” 실제 점포보다 가격차이

가 큽니다. 예를 들어, 어제 상품을  2만 원으로 구매했는데 그 다

음날 가격이 만 원으로 내려서 너무 불쾌했습니다. (I, 여성, 23세)

4) 시간 위험

시간 위험은 원하는 상품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Cox & Rich, 1964) 혹은 시간을 과도하게 

투입해야 되는 것(Dholakia, 2001)에 대한 지각이다. 

모바일 앱에서 패션 쇼핑을 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면접 참가자들

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보이지 않으면 원하는 상

품을 찾을 때까지 5~6시간 넘게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 없

이 쇼핑이 가능한 모바일 앱 쇼핑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1시간, 2시간 정도 계속 봐요.” 

(L, 여성, 21세)

“다섯, 여섯 시간,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계속 봐요. 못 

찾으면 계속 찾아요.” (M, 여성, 31세)

“두, 세 시간 정도” (D, 여성, 22세)

“하루 종일, 찾아요.” (J, 여성, 24세)

3.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에 대한 행동의도

1) 앱의 지속적 이용 및 추천 의도

면접 참가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사용 의도는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앱이 제공하는 구매 전 및 구매 과정에서의 

서비스를 비롯하여 구매 후에 제공되는 택배, 환불, 

교환 서비스들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인식에서 비롯

되었다. 또한 면접 참가자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앱을 추천하는 이

유로는 앱에서 제공하는 브랜드의 다양성, 가격 대

비 양호한 품질, 다양한 패션상품군, 충분한 량의 구

매후기 정보와 코디네이션 정보가 제시되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 브랜드의 구매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구매가능” (I, 여성, 23세)

“네, 그 앱에서는 제가 원하는 상품을 다 구매 할 수 있어요.” 

“我会一直用淘宝。淘宝从售前, 售中到售后, 以及物流跟踪, 

货换货, 所有服务比其他的APP比起来要更好。” 저는 Taobao를 

계속 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매 전, 구매 과정, 구매 후에 제

공되는 택배, 환불, 교환 서비스들이 다른 앱들보다 좋기 때문입

니다. (M, 여성, 21세)

“ 红书上面关于各个品牌的使用感受,上面都有而且很详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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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上面可以知道自己以前不了解的品牌, 性价比比较高的东西, 很

想推荐给朋友。”  Xiaohongshu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사용후

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몰랐던 브랜드들에 대해서

도 알게 됩니다. 가격은 저렴한 반면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서 

친구들에게도 이 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M, 여성, 21세)

“Xiaohongshu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쓸 때 너무 

편해요. 패션에 관련한 것이 많이 나오고, 스킨케어, 헤어스타

일, 코디에 관한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I, 여성, 23세)

2) 앱의 삭제 및 이용중단 의도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에 대한 이용중단 의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 참가자들에게 “현재 사용

하고 있는 패션 앱 이용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가 있

는지”, “다운로드 받은 패션 앱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 참가자들은 모

바일 폰에서 차지하는 앱의 용량이 너무 크거나, 결

제 시스템 보안 기술 수준이 낮거나, 판매하는 패션 

스타일이 선호하는 취향이 아니거나, 판매자의 과장

광고가 심하거나, 멀리까지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패션 앱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휴대폰 용량 때문에... 그 앱이 용량이 너무 커서 쓰지 않아

요.” (C, 여성, 24세)

“进去就闪 的那种APP, 技术不成熟。” 앱을 클릭했을 때 계

속 돌기만 하고 내용은 나오지 않은 트래픽 잼이 발생하는 앱은 

기술력이 낮습니다. “기술이 성숙하지 않는 앱은 사용하지 않

아요.” (I, 여성, 23세)

“저는 옷 스타일이 제 취향이 안 맞아서 삭제해요.” (H, 여성, 

23세)

“有些软件太过于商业化,人气高些的博主为了赚取广告费,会

夸大商品的价值。” 일부 앱들은 너무 상업적입니다. 광고 수수

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인기가 많은 판매자들은 상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이런 앱은 삭제해요.” (A, 여성, 21세)

“偏远地区不给 货, 或 邮费比较贵。” 멀리 떨어진 지역까

지는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 앱은 지

워요.” (F, 여성, 21세)

한편, 모바일 앱 쇼핑에서도 인터넷 쇼핑과 마찬

가지로 배송된 상품이 가짜이거나, 파손되거나, 기

대에 못 미칠 때 면접 참가자들은 부정적 감정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품절이라는 통보를 받거나, 환불과 교

환이 안 되거나, 배송이 너무 늦거나, 다른 상품이 잘

못 배송되는 경우에도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경험이나 구매 후 불만족

이 재구매 의도(재이용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 또한 모바일 쇼핑 

앱의 이용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买到假的化妆品的时候,很生气很郁闷。” 가짜 화장품을 받

았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우울했습니다. (M, 여성, 21세)

“我在淘宝上买过一件毛衣, 因为当时出国, 就没有拆 , 来到

韩国后看到毛衣有瑕疵, 然后我联系客服, 客服说可以给我换.。但

是我已经在韩国了, 换不了, 卖家就让我找个修缮的店铺, 自己修

缮下。我很郁闷。” 저는 예전에  Taobao에서 스웨터를 샀습니

다. 그 때 열어보지 않았다가 한국에 와서 개봉했는데 상품이 파

손되어 있어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서비스팀에

서 바꾸어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중국에 없어서 교환하러 갈 수 

없다고 했더니 판매자가 수선센터를 찾아서 직접 수선하라고 

해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A, 여성, 21세)

“发货时间很长, 要一直等待。比方说, 我之前买鞋子, 发货

了但是发错了货, 让我自己承担运费再给寄回去, 再给你换过来。

过了一周, 卖家说, 订的商品已经售罄了。很郁闷很生气。” 인기 

상품인 경우 상품을 주문한 후에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

어 판매자가 제가 구매한 물건과 다른 물건으로 상품을 배송했

습니다. 그런데 배송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상품을 반송하면 변

경해주겠다고 해서 잘못 배송된 상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데  1주일 후에 판매자로부터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답변을 들었

습니다. 매우 우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K, 여성, 24세)

V. 논의 및 시사점

1. 요약 및 논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을 

이용할 때 지각한 패션 앱의 유용성과 위험 및 중국

인 유학생들의 행동의도에 대해 탐색한 결과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편재성과 편리성, 다매

체적 정보 제공성(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시청각 매

체를 통한 판매상품, 패션 트렌드, 패션 코디네이션, 

구매후기에 대한 정보 제공), 즉시성(실시간 의사소

통 서비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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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상품추천 및 판매촉진), 소비자들 간의 상

호작용성(구매후기 댓글 및 사진 공유를 통한 상호

작용성) 측면에서 중국계정의 모바일 패션 앱을 유

용하게 지각하였다. 이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패션 앱의 장점으로 편재성, 편리성, 즉시성을 제시

한 결과와 유사하다(Sung, 2012). 그러나 패션 앱의 콘

텐츠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고, 콘텐츠 자체의 유

용성이 부족하며, 목적지향적 정보탐색에는 유용하

지 않다는 한국 소비자의 반응과는 다른 것이다(Sung, 

2012). 특히, 한국과 영국의 앱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

(Y.-C. Kim, 2011; Lee & Lee, 2013; Parker & Wang, 2016; 

Sung, 2013)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 연구에서 유용한 요인으로 나

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연구들에서 지각되지 

못한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유용하게 지각된 것은 

중국 앱 마켓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다 더 많이 활성

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계정의 모

바일 패션 앱이 제공하는 콘텐츠들이나 앱 속성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앱 서비스 또한 이용자의 욕구

에 맞게 실용적으로 상용화되어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들이 중국계정의 패션 앱 이용

에서는 유용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조사 시점의 차이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

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마

트폰 기기와 모바일 앱에 관련된 기술들(예: 3G, 4G, 

5G)이 해마다 업데이트되거나 새롭게 등장하기 때

문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모바일 패션 

앱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나 서비스 수준이 다르

기 때문에 유용성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의류제품의 쇼핑에서 보

다 뷰티제품의 쇼핑에서 증강현실 체험 서비스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패션 앱에서 

체험된 증강현실 서비스인 경우 아직까지는 유용성 

측면보다 즐거움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가상체험 서비스를 유용성이 아닌 오락적 혜택

(Choi & Lee, 2012)이나 흥미유발 체험 콘텐츠(S.-Y. 

Kim, 2011)로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된다. 한편, 

모바일 패션 앱이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들 중 위

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지각은 이 서비스를 이

용하는 목적에 따라 달랐다. 즉 모바일 패션 앱의 위

치기반 서비스가 주변시설을 탐색하는 목적에서는 

유용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

는 위치기반 서비스가 한국 이용자의 패션 앱에 대

한 만족도(Y.-C. Kim, 2011) 및 영국 이용자의 패션 소

매점 앱에 대한 이용(Parker & Wang, 2016)에 긍정적

으로 관련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

러나 위치기반 서비스가 주변의 대규모 쇼핑센터나 

패션 브랜드 대리점이 아닌 로드 숍(거리를 따라 입

점된 소규모 패션점포)의 위치 정보를 찾는 데는 유

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위치기반 서비스가 

주변의 소규모 패션점포의 위치 정보 검색에 유용한

지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규

모의 패션점포 탐색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가 유용

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

에서는 위치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위치기

반 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계정의 패션 앱 이용에서 지각된 위험

은 5개 유형(개인정보 위험, 보안 위험, 상품 위험, 미

래기회상실 위험, 시간 위험)으로 요약되었다. 이것

은 모바일 쇼핑 환경(보안 위험, 재무적 위험, 상품성

능 위험, 심리적 위험)과 모바일 앱 환경(재무적 위험, 

상품성능 위험)에서 영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쇼핑의

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위험들 중의 일부이다 

(Choi & Lee, 2016; Hubert et al., 2017; Marriott & Will-

iams, 2018; You et al., 2015). 한편, 미래기회상실 위

험과 시간 위험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

던 위험이다. 미래기회상실 위험은 중국 패션 쇼핑 

앱의 역동적 가격전략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

다. 시간 위험은 유통되는 패션 앱들(shopping apps, 

non-shopping apps)과 모바일 소매점 앱(예: Taobao)

에 입점된 개인 판매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은 중국 

앱 마켓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넷째, 모바일 패션 앱의 지속적 이용이나 타인에 

대한 앱 추천과 관련된 요인들 중 일부(편리성, 패션 

코디네이션 정보, 구매후기 정보)는 패션 앱의 유용

성 지각과 관련된 요인들이었다. 이것은 패션 쇼핑 

앱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태도(Sung, 2013), 모바일 

의류상거래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이용의도(Sun & 

Chi, 2018), 모바일 상거래 기반 브랜드 앱에 대한 미

국 소비자의 행동의도(Tseng & Lee, 2018)가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결과들과 일관된다. 

이것은 또한 기술수용모델(Davis et al., 1989)을 통해 

제안된 지각된 유용성의 역할이 모바일 패션 앱의 

이용 행동에서도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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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모바일 패션 앱 이용을 중단시키는 요인

들(결제 시스템의 낮은 보안 수준, 판매자의 과장광

고, 선호도 낮은 패션 스타일)과 패션 앱 이용에서 부

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요인들(배송된 상품의 가짜, 

파손, 기대 미달)은 패션 앱에서 지각된 위험유형들

(보안 위험, 상품 위험)과 관련되었다. 이것은 Chop-

dar et al.(2018)의 연구에서 인도 소비자에 대한 조사

결과와는 일관되는 반면 미국 소비자에 대한 조사결

과와는 다른 것이다. 앱 쇼핑은 아니지만 모바일 쇼

핑 환경에서 지각된 위험과 행동의도의 관계는 이용

자의 국가(한국, 대만, 영국)에 따라 달랐다는 연구결

과를 고려할 때(Hong et al., 2016; Marriott & Williams, 

2018; Wu & Wang, 2005), 본 연구의 결과가 미국 소비

자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은 중국 이용자의 특성이 반

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중국계정 패션 앱의 유용성으

로 지각된 특성(편재성과 편리성, 다매체적 정보 제

공성, 즉시성, 개인화, 소비자들 간 상호작용성)과 지

각된 위험(개인정보, 보안, 상품, 미래기회상실, 시간 

위험)이 모바일 앱에 대한 행동의도(지속적 이용의

도, 이용중단 의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Stim-

uli-Organism-Response(S-O-R) 모델을 개념적 틀(con-

ceptual frame)로 도입한 향후 연구에서는 패션 앱의 

유용성 지각에 관련된 5개 특성이나 각 특성에 관련

된 하위 요인들(S)이 앱의 유용성 지각이나 위험지

각(O)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유용성과 위험이 다

시 앱 이용자의 행동의도(R)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

형을 구성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를 때, 앱의 증강현실 

서비스(S)는 S-O-R 모델에서 지각된 유용성(O)과 부

적인 영향 관계로 설정되거나 앱의 쾌락적 가치 지각

(O)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수용모델(Davis et al., 1989) 또

한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들은 모바일 패션 앱의 유용성 지각

에 관련된 5개 특성이나 이와 관련된 하위 요소들을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인(external 

variable)으로 도입하고,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용이

성이 패션 쇼핑 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영국 소비자

의 모바일 앱 이용(Hubert et al., 2017)과 인터넷 서비

스(Featherman & Pavlou, 2003)에서 나타난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유용성의 부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지각된 위험 또한 지각된 유용성의 선행변인으로 제

안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측면에서 패션 앱 마케터들은 패션 앱의 

유용성 지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모바일 패션 

앱의 서비스 속성들(예: 다매체적 패션 코디네이션 

정보 및 구매후기 제공 서비스, 다매체적 구매후기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간 의사소통 서비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개인화된 상품추천 및 판매촉진 서

비스, 다른 소비자들과의 사진 이미지 공유 서비스)

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서비스들이 앱의 지속적 이용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앱 속성의 고도화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

국 기업들이 현지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앱 속성들 중 

어떤 속성들을 얼마나 고도화시키느냐에 따라 앱 마

케터들은 자사의 패션 앱을 다른 패션 앱들과 차별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앱 마케팅을 수

행하거나(예: 현대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두타 면세

점, 스타일난다) 앱 마케팅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

은 앱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패션 앱의 삭제 이유, 이

용중단, 부정적 감정 유발 요인으로 나타난 앱의 용

량, 보안 기술, 배송 문제, 과장광고를 우선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보안 기술은 중국 소비자들의 지

각된 위험(개인정보 위험, 보안 위험)과도 밀접하다

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상품 위험의 하위 요인들(상품의 불일치, 상품품

질, 왜곡된 상품 정보) 또한 앱의 삭제 이유, 이용중

단, 부정적 감정 유발 요소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서 이에 대한 위험 감소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앱 마케터들은 동태적 가

격전략 수행에 있어 지각된 미래기회상실 위험을 최

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앱 쇼핑

에서 지각된 시간 위험 감소 방안의 하나로 인공지

능 기반의 상품 큐레이션 기능의 도입이나 고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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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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