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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쇼핑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패션의류 소비자들의 쇼핑성향과 정보탐색이 쇼핑몰 만족
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최근 1년 이내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 
구매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이루어졌다. 가설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은 경제적 쇼핑성향, 오락적 
쇼핑성향, 편의적 쇼핑성향, 유행추구 쇼핑성향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소비자들의 모바일 쇼핑성향 중 편의적 쇼핑성향, 
오락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성향은 모바일 쇼핑몰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를 구매하기 위한 정보탐색은 쇼핑몰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의류 기업의 마케팅전략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모바일 쇼핑몰, 모바일 쇼핑성향, 정보탐색, 쇼핑몰 만족도, 재구매 의도, 패션의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shopping tendencies and information 
search on the shopping mall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clothing consumers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mobile shopping has been routinized. To verify this, this study selected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experiences in purchasing fashion clothing in mobile 
shopping mall within the last one year as its samples.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the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hopping tendencies of consumers who had experiences in mobile 
shopping included the economic shopping tendency, entertaining shopping tendency, convenient 
shopping tendency, and trend-pursuit shopping tendency. Second, the convenient shopping tendency, 
entertaining shopping tendency, and economic shopping tendency of consumers’ mobile shopping 
tendenci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obile shopping mall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Third, the information search for purchasing fashion clothing in mobile shopping mall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hopping mall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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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스마

트폰의 급속한 확산은 산업체계와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
를 가져다주었다. 퓨 리서치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은 95%로 세계 보급률 1위 국가로 확인되
었다[1].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소유 비율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으며 우리나라 
성인 76%가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러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 사용의 일상화는 인터넷의 주요 서비스
를 컴퓨터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 시키는데 큰 영향
을 주었기 때문이다. 

모바일과 컴퓨터 기능을 합친 휴대하기 편한 단말기 
형태의 스마트폰은 유선 컴퓨터와 비교하면 시공간의 제
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편의성과 간편결제 서비스 부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거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물리적인 컴퓨터 환경을 무너뜨리고 모바일의 특성
을 끌어안으며 새로운 쇼핑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2].

2020년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
는 12조 7,221억원으로 2019년 5월 보다 13.1% 증가하
였으며 온라인쇼핑 총 거래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가 차
지하는 금액은 8조 6,944억원이었으며 비율은 68.3%로 
전월보다 8.3% 증가하였다[3]. 이처럼 모바일 쇼핑 시장
의 급성장은 모바일 쇼핑몰을 새로운 유통채널로 등장시
켰다.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와 잡화 품목의 높은 
구매율은[3]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며 최근 모
바일 쇼핑몰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6]. 

새로운 유통중심으로 등장한 모바일 쇼핑몰은 이를 이
용하는 소비자들의 쇼핑성향도 점차 세분화 시키고 있다
[7].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쇼핑성향은 패션의류 기업들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에 주요 고려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성향과 구매결정
에 필요한 정보선택이 소비자 태도와의 어떤 관계가 있
는 알아보고자 한다. 모바일 쇼핑이 일상화된 현 시점에
서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의류 소비자들의 모바일 쇼핑
몰 구매행동과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패션의류 기업의 마
케팅전략에 유용한 정보로써의 활용과 학문적 의미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와 연구가설 
2.1 모바일 쇼핑성향

모바일 쇼핑은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혹은 
PDA 등과 같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기기 
확대와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발
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
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8]. 모바일 쇼핑은 연구자에 따
라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모바일전자상거
래, 모바일 상거래, 스마트폰 쇼핑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
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은 이동 중에도 모바일
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가성
비 높은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결제로 이어지기까지 단 
몇 분이면 쇼핑이 끝난다. 시간 절약과 오프라인보다 저
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쿠폰, 할인 이벤트 등 풍성한 혜
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상화
되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 쇼핑은 
마케팅 전략수립에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유
통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
장은 계속될 전망이다[9].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과 태도에도 새로
운 변화를 가져 왔다.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은 소비자들
의 새로운 쇼핑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쇼핑성향에 
대하여 Shim과 Kotsiopulos[10]는 특정 활동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스타일, 쇼핑활동, 관심, 의견을 포함하며 경
제, 사회와 관련된 복합적 현상으로 보는 쇼핑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하영
[6]은 쇼핑성향을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을 쇼핑 스타일이라고 정의하
였다. 

모바일 쇼핑과 더불어 다수의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쇼핑성향에 관심을 가지며 소핑성향 파악과 더불
어 이와 관련된 소비자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선
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모바일 쇼핑성향을 살펴보면 이하
영[6]은 모바일 패션쇼핑 성향과 지각된 위험이 구매를 
결정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쇼핑성향을 편
의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성향, 유행추구적 쇼핑성향, 
쾌락적 쇼핑성향으로 분류하였다. 모바일 패션 쇼핑 이용
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지각된 가치를 살펴본 
채진미[4]는 패션 소비성향에 따라 실용적 쇼핑형, 패션 
무관심형, 쾌락적 패션 관심형, 브랜드 추구형으로 분류
하였다. 김혜진·정명선[5]는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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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복쇼핑
성향과 지각위험을 제시하며 쇼핑성향을 브랜드추구 쇼
핑성향, 쾌락추구 쇼핑성향, 패션혁신추구 쇼핑성향, 실
용추구 쇼핑성향, 유행추구 쇼핑성향 5가지 측면에서 분
류하였다. 

이보미[11]의 지각된 모바일 앱 혜택과 쇼핑성향이 홈
쇼핑 모바일 앱 전환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는 쇼핑성향을 유행지향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
성향, 쾌락적 쇼핑성향, 편의적 쇼핑성향, 상표지향적 쇼
핑성향의 5요인으로 분류하고 연구한 결과 쇼핑성향 중 
유행추구적 쇼핑성향만이 모바일 앱을 통한 쇼핑으로의 
전환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홈쇼핑 모바일 앱으로 결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쇼핑성향 중 경제적 쇼핑성
향만이 홈쇼핑 모바일 앱 결제 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특성과 패션쇼핑성향이 인스타그램 패션제품
의 위험지각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 황예은[12]은 지각된 위험을 제품적 위험지각, 
유행성 손실 위험지각, 경제적 위험지각, 시간손실 위험
지각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연구한 결과 제품적 위험
지각과 유행성 손실 위험지각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이들 위험지각이 높아질수록 구매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적 요소가 높아질
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
제적 위험지각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위험지각은 높아질수록 구
매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석[13]은 패키
지 여행의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키지 여행
의 관광동기, 태도의 특성, 만족도, 재구매 의도의 영향관
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가치의 조절역할을 규명하는 연구
결과 패키지 여행의 만족도가 재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몰
에서 패션의류 구매자들의 쇼핑성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쇼핑성향이 쇼핑몰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모바일 쇼핑성향은 쇼핑몰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모바일 쇼핑성향은 쇼핑몰의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쇼핑몰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소비자 만족은 반복구매, 상표 

충성도, 호의적 구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행동에 만족한다면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며, 긍정적 구매 경험을 다른 소
비자들에게 구전할 가능성도 높다[14]. 그러나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표로 전환하거나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
만을 표출한다[14-15].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만족도는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의 정도라고 할수 있다[16].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와 장기적인 고객관계 유지에 중
요한 결정요인이 된다[17]. 기업이 고객만족 추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신규 고객 창출과 기존 고객의 유지
를 통해 시장점유율의 확대와 고객가치의 증대이다[18].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 소비자 충성도가 높아져 기존 고
객의 이탈은 줄어들고 가격 민감도는 감소하게 된다[19]. 
그러므로 소비자 만족은 기업 측면에서 고객 이탈 방지
와 신규고객 유치 나아가 제품의 재구매와 충성도까지 
확장 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재구매 의도(repurchase intention)는 특정한 상품 
및 서비스를 미래에도 계속하여 이용하고자하는 소비자 
의도를 말한다[20]. 즉, 이미 구매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
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재구매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
다.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이다. 

재구매 의도 연구에서 Oliver[21]는 소비자 만족이 구
매 후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행동과 태도
는 계속해서 재구매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의 관계성을 연구한 
Mcdougall와 Levesque[22]는 높은 고객 만족도는 기
존 고객의 재구매 의도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하였다. 
Bitner[23]와 Tayler 그리고 Baker[24]는 좋은 서비스
의 조건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해 기업은 
우선시 고려해야할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
자의 구매의도는 이용자와 기업 사이에 한 번의 구매의
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서 지속
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24].

2.3 정보탐색
정보탐색은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인식하였을 때 그 

문제의 크기와 중요성이 금전적 혹은 비 금전적 비용과 
사회적 규범 등의 제약요인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크다
면 구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것을 의미한다[14].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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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문제 인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에
서 정보를 기억으로부터 회상하게 되며 이를 내적탐색
(internal search)이라하며, 곧바로 구매로 이어진다
[14]. 그러나 내적탐색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충
분한 정보를 기억 속에 보유하지 못하거나 회상할 수 없
다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외적탐색(external 
search)을 하게 된다[14]. 외적탐색의 정도는 외적탐색
에 의해 기대되는 혜택과 외적 탐색에 수반되는 비용간
의  비교에 의해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이
루어지게 된다[15].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검색하고 비교 판단 후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는 웹을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다량의 전문화된 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전통적인 구매와는 달
리 상품과 판매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
적일 수 있으나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정
보를 선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모바일 쇼핑
을 하려는 소비자는 전자 상거래에 관련된 지식과 바람
직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을 고루 갖출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외적탐색을 통해 지식을 보충
하게 되는데, 외적탐색에는 광고와 글, 친구, 점포 등이 
포함되며 이를 아울러 패션정보원이라고 한다[15]. 패션
정보원은 윈도우 디스플레이, 점포 내 디스플레이/비디
오, 광고, 패션쇼, 패션잡지, 책, 신문, 친구와의 대화, 판
매원 또는 소비자 리포트 등이 포함한다[15]. 

정보탐색에 관한 기존연구를 보면, 이하영[6]은 정보
탐색이 구매 결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정
보탐색은 구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구매포기와 구매연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진[25]은 화장품소비자의 쇼핑성
향과 정보탐색유형의 채널선택에 관한연구에서 소비자의 
쇼핑성향(쾌락,합리,브랜드,저가격,편의)과 정보탐색(적극
적,소극적,일상적)의 8개 가설변수 가운데 4개 변수가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쾌락지향성이 큰 소비자일수록 백
화점 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브랜드지향성이 큰 소비자
일수록 백화점 채널을 선호하였고, 적극적인 소비자일수
록 온라인채널을 선호, 일상적인 소비자일수록 로드샵 채
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합리지향성이 큰 
소비자일수록 로드샵 채널을 선호하고 저가격지향성이 
큰 소비자일수록 온라인채널을 선호한다, 소극적인 소비
자일수록 백화점채널을 선호한다는 지지를 얻지 못했으
며, 편의지향성이 큰 소비자일수록 온라인채널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로드샵 채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아름[26]은 소비자의 성향인 조절초점, 쇼핑가치가 
정보 탐색과 정보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
였는데, 연구결과 조절초점 중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정보
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의 쇼핑가치 중 유용가치는 정보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예성[27]의 유통채널별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 위험
지각과 정보원 활용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소
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여
러 정보를 찾으며 이 정보에 기초를 두고 제품을 평가, 
비교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적으로 색조화장품 소비자들에 비해 기초 화장품 소비자
들의 정원 활용정도가 위험지각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
았으며, ‘사용경험’과 같은 내부적 정보탐색을 제외한 대
부분의 정보원 요인에서 위험지각이 높은 소비자들의 정
보원 활용정도가 위험지각이 낮은 소비자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영[28]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
에서 소비자가 패션소비와 관련된 지속적 정보탐색을 할 
경우 의복관여, 유행관여, 온라인 사용관여, 온라인 쇼핑 
흥미와 같은 변수가 지속적인 정보탐색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유행 관여는 
정보탐색행동에 정(+)의 관계를, 온라인 사용 관여는 지
속적인 정보 탐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모바일 쇼핑 이용자들의 만족
도와 재구매 의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탐색이 소비자 구
매 결정 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모바일 패션
쇼핑에서 정보탐색이 쇼핑몰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정보탐색은 쇼핑몰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정보탐색은 쇼핑몰의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응답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응답자는 최근 1년 이내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들 201명이 참여하였다.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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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 응답에 오류가 있는 설문지는 제외한 후 최종 
198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89명(45%), 여학생 109명(54%)이
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4세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
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5시간 정도 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1년 이내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
의류를 구매한 경험은 1~3회가 19.1%, 4~5회는 20.7%, 
6~9회는 15.2%, 10회 이상 구매는 44.9%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20일~5월 
31까지 이루어졌다. 

3.2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3.2.1 모바일 쇼핑성향 
모바일 쇼핑성향이란 소비자 개인의 쇼핑 특징을 나타

내는 라이프스타일로써 특정 행동과 의견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
혜경[29]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은 리
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 α= .849).

3.2.2 정보탐색 
정보탐색의 조작적 정의는 소비자가 의류 쇼핑과 구매

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탐색 활동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명희와 조소연[30]의 연구에서 사용
한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3개의 문항
은 ‘모바일 쇼핑몰에서 구매정보 탐색을 통해 계획했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몰에서 의류 구매전 
구매자들의 댓글 등의 상품평을 참고한다’, ‘모바일 쇼핑
몰에서 의류구매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로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Cronbach α=.851).  

3.2.3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만족도는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몰

의 이용과 체험을 통한 전반적인 만족과 기대치의 일치 
정도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zymanski and 
Hise[3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수
정 및 보완하여 3개의 문항 ‘나는 모바일 쇼핑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하면
서 기대했던 것 보다 만족스러울 때가 많았다’, ‘나는 다
른 쇼핑몰보다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에 만족한다’

를 사용하였다(Cronbach α= .830).

3.2.4 재구매 의도
재구매 의도는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거나 반복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Mukherjee와 Nath[32]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3개의 문항 ‘나
는 모바일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도가 있다’, ‘나
는 가능하다면 다음에도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할 것이
다’, ‘나는 모바일 쇼핑몰을 다시 구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를 사용하였다(Cronbach α=.885).

4. 분석결과 
4.1 모바일 쇼핑성향이 쇼핑몰 만족도와 재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

4.1.1 모바일 쇼핑성향 요인분석 
모바일 쇼핑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요인분석과 구성항목들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요
인분석은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상호 관련성 
있는 공통요인으로 찾아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주성
분 분석을 사용하여 직각회전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요
인추출은 고유값이 1.0상, 공통성은 .6이상으로 구성하였
다. 요인범주 내 항목들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도 함께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는 .746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χ²은 881.522(df=66, p<.001)
로 나타났다. 요인추출 과정에서 공통성 값이 낮은 1개의 
항목과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1개의 항목을 각각 제거하
였다. 그 후 14개의 항목은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누적분산량은 66.805로 확인되었다. 

Measurement 
item

Factors commonality1 2 3 4
V2_11 .801 .114 .073 .188 .672
V2_13 .800 .010 .164 .158 .701
V2_12 .764 .073 .243 -.042 .652
V2_14 .679 .238 -.044 .187 .548
V2_10 .078 .856 .192 .108 .759
V2_8 .128 .828 .183 .045 .746
V2_9 .144 .816 .122 .102 .650
V2_4 .096 .143 .864 .036 .787

Table 1. Mobile shopping propensi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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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요인을 확인하면 제1 요인은 ‘나는 모바일 쇼
핑을 이용할 때 패션 스타일이 같다면 저렴한 가격의 의
류를 구매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쇼핑을 할 
때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의류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을 이용한다’, ‘나는 모바일 쇼핑을 이
용할 때 계획된 예산에서 적당한 가격의 의류를 구매하
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둘러본다’, ‘나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할인쿠폰 사용이나 세일 의류를 구매하는 편이다’
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1 요인은 경제적 쇼핑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제2 요인은 ‘나는 모바일 쇼핑이 즐겁다’, ‘나
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구경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기분 
전환으로 모바일 쇼핑을 하는 편이다’로 구성되었다. 따
라서 제2 요인은 오락적 쇼핑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제3 
요인은 ‘모바일 쇼핑은 내가 원하는 편리한 장소에서 쇼
핑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쇼핑
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3 요인은 
편의적 쇼핑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제4 요인은 ‘나는 모바
일 쇼핑에서 유행하는 패션의류 구매하는 편이다’, ‘나는 
모바일 쇼핑에서 옷을 구매할 때 유행에 맞춰 쇼핑하는 
편이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제4 요인은 유행추구 쇼핑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4.1.2 만족도 요인분석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요인분석

과 구성항목들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과 같다. 

Measurement item Factors commonality1
V3_1 .836 .699
V3_2 .892 .796
V3_3 .897 .804

Eigenvalue 2.300
Dispersion(%) 76.650

Cumulative Dispersion(%) 76.650

Table 2. satisfaction factors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는 .713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χ²은 258.002(df=3, p<.001)
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은 1개로 나타났기에 변인의 타
당성 검증에서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1.3 재구매 의도 요인분석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는 .754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χ²은 386.733(df=3, p<.001)
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은 1개로 나타났기에 변인의 타
당성 검증에서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easurement item Factors commonality1
V4_1 .915 .837
V4_2 .928 .861
V4_3 .912 .832

Eigenvalue 2.531
Dispersion(%) 84.352

Cumulative Dispersion(%) 84.352

Table 3. repurchase intention factors

4.1.4 모바일 쇼핑성향이 쇼핑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쇼핑성향이 쇼핑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입
력방법은 enter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Durbin-Watson의 값을 확인한 결과 1.819로 확인되었
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공선성값을 확인한 결과 변인들
의 공차는 1미만, VIF 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

zation 
factor t

 Multi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β Toleranc

e VIF
 economic
 shopping
 tendency

.125 .062 .139 2.014* .758 1.320
 ntertaining  
 shopping  
 tendency

.213 .062 .240 3.429** .740 1.351
 convenient 
 shopping 
 tendency,

.350 .093 .261 3.769*** .753 1.328
trend-pursuit 

shopping 
 tendency

.098 .058 .112 1.688 .829 1.207
 F=20.698, p<.001 / ***p<.001, **p<.01, *p<.05
 R= .548, R²= .300, 수정된 R²= .286, Durbin-Watson= 1.819

Table 4. The effect of mobile shopping propensity on 
shopping mall satisfaction-regression analysis

V2_2 .200 .120 .793 -.033 .710
V2_3 .062 .218 .760 .117 .636
V2_7 .131 .132 .080 .896 .813
V2_6 .230 .084 .019 .874 .791

Eigenvalue 4.873 1.822 1.517 1.140
Dispersion(%) 34.808 13.015 10.836 8.146

Cumulative 
Dispersion(%) 34.808 47.823 58.659 66.805

Cronbach α .795 .823 .76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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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쇼핑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편의적 쇼핑성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오락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
핑성향으로 나타났다. 유행추구 쇼핑성향은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바일 쇼핑성향 중 편의적 
표핑성향, 오락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성향이 쇼핑몰 
만족도에 정의 영향이 미치기에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
택됨을 확인하였다. 

4.1.5 모바일 쇼핑성향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쇼핑성향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입력은 enter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Durbin- 
Watson의 값을 확인한 결과 1.870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공선성값을 확인한 결과 변인들의 공차는 1미만, VIF 
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났기에 다중회귀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쇼
핑성향, 오락적 쇼핑성향, 편의적 쇼핑성향이 재구매 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의 
영향력은 편의적 쇼핑성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오락
적 쇼핑성향, 경제적 쇼핑성향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n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

zation 
factor  t

 Multicollinearity
 statistic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economic 
shopping 
tendency

.173 .055 .196 3.140** .758 1.320
entertaining 

shopping 
tendency

.222 .055 .255 4.029*** .740 1.351
convenient 
shopping 
tendency,

.488 .083 .370 5.905*** .753 1.328
trend-pursuit 

shopping 
tendency

.035 .052 .040 .669 .829 1.207
F=26.222, p<.001/ ***p<.001, **p<.01, *p<.05
R= .655 R²= .429, 수정된 R²= .417, Durbin-Watson= 1.870

Table 5. The effect of mobile shopping tendency on 
shopping mall repurchase intention-regression 
analysis 

4.2 정보탐색이 쇼핑몰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
    치는 영향 

4.2.1 정보탐색 요인분석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 

Meyer-Olkin 측도는 .605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χ²은 74.327(df=3, p<.001)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은 1개로 나타났기에 변인의 타당성 검증에
서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easurement item Factors commonality1
V1_1 .609 .780
V1_2 .524 .651
V1_3 .657 .822

Eigenvalue 1.709
Dispersion(%) 56.849

Cumulative Dispersion(%) 56.849

Table 6. information search factors

4.2.2 정보탐색이 쇼핑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순회귀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 

Watson 수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의 수치가 1.819로 나타났다. 통계치가 2에 근접하면 오
차항의 자기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단순회귀분
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쇼핑몰 정보탐색은 쇼핑몰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In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
tion factor  t Durbin

-WatsonB Standard 
error β

information 
search .557 .078 .453 7.108*** 1.819

F=50.525, p<.001 / ***p<.001
R= .453 R²= .205, 수정된 R²= .2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information search on 
shopping mall satisfaction-regression analysis 

4.2.3 정보탐색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In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
tion factor t Durbin

-WatsonB Standard 
error β

information 
search .580 .078 .468 7.413*** 1.870

F=54.958, p<.001 / ***p<.001
R= .468 R²= .219, 수정된 R²= .215

Table 8. The effect of information search on shopping 
mall repurchase intention-regression analysis 

단순 회귀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수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의 값이 1.8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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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단순회귀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바일 쇼핑몰 정보탐
색은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과 논의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을에서 패션의류를 구매한 소비

자자들의 구매 행동과 재구매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패션 
기업의 마케팅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를 구매하는 소비
자들의 쇼핑성향과 정보탐색이 쇼핑몰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햐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쇼핑성향을 확인한 결과 제1 요인은 경제적 
쇼핑성향, 제2 요인은 오락적 쇼핑성향, 제3 요인은 편의
적 쇼핑성향, 제4 요인은 유행추구 쇼핑성향으로 확인되
었다. 쇼핑성향은 쇼핑몰 구매 행동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는 주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
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쇼핑
성향 파악은 모바일 쇼핑몰의 마케팅전략에 유용한 정보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
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쉽게 찾으
며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모바일 쇼
핑몰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편의적 쇼핑성향은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의
류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재구매 의도에도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편의적 성향은 
모바일 유통전략이 갖고 있는 최대의 이점을 활용한 쇼
핑 행동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를 구경하는 것이 즐거우며 기분전환을 위해 모
바일 쇼핑을 한다는 오락적 쇼핑성향은 쇼핑몰 이용 만
족도를 높이며 모바일 쇼핑에서 재구매의사에도 긍정적
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의류 구매에 만족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쇼핑성향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이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의류 구매가 가능하며 할인쿠폰이나 세일의류 구
매로 계획된 예산에서 적절한 가격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경제적 쇼핑성향이 쇼핑몰 이용에 만족하며 재구
매 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모바일 쇼핑의 편의성, 오락성 그리고 
경제적인 특성이 소비자들의 쇼핑활 동과 의견 그리고 
관심을 포함하여 이들의 쇼핑 스타일을 파악하고 욕구 
충족을 위한 쇼핑성향과 잘 부합된다는 이점을 같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바일 쇼핑 소비자들의 행동과 심
리적 특성 그리고 모바일 쇼핑 환경변화를 파악하는 것
은 모바일 패션의류 마케팅전략 활성화에 의미 있는 자
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모바일에서 패션의류 쇼핑을 위한 정보탐색은 
소비자들의 쇼핑몰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에 긍정적인 영
향이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제공하
는 이전 구매자들의 댓글이나 상품평 등이 소비자 정보
탐색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었기에 쇼핑몰에 만족도
를 느끼며 재구매 의사를 고려하고 지속적인 구매로 이
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떤 문제가 인식되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회상하거나 정보를 찾기 위해 
외적 탐색을 한다. 그러므로 패션의류 마케터들은 소비자
들의 바람직한 정보탐색을 위한 유용성과 용이성을 갖춘 
모바일 쇼핑몰 구축이 필요함을 사료드리는 바이다. 

이상의 연구는 모바일쇼핑몰 등장에 의한 패션의류 유
통구조 변화와 소비자 욕구의 다양성 등에 따른 패션의
류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소비자 
쇼핑성향과 그에 따른 소비자태도와의 관계성을 확인하
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모바일에서 패션의류 구매 경
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모바일 쇼핑성향을 파악하고 이러
한 쇼핑성향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자 한다. 
또한 패션의류 소비자들은 패션의류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정보나 구매자들의 후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가 쇼핑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모바일쇼핑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 다양
한 연령층에서 모바일 쇼핑몰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패션의류 쇼핑몰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본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광
범위한 연령층별 모바일 쇼핑성향 확인과 그에 따른 소
비자태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 쇼핑성향은 소비자 개인의 욕구와 가치
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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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쇼핑성향
이 분류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모바일 쇼핑
에서 패션의류 구매 경험 유무에 따른 쇼핑성향을 파악
한 후 소비자태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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