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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internet website on the order-made fashion design so as to do meet 
the need of netizen in the 21st century. It made the consumer do the design which he or she wants by the 
combination of the compositi이is that do select the pattern of the skirt design to fit his or her size and body shape. 
For the set-up of website, the elements of composition must be considered, and also the planning and design must 
be done for the order-made fashion design.

With the internet website, it's possi비e to do reach the below points; first, it can make the consumer do the 
design which he or she wants by himself or herself; second, it can provide him or her the information of measuring 
his or her body shape to buy the design pattern which he or she wants. Third, it can be contributed to make the 
brand more active by improving his or her satisfaction with the design and pattern which he or she wants.

Also it can bring up the effects as follows; first, tashing power of the design can be increased by the order-made 
fashion design to attract his or her interest, and also it can make him or her more satisfied. Second, the 
competitiveness can be strengthened by the differentiation of the fashion site between the existing design and the 
order-made fashion design. Third, the production of design can be higher and also its expense can be reduced 
even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clothes maker or merchants. Finally, it is able to enlarge the applicable field 
into the design of small articles, home fashion, and textile which they want to sell the differentiated and 
order-made products.

Key words : computer design（컴퓨터 디자인）, computer fashion（컴퓨터 패션）, fashion web site（패션 웹 사이 

트）, Order-made design（주문형 디자인）, web design（웹 디자인）,

능하게 된 이후로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변화를 겪

I . 서 론 고있으며패션시장의환경역시예외일수는없다.

과거 기업이 단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였던 것 

오늘날의 사회는 일반인들에게 인터넷 사용이 가 이 이제는 멀티 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쌍방향 커뮤

본 연구는 2000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황명택, 인터넷과 마케팅(1) : . 1.http://www.kmarketing.co.kr/mag/199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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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래픽 브라우저 등의 출현으로 큰 변화가 야기되었 

다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회 일반대중에서 대중의 

표적집단을 거쳐 각 개인으로의 타겟의 전환을 이룩 

한 1：1 마케팅의 시대가 도래하여 인터넷의 위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고안하도록 작용하고 있다.즈

이 중 핵심 요소는 개인화(personalization)로 본 연 

구에서는 쌍방향을 주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등장 

과 시장의 주도권이 메이커에서 고객으로 옮겨짐에 

따라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 

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 맞춤을 용이하게 하는데 결 

정적인 매체가 되고 있는 웹을 활용하여 개인 소비 

자의 취향과 선호를 가능하게 하는 패션 웹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패션디자인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공 

급자 위주의 상품판매 방식으로 소비자가 모니터 상 

에서 보여주는 디자인만을 선택하는 수동적인 입장 

이 대부분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얻기 위하여 디자이너, 쇼핑몰,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다 보면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타 분야에 비해 패션디자인 관련 사이트가 적 

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별로 디자인된 상품 또는 도 

식화가 전시되어 있을 뿐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맞 

춤형 디자인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거나 이를 구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세대변화의 흐름, 

남과 다르게 자신만의 디자인을 원하는 세대의 욕구 

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특정 상 

품의 판매가 아닌 소비자가 만든 상품 또는 소비자 

가 디자인한 상품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효과로 소 

비자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1：1 관계 마케팅 

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이 

트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 때문이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切 패션 

관련 홈페이지 및 쇼핑몰에 관하여 조사한 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고객만족, 개성추구, 차 

별화를 목표로 스커트 디자인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주문형 의상 디자인의 패션 웹사이트를 구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제작 

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웹사이트의 기획 설계 및 제작단계를 거 

쳐 실제 경로를 구축하여 웹사이트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웹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패션 산 

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향 

후 연구 방향도 제시함으로써 패션 관련 웹사이트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n.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

1. 웹사이트 컨셉

웹사이트의 컨셉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달성하 

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웹사이트의 목표、방 

향, 타겟 고객, 핵심내용, 핵심적 이미지 등을 포함하 

는 것이다. 웹사이트 컨셉의 구성요소는 크게 M지 

니스적 요소, 컨텐츠 및 디자인적 요소. 시스테직 요 

소로 구성된다. 비지니스적 요소는 웸사이트를 동하 

여 수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목적과 목표. 고객,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웹사이트를 통하 

여 수행하고자 하는 일이다. 컨텐츠 및 디자인적 요 

소는 웹사이트가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컨텐츠와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비 

지니스적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시스템적 요 

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전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으로 웹사이트에서 실행되어야 할 기능과 내부적으 

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컨텐츠

컨텐츠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웹사 

이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이는 웹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방문자들에게 정보나 오락

2) 문병준：, 인터넷 '개인화 마케팅' 촉진 :  .com/DATA/6-1 -15htm.http://www.dbmarketing21
3) www.beraka.co.kr
4) www.womensdressmaker.com
5) www.big.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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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마케터에게는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 

기 때문에 성공적인 웹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컨텐 

츠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 

제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한 후 다시 방문하는 이유 

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웹사이트의 성공의 열쇠를 컨텐츠가 쥐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컨텐츠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이트를 조사해야 하는 것 

은 물론이며 참조할 수도 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는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제작 

하려는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아이디 

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3. 구조 및 네비게이션

웹사이트 구조 및 네비게이션이란 컨텐츠를 분류 

하고 체계화시킨 후 이들을 연결시켜 사용자로 하여 

금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웹 

사이트 구조는 컨텐츠 정리 체계로 웹사이트를 이해 

하기 위한 전반적인 틀로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처 

음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의 활용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잘 정립된 체계를 지닌 웹사이 

트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웹사이트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웹사이트의 구 

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컨텐츠를 사용자 누구나 가장 인식하기 쉬 운 카테고 

리로 묶어 고객 의 입 장에서 컨텐츠를 분류하는 데에 

서 시작한다. 네비게이션은 사용자가 웹사이트 내에 

있는 다양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비게이션 체계는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방문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 

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웹사이트의 

네비게이션 체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웹사 

이트에서 제공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적절히 결합 

시킴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네비게이션 체계 

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4. 백엔드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이란 웹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전사 

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웹 

사이트의 이면에서 동작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업 

무처리 시스템, 웹사이트 시스템을 일컫는다. 웹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보를 올리는 형태로 전개 

될 수 있겠지 만 방문자가 늘어 나고 본격적 인 비즈니 

스가 전개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즉 자신의 사이트에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갖 

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트래픽 관리를 해야하며, 

기업의 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연계시키기 위 

하여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기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 

는 방법의 시스템으로 컨텐츠를 관리해야 하며, 웹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거래처리를 

위한 기능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구매 및 유통 

관리에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타사 시스템과의 

연등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시스 

템의 구축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웹사이트를 통 

해 비즈니스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 같이 웹사이 

트의 이면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벡엔드 시스 

템이 체계적으로 재 구축되어야 한다.

in. 웹사이트 기획 및 설계

1. 웹사이트의 컨셉 설정

웹사이트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작하고 

자 하는 사이트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첫째 단계에서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목적과 목 

적에 따라 주제를 설정하여 그에 따른 강조 점을 파악 

하여 웹디자인 컨셉을 기획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고객이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선택하여 자신이 원 

하는 디자인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형 

디자인의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의상 디자인의 다양한 아 

이 템(SK, SL, BL, JK, HC, LC, BB, KT)중 스커트 디 

자인을 예제로 스커트 디자인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 

을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시켜 놓아 사용자가 원 

하는 것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조합이 이루어짐으로 

써 원하는 스커트가 디자인되게 한다. 이로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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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상디자인 판매 사이트가 미리 디자인된 것을 

판매하는 것과는 차별화를 주어 고객 누구나 디자이 

너가 될 수 있다는 ryou are a designer」를 주제로 주 

문형 스커트 디자인을 위한 패턴 판매용 사이트를 

구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웹사이트를 누가 사용할 것 

인가에 관한 주요 사용자층(Target)에 관한 기획이다. 

웹사이트에서 고객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웹사이 

트의 전반적인 모습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요소 

이다. 고객이 누구인가에 따라 웹사이트의 이미지와 

컨텐츠가 달라지게 되며 컨텐츠 표현 형태나 사용되 

는 용어도 달라지게 된다. 고객의 특성에 맞게 웹사 

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 

끼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트의 컨셉에서 나타났듯이 전 

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누구나 디자이너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하여 주요 사용자층은 

의상에 관심 있는 모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용어 선정은 전문적인 의상디자인 용어보 

다는 일반인들에게 회자되는 의상 용어를 사용하며. 

의상디자인 관련 초보학생 및 의상 제작에 관심이 

있고 직접 제작하기를 희망하는 사용자에게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과 함께 스커트 디 자 

인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한다.

2. 컨텐츠 및 디자인 컨셉 설정

컨텐츠 및 디자인 컨셉은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웹사이트에서 전개하 

고자 하는 사이트의 목적과 타겟으로 삼은 주요 사 

용자층,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가치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컨 

텐츠 측면에서의 컨셉은 기획 과정에서 타겟으로 삼 

은 주요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사이트의 목적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 고려해야한다. 웹사이트가 특정한 고객에 

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내고 이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웹 

사이트에서 제공해야 할 컨텐츠가 결정되고 컨텐츠 

의 세부 내용 또는 종류도 결정된다. 이러한 컨텐츠 

가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지속적 인 방문을 하 

도록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상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 

들에게 의상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요소 및 제작 단 

계의 내용을 담아 전문적인 정보와 함께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 

의 표현 양식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그림보다는 사실 

적 표현의 그림을 선택하였다. 즉 실제의 인체와 유 

사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디 

자인한 도식화가 그대로 착장화로 옮겨지더라도 일 

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일 

반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선택하였지만 그림과 함 

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의상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도 전문용어를 

접하게 하여 고객들에게 컨텐츠의 내용이 전문적으 

로 보이게 하였다.

웹 디자인 측면에서의 컨셉은 웹사이트에서 사용 

하는 로고, 전반적인 색, 컨텐츠의 배치, 웹사이트에 

서 사용한 그래픽, 기타 멀티미디어 효과 등에 의하 

여 종합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사 

용자로 하여금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사이트의 성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성격, 컨텐츠의 성격을 잘 반영하여 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웹 디자인 측면에서의 컨셉은 스커 

트 디자인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담은 그래픽 위주 

의 성격을 갖은 컨텐츠이므로 내용 구성에 사용된 

로고 및 글씨체는 단순화시켜 사용자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선택하게 될 도식화 그림이 돋보이 

도록 하였다. 또한 고객이 디자인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디자인한 의상이 

바디에서 차츰 완성되어 입혀시는 것을 보여주는 환 

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컨텐츠의 내용이 

복잡해 보이거나, 색상이 많거나 현란할 경우 컨텐츠 

자체의 시각적인 품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컨텐츠 구현 방식에서는 지나친 그래픽, 애니 

메이션과 멀티미디어를 횔용하는 것을 절제하였다.

또한 구축하려는 웹사이트가 전문적인 것처럼 보 

이게 하면서도 전달하려는 컨텐츠의 내용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에 

게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바스크립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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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들이 클릭하여 선택한 의상의 요소들이 

일러스트레이션 바디에게 옮겨져 입혀지면서 완성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 

여 컨텐츠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였다.

3. 웹사이트 구조 및 네비게이션 기획

웹사이트에서 헤매지 않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정보 검색이나 인식체계와 가장 유사한 구조 

와 네비게이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를 분류할 때는 사용자의 인지 방식에 맞추어 

정보를 분류하여 구조를 기획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구조화한 틀인 정보 조직화 

체계는 각종 정보를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리니어 구조(Linear Structure), 하이퍼텍스트 기능 

을 이용하여 보완적인 글들에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인 정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 네트 

웍 구조(Network Structure), 카테고리별로 사이트가 

점진적으로 세분화되어 가는 형태의 구조인 계층 구 

조(Hierarchical Structure), 관계 형 데 이 터 베 이 스가 각 

종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로 모델링하여 정리 

한 후 서치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구조인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에 

기초한 구조가 있다. 이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구조인 계층구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의 어떤 현상에 관해 인식하는 체계와 같은 방식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선택하였다.

네비게이션 체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네비게이션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잘 이용 

하여 사용자들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네비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 

이 네비게이션을 위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로는 메뉴, 서치, 링크, 브라우저 기능이 있다. 메뉴 

란 웹사이트의 정보를 분류한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옵 

션을 주는 체계로 본 연구에서는「소개글」1■이용방 

법」「회원등록」「체형」「디자인」「패턴」에 대한 정 

6) CGI(Common Gateway Interface)란 사용자의 입력 내용에 따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HTML 문서를 불러와서 

브라우저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의 카운트 다운, 희원가입, 게시판, 

방명록 등이 이런 기능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보를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사용자들은 

메뉴를 통하여 웹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 

해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존재 할 것으로 보이 

는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범위를 좁혀갈 수 있게 하 

였다. 메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선택 가능한 옵션 

을 페이지에 펼쳐놓는 디스플레이(Display)방식과 풀 

다운(Pull-Down) 방식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롤러 

로 풀 다운방식을 채택하여 제작하였다. 브라우저에 

서 제공되는 네비게이션 기능들로 사용자가 특정한 

웹 페이지로 이동하였던 경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 

도록 하는 '뒤로', '앞으로' 버튼과 브라우저를 구동했 

을 때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로 이동하는 시작' 또는 

'홈' 버튼과 특정한 웹사이트를 등록하여 바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 마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시작' 버튼과'이전'과 '다음' 기능으로 링크를 통하 

여 제공되는 이전 페이지 및 다음 페이지와 시작 홈 

페이지로 가는 기능으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IV. 웹사이트 구축

1. 사이트 구축단계

1) 구축 환경

앞 단계에서 기획 설계된 주문형 스커트 디자인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버 환경은 Linux 6.2상 

에서 Apache 웹서버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웹 작 

업 은 Window 2000 Professional 환경 에 서 PrimaVision 

98, Photoshop 6.0, Illustrator 8.0, Dreamweaver 4.0, 

Flash 4.0, EditPlus 2.2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GI6' 환경의 프로그램 제작은 PHP 

를 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으며 Java Script를 보조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다.

2) 웹 페이지 디자인

웹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디자인 컨셉의 설정 단 

계에서는 사이트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미지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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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 줄 수 있고 디자인의 컨셉이 타겟으로 삼은 

고객에게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디자인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고객에게 편안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의 

전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문형 스커트 디자인을 위한 웹페 

이지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컨셉을 "변신”이 

라 설정하고 국내외 사이트와 문헌 조사를 통해 변 

신에 관한 모티브를 조사한 뒤 한 마리의 나비가 누 

에고치에서 부화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그 모습을 담 

아보았다. 이는 이 사이트 사용자들에게 의상디자인 

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의 패션 자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게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스커트 디자인을 예제로 사이트 

모식도를 작성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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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모식도를 근간으로 하여 팀원간의 역할과 

제작 방법을 자세히 명시한 스토리보드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이 스토리보드에는 화면 이름, 화면의 

구성단계, 메뉴항목의 구체적인 제목, 각 세부 항목 

별 제작 방법（자료수집 및 가공 형태, 배경화면, 삽입 

될 이미지 형태, 텍스트 정보, 프로그래밍 방법 등）, 

담당자, 제작 기간, 화면 구성의 레이아웃 또는 초안 

디자인, 화면 모니터 링（작성한 웹 문서 검토란）과 수 

정, 아이디어 메모 란 등이 들어가며 각 화면에 사용 

되는 이미지, HTM仏문서의 이름은 팀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명명규칙에 따른 파일 이름을 사용함으 

로써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파일들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고 또 수정 보안 시 

에도 실수 없이 작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게 한다.

웹 문서의 스토리보드에 화면 구성 레이아웃이 

같이 들어가면 팀원들의 이해가 훨씬 빨라지고 제작 

방향이 명확해진다. 한 화면에 들어가는 메뉴, 이미 

지, 텍스트 정보 등을 적절히 배치시켜 멋지게 레이 

아웃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웹 문서는 이용 

자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웹사이트의 특성에 

맞는 보기에 편리하고 웹 문서로의 기술적 구현이 

가능한 화면 구성으로 레이아웃을 작성한다.

〈그림 2〉는 스토리보드와 레이아웃을 함께 보여 

주는 화면의 테이블구조이다.

상단 프레임

L 晩이름 : 소개命

1 2.，화면의 구성단계 : 상단 프레임은 메뉴와 중심이미지로 구성

i I 하단 프레임은 내용으로 구성
3. 메뉴 항목 : 소개글, 이용방법, 회원등록, 체형, 디자인, 패턴

（4. 각 세부 항목별 제작 방법:

! -자료수집 : 인터넷에서 수집
i -가공형태 :포토샵에서 수정

I -배경화면 : 손으로 그려서 스캔 받은 후 일러스트에서 라인을 따서 칼라링 하고

i 포토샵에서 수정 후 이팩트를 줌

! -삽입될 이미지 형태 : Gif

丨-텍스트 정보 : HTML에서 직접 써 넣음
[-프로:!래밍 방법 :

5.1 화면 구성 레이아웃 : 옆의 화면처럼 주 이미지는 상단에 메뉴는 상단 아래에 내용은

1 하단 중앙에 있는 것처럼 위치를 잡아주는 것을 말함
6. 화면의 테이블 구조 : 옆 그림의 빨간 사각형과 라인 참고

〈그림 2> 화면의 테이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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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선택의 웹 구현 기술

먼저 사용자의 구매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 

양한 종류의 디자인 구성요소를 그래픽으로 준비한 

다. 디자인하기 과정에서 디자인 선택의 웹 구현 기 

술은 디자인하기 각 과정에서 사용자가 디자인의 구 

성요소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바디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스커트 디자인이 차츰 완성되어 입혀지는 것처 

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예를 들면 아래의 코트와 같이 div 태그 안 

에 이름을 layer 1, layer 2... 와 같은 순서로 정의해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그 위에 이미지가 계속 올라가 

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다음을 선택했을 때 이 

미지의 저장은 Form 태그 속성을 사용해서 다음 페 

이지로 이미지의 값들을 전달하면서 각종 경우의 수 

에 따른 이 벤트를 계산한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주로 

HTML과 Java Script를 사용해서 구현한다. 프로그래 

밍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다 

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선택한 디자인의 값이 서버에 

전달되며 서버에는 그 선택한 값 이후의 선택항목으 

로 이동시킨다. 최종 결과 값은 이미지의 값들이 사 

용자 정보와 함께 서버에 저장된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마邛이다. 디자인하기 과정이 끝난 후 선택된 

디자인을 바로 구매할 것인지 다른 항목 또는 다른 

종류의 디자인으로 추가할 것인지의 과정부터는 

아建와 MySQL을 연동해서 구현한다. 전자 결재 과정 

은 KCP(Korea Cyber Payment)사의 payplus-SSL Ver.2

〈표 1〉디자인하기 과정의 HTML 문서

<div align=,,center,,>

<div name="layer1" style=,,position：absolute; left：55px; top： 

330px; width： 160, height：523； z-index：1">

<img name스'back" s「c그"”/,./img/bodywdth=" 160" heigh仁 

"523">
<div name드Tayei2" sMe="Position：abs이ute; left：1px; top： ipx; 

width：160; height-522, z-index：2n>

새N name=,,skirt,' s「c="$아血。' WiDTH="160" H디GHT 

="522"Xdiv>

<div name=,,layer3" style스'position：가）$此te; left：1px； top：lpx; 

width： 160; h아ght：522, z기ndex3">

<img name=,,waistposition" s「c="$waistposmon_v기ue" WIDTH= 

门60”H디GHT ="522"></div>
<div name=%iye「4“ style="position：absolute; left：Opx; withh：160;

height：522, z」ndex：4">

<img name="w레stb아t" $c브'$waistmet_vakje"></div>

<div name=<, Iayer5" style^'positioniabsolute; left：1px; top：1px; 

width： 160; height：522, 긴「i예@x：5”>

<img name스'waistline" s「c="$waistl爬_value" WIDTH= "仍0" 

H 티 GHT="522”> 디div>

(Hub Version)을 사용해서 처리한다、

2. 사이트 구축 실례

1) INTRO
사이트의 첫 화면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그림 

3).

, 헤叱쁘호上堕4뽀흐컷으1뜨흐亠三보性__________
'奉知席저！盘_ "一i _ _
&恤 •••，•。■，소 청仲「濁■자忡 4*响 心

Adobe photoshop에서 제작한 이미지를 

Macromedia flash를 이용해서 애니메이 

션화 한다

〈그림 3> INTRO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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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面（그림 4）

'자료조사: 국내외 사이트나 책을 조사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나비의 이미지나 

자연물을 수집한다.

'페이지 레이아웃 단계: 연필로 전체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여러 개 섬네일 스케 

치한다.

'중심 이미지 스케치: 선택된 레이아웃을 자세한 그림으로 러프 스케치하고 중 

심이미지가 들어갈 자리에 정교한 스케치를 한다•

'스케치 한 그림을 스캔 받는다.

'Adobe illustratm에서 이미지의 라인을 정교하게 따서 적절한 칼라를 넣는다， 

'Adobe photoshop에서 이미지를 수정하고 필터효과를 주고 마무리해서 코딩한 

다.

각 메뉴에 사용될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Adobe photoshop에서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스케치 

와 다양한 과정을 거친 후 Gif로 저장해서 자바△크립 

트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갖다대면 Rollover기능이 나타 

나도록 코딩을 해서 버튼을 완성했고 이 버튼들은 항 

상 상단에 존재하며 어느위치에서나 다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림 4> 상단 프레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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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L소개글

「소개글」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 

이트 소개의 글로 주문형 의상디자인을 설명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의상 패턴을 구매하는 사이트임을 소 

개한다（그림 5）.

4） 메뉴2-이용방법

「이용방법」화면에서는 고객에게 사이트를 이용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사용자가 디자인한 의상의 패턴을 주 

문할 수 있다（그림 6）.

5） 메뉴3-회원등록

「회원등록」화면에서는 사용자가 디자인하기 과 

정에 앞서 회원등록을 한다. 일반적인 회원등록과 

절차가 같으며 다른 점은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패턴을 제공하기 위한 질문사항으로 키、몸무게 기 

성복 사이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 

를 선택형으로 묻는다（그림 7）.

6） 메뉴4-체형

「체형」화면에서는 소비자의 체형을 파악하기 위 

한 질문으로 어깨경사, 어깨너비, 가슴형, 팔길이 다 

리길이를 선택형으로 묻는다. 또한 신체 치수재기에 

서는 그림과 함께 신체 부위별로 체촌 방법을 설명 

해 주어 고객이 자신의 신체치수를 정확히 체촌하여 

전송하도록 도와준다（그림 8）.

7） 메뉴5-디자인

「디자인」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의상의 종 

류를 선택하게 되면서부터 디자인이 시작된다（그림 

9）.

8） 메뉴6-패턴

「패턴」화면에서는 사용자가 디자인한 의상 도시 

화에 가상의 소재로 된 패턴을 채워봄으로써 소叫자 

의 소재 선택에 도움을 준다（그림 10）.

Adobe photoshop에서 Gif 
제작한 이미지

HTML에서 만든 테이블

의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흐...... ........ ...............   ‘w ，인터넛 .，

〈그림 5> 소개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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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이용방법 화면

〈그림 8> 체형 측정하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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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Gif로 

저장해서 HTML로 코딩하고 프 

로그래밍 된 이미지들

《그림 10〉패턴선택 화면

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21세기 네티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주문형 의상 디자인의 패션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스커트 디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구축 사례 

논문이다. 소비자가 스커트 디자인의 각종 구성 요 

소를 선택하여 그 조합으로 자신이 원하는 의상을 

디자인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체형 

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패턴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비자와 사이트 운영자 

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쌍방향의 패션 웹 

사이트로서 기존의 모니터 상의 상품 진영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선택 경로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기존의 사이트와는 차별화 시켰다. 웹사이트 사 

례 구축을 위하여 웹사이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웹사이트 기획 및 설계 단계를 거쳐 주문형 의상디 

자인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웹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 경로를 구축하였다. 둘 

째, 소비자에게 체형 측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에 대한 패턴을 구매할 수 있 

는 싸이트를 개발하였다. 셋째, 이로써 기존의 패션 

디자인 및 패턴 사이트와 차별화를 시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디자인제품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이트의 구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첫째, 모니디 상의 진열 방식에서 벗 

어나 고객이 직접 디자인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패션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 

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 상품 구매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둘째, 1:1 마케팅의 개념에 의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주문용 의상제작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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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기존의 패션 디자인 관련 사이트와 차별화 

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한다. 셋째, 소 

상인 및 영세 의류상인에게는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 

을 디자인하는 사이트가 구축됨으로써 다양한 디자 

인을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견본제작의 용이함과 

원가 및 경비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넷째, 소비자의 개별적인 취향을 살리고 차별화된 

주문형 디자인의 상품 판매를 원하는 소품 디자인, 

홈 패션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로 확대 적용 

이 가능하게 한다.

의상 디자인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유행의 속성으 

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한 

다. 또한 디자인하기의 과정의 디자인 구성요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면 절대적인 시간과 인력 

등이 투자되어야한다. 그러므로 디자인 구성 요소의 

선택과 조합에 의한 주문형 디자인 개발이 아닌 사 

용자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웹 상에서 인식할 수 있 

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향후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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