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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the activation of the fashion electronic commerce,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merits and demerit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3D virtual try-on technology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was performed
by interview with 70 evaluation group. The evaluation group of 3D virtual try-on was organized and the fit evaluation process
by 3D human body scan and the 3D virtual try-on of the i-Fashion technology center were experienced. This study was per-
formed by interview after the actual and virtual try-on about the casual shirt. The convenience and accuracy of measurement,
usability in online shopping, body evaluation, complement of sizing system, and body shape management were discovered as
merits. The requirement of high accuracy in sizing and avatar, limits of fabric expression, practical limitation by cost, vexatious
of measurement garment,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virtual fitting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risk, and etc were pointed
out as demerits. The mass customization, customized garment connected with medical service, humanized avatar, improved
fitting report, entertainment, coordination, wardrobe manager were proposed as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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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류상품의 전자상거래는 제품을 직접 접하고 착용함으로써

선택되는 직접 쇼핑형태와는 달리 화면을 통한 제품의 시각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쇼핑형태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패션전자상거래

상에서는 대부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치수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제품 사진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하

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 의류제품은 업체별로 다른

치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치수이해에 혼동을 일으키

고 직접 착용하지 않고는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패션전자상거래상의 미비한 제품정보와 단순한 시각적 자

료에 의한 소비자의 구매 판단은 구매 후 제품에 대한 불만족

을 유발시키고, 피트성이 있는 의류제품의 치수와 맞음새에 대

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패션전자상거래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신뢰성을 하락시켜 패션전

자상거래 발전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강명희, 2006).

이러한 의류상품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착용 정보의 불충분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상착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Landsend는 고객의 인체 비례에 맞는 가상 마네킹 ‘My

Virtual Model’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의복 맞음새에 대한 시

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Firestone, 2001). Browzwear에서

는 가상모델에 의복을 착용하고 3D 디자인이 가능한 ‘V-

stitch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Kolran,

2008). 3dshopping에서는 기존의 인터넷 쇼핑에 가상현실을 도

입하여 컴퓨터 상의 가상 쇼핑몰에서 의복을 선택, 착용하여 실

제와 같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

러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시간,

디지털 콘텐츠 생성, 의복 맞음새 예측 등 기술적 장벽으로 인

하여 아직까지는 의류패션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의류상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웹상에 적용된 예는 극히 드물다. 전자상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몇몇 기술들도 시각적 정보의 제공에 머물러 정확한 의복의 맞

음새를 평가하기는 어려워 가상착의 상태를 기준으로 의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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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맞음새를 제공하기는 어렵

다. 박창규(2008)에 따르면 i-Fashion의류기술센터는 국내 의류

패션 업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동연구를 통하여 3차원 인체 스

캐너와 3차원 아바타 구현, 의류패션 상품의 가상착의 기술, 물

류/유통과 인식에 필요한 RFID 통신기술, 매직미러를 가능하게

하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의 IT 기술을 실제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임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의류

패션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확보방안을 예고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IT 기술 중에서 i-Fashion의류기술센

터의 가상착의 기술은 의복의 가상착의 상태를 3차원으로 회

전하여 시각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의복 부위별 맞음새를

제공하여 가상착의 상태에서의 착용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웹기반 전자상거래에 적용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어 국내

의류패션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상착의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조사

하여 가상착의 기술의 현재 상태와 개선점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자 인체의 3차원 스캔과 의복 맞음새를 웹상에서 제공하는 국

내 가상착의기술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가상착

의기술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상착

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i-Fashion의류기술센터의 3차원 인체 스

캔과 가상착의에 의한 맞음새 평가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심

층면접에 의한 질적연구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2.1. 연구 대상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의 재현성을 평가하고 현재 상용되고

있는 가상착의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캐주얼 셔츠에 대한 가상 착의를 실시하

여 이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와 심층면접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가상착의 평가단은 서울 지역 대학 의류학과 재학생을 대상으

로 모집한 여학생 70인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단의 주요치수는

Table 1과 같으며 가상착의와 설문지, 심층면접은 2007년 11월

부터 2008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인원은 책임연구원 1인

과 보조원 2인으로 구성되었다.

2.2. 가상착의 체험

3차원 스캔과 가상착의 과정의 장단점과 활용방안을 평가하

도록 하기 위하여 3차원 스캐너로 인체 치수를 얻고 3차원 아

바타를 생성하여 가상착의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3차원 스캔 과정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4)의 기본선자

세와 측정복, 측정모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을 위한 인원은 스캐

너 관리자 1인과 자세 보조 및 측정복 관리자 1인으로 구성되

었다. 인체형상의 3차원 스캔에는 i-Fashion 의류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Hamamatsu사의 Body line scanner가 사용되었

다. Body line scanner는 11초만에 인체 형상을 추출하는 고해

상도 전시 스캐너이다(Hamamatsu, 2008). 스캐너를 통하여 얻

어진 인체형상은 Hamamatsu사의 인체측정 소프트웨어 Body

line manager를 사용하여 47개의 랜드마크를 추출하고 62개 부

위를 측정하였다. 인체형상에서 얻어진 부위별 측정치를 이용

하여 아이패션몰(www.ifashionmall.co.kr)에서 체험단 본인의 인

체에 해당하는 3차원 아바타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3차원 아바타에 본인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기성복 셔츠를 선

택하여 시뮬레이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착용감을 착의시

스템에서 제공하였다. 착의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착용감은

6점 척도로 보고되며 너무 작아서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1, 타

이트함을 2, 조금 타이트함을 3, 아주 적당함을 4, 약간 루스하

나 적당한 경우를 5, 매우 루스함을 6으로 나타낸다. 착용감을

측정한 부위는 Fig. 1과 같이 목, 어깨, 위팔, 젖가슴, 허리, 엉덩

이이며 가상착의 착용감은 i-Fashion의 가상착의 시스템 상에서

Fig. 2와 같이 피팅 레포트로 제공된다. 착용감 평가를 위한 기

성복 셔츠로는 트래디셔널 캐주얼에 해당하는 국내 기성복 업체

의 기본 스타일 셔츠이며 셔츠의 완성 패턴은 Fig. 3과 같다.

2.3. 면접내용

3차원 스캔과 아이패션몰에서 본인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가

상착의를 경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3차원 스캔과 가상착의 과

정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심층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 주요 치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20.59 1.489 

몸무게(kg) 52.56 6.240 

키(cm) 162.18 4.862 

젖가슴둘레(cm) 84.34 4.638 

허리둘레(cm) 66.46 4.829 

엉덩이둘레(cm) 92.01 4.584 

BMI(kg/m
2
) 19.68 3.114 Fig. 1. 착용감 측정부위



3차원 스캔과 가상 착의 기술의 평가와 활용에 관한 질적연구 439

면접은 면접지침법(Patton, 2002)을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i-

Fashion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의 장점과 단점, 기대사항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틀을 정하

고 면접 시 면접대상자의 반응과 특성에 따라 추가질문을 하여

결과기술에 사용하였다. 상세한 면접내용은 “3차원 인체 스캔

과 가상착의 기술의 장점은 무엇인가?”, “3차원 인체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차원 인체 스캔과 가

상착의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발

전방향은 무엇인가” 등으로 3차원 스캔에 의한 아바타 생성과

가상착의 기술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가상착의 기술의

현재 수준과 개선방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연구대상자

당 120분 내외가 소요되었고,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기록하였다.

3. 연구결과

3.1. 3차원 인체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의 장점

3차원 인체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을 경험한 평가단이 인식하

는 장점으로는 Fig. 4와 같이, 측정의 편리함과 정확성

(34.10%), 온라인 쇼핑에 활용가능(34.10%), 객관적 체형분석

가능(22.54%), 사이즈 체계 보완(5.78%), 체형관리에 도움

(3.47%)으로 나타났다.

3.1.1. 측정의 편리함과 정확성

3차원 인체 스캔과 가상착의 평가단은 인체 치수 측정의 편

리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었다. 인체 부위별로 측정을

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특히, 일반인이 측정하기

어려운 너비 항목들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산업에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A. 직접측정에 비해 3차원 측정은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편

리하게 신체 계측을 할 수 있다. B. 각 신체 부위외의 전체적

인 체형을 확인할 수 있다. C. 한 번의 스캔으로 키나 몸무게

뿐만 아니라 여러 부위의 너비나 둘레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

다. D. 다양한 인체 부위를 측정할 수 있어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3.1.2. 온라인 쇼핑에 활용가능

실제로 착용하고 구입하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에서 착용 상

태를 예측할 수 있는 가상착의 시스템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아바타를 홈쇼핑에서 활용하거나 아바타를 통

하여 다양한 착용 상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A. 직접 입어보지 않고 옷을 구매하는 온라인 의류판매에서

3차원 인체 측정을 통해 만든 아바타를 이용해 온라인 구매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B. 가상착의 기술은

온라인 상에서 착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온라인 상거래에서 반품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1.3. 객관적 체형 분석 가능

3차원 스캔 기술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체형, 인체 정보는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본인의 인체에 대하여 인체에 대한 객

관적인 분석과 정확한 체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체험단 대부분

이 체형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의복의 선택과 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Fig. 2. iFashionmall의 fitting report

Fig. 3. 셔츠 패턴

Fig. 4. 3차원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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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소에 모르던 부분의 치수까지 측정하여 B. 3차원 입체

측정을 통해 내 체형을 오차 없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C. 3차원 측정에 의하여 체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

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3.1.4. 사이즈 체계 보완

의류업체별로 서로 다른 사이즈 체계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한국 의류업체들은 KS에 의한

의류규격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전의 44, 55, 66 호칭을 사용

하는 업체도 있고 아이템에 따라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여도 업체에 따

라 제품치수는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호칭만

으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상 착의

를 통하여 제품의 사이즈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A. 백화점에 납품되는 의복들도 같은 55사이즈라고 해도 실

제로 그 치수를 재어보면 각 제품마다 치수가 천차만별인 상황

에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의복의 수치가 올바르게 표기되었

는지 신뢰하기 어렵다. B. 의복 종류에 따라서 44/55/66, 90/

95/100, S/M/L 등 다양한 치수표기와 제품별로 다른 실제 제

품 치수에 의해서 사이즈 선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C. 판

매자가 의복의 치수만 정확하게 입력하여 놓는다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체수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치수에는 관계

없이 스타일이나 색상을 보고 의복을 고른 다음 나의 아바타에

그 제품을 입혀 보기만 하면 마치 내가 그 의복을 실제로 입

은 상황과 같이 그 의복이 전체적으로 나와 내 사이즈에 맞는

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목, 어깨, 허리. 엉덩이, 허벅지등 신

체 각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사이즈가 적당한지에 대한 물음

까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3.1.5. 체형 관리에 도움

3D 스캐너를 통한 본인의 정확한 체형 파악은 의복 선택은 물

론 체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특히 막

연히 파악하고 있던 인체와 실제의 정확한 인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다이어트는 물론 부위별 사이즈 관리와 체형

을 커버하는 의복을 선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2. 3차원 인체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의 단점

현재 가상착의 기술의 단점으로는 Fig. 5와 같이, 정확한 사이

즈 측정과 아바타 생성이 요구됨(20.00%), 소재표현의 한계

(10.94%), 시설비용에 따른 실용화 한계(10.42%), 측정복 착용의

번거로움(9.38%), 서버의 불안정(9.38%), 시뮬레이션 상태의 디

테일 표현 부족(8.85%), 스캔과정의 어려움(8.33%), 가상착의의

동작평가 불가능(5.73%), 실제와 가상착의 착용감 사이의 차이

(4.17%), 홍보부족(4.17%), 개인정보 유출(4.17%), 3차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계(3.13%), 기타(1.04)% 순으로 나타났다.

3.2.1. 정확한 사이즈 측정과 아바타 생성이 요구됨

3차원 스캔과정에서 스캔의 정확성을 위한 장치가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동 측정 사이즈의 정확도에 대한 의

문이 있었으며 본인의 아바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이즈를

입력에 의한 변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보였다.

A. 스캔을 통해 얻은 자료의 정확성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

는지 알 수 없다. B. 입력한 스캔치수대로 아바타가 변형되지

않았다. C. 컴퓨터로 신체치수를 정확히 측정하는데는 유용하

지만 이것을 의복과 연계하여 맞음새를 예측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한 듯하다.

3.2.2. 소재표현의 한계

소재의 질감, 두께감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여 실제로 착장했

을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착용에 의

하여 소재가 늘어나거나 드레이프가 생기는 등의 변화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

A. 소재의 질감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다. B. 볼륨감 같은

입체적인 느낌은 잘 살려주고 있지만, 소재의 질감이라든지 드

레이프성은 잘 나타내주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소재의 질감

을 잘 살려주지 못해서 아바타가 옷을 입은 모습을 봐도 이

옷의 소재는 무엇인지, 실제로 착용하면 어떤 형태로 늘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3.2.3. 시설비용에 따른 실용화 한계

3차원 스캔 장치 확충에 따른 경제적 제약에 의하여 실용화

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온라인 상의 다양한

의류 판매를 위해서는 다수를 스캔할 수 있는 장비가 요구될

것이며 인간의 체형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노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환경에 의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지

속적인 스캔이 필요하다. 의류업체들이 이러한 시설과 스캔 비

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A. 스캔 시설을 접하기 쉽지가 않다. B. 체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노화, 비만 등에 의한 체형변화를 지속적으로 스캔

할 수 있는 시설과 비용을 의류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Fig. 5. 3차원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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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측정복 착용의 번거로움

측정복과 측정모 착용에 따른 번거로움과 불쾌감에 대한 지

적이 있었다. 특히 측정모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으며 개선이 요

구되었다.

A. 3차원 인체측정이 실용화 된다면 옷을 다 벗고 흰 모자

까지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B. 외출 시에 머리손질에 각별

히 신경을 쓰는 소비자의 경우 반감을 살 것 같다. 

3.2.5. 서버의 불안정

온라인 쇼핑몰의 서버가 불안정하며 3D 스캔 정보를 로딩하

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3차원 아

바타에 의복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복잡한 계산과정을 필요

로하기 때문이다.

A. 버퍼링이 길다. B. 서버가 불안정하다. 가상착의 시뮬레이

션을 실행하는데 서버 문제로 쉽지 않았다. C. 네트워크 상태

가 상당히 불안하다. 홈페이지 사용의 결함은 이용자들은 이용

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인터넷 사이트상의 기술상 결함

의 보완이 시급하다.

3.2.6. 시뮬레이션 상태의 디테일 표현 부족

온라인으로 의복의 가상착의 상태를 미리 보고 구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가상착의 상태에서 실물과 같은 디

테일한 표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포켓, 여밈, 절개선

등에 입체적인 표현이 부족하여 의복이 실제와 같은 느낌을 주

지 않아 실물 사진을 함께 제시하기를 기대하였다.

A. 시뮬레이션 상태가 실물처럼 정확하지 않다. B. 인터넷

쇼핑 모델의 3차원 아바타에 가상착의한 이미지와 실제로 착

용한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모델이 착용한

상태의 신축률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C.

포켓, 여밈, 절개선 등에 입체적인 표현이 부족하여 의복이 실

제와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3.2.7. 스캔과정의 어려움

3차원 스캔 과정에서 스캔을 진행하는 기술적 부족이 지적되

었다. 스캔을 하는 본인과 외부의 전문가 사이에 의사전달 방

안이 요구되었으며 정확한 자세로 스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A. 스캔과정에서 오퍼레이터와 의사소통이 어렵다. B. 스캔

실이 어두워서 자세를 제대로 잡았을 수가 없다. C. 측정복을

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크다.

3.2.8. 가상착의의 동작평가 불가능

의복은 동작과 자세에 의하여 맞음새가 다르게 느껴진다. 특

히 의복을 구입할 때, 평소에 주로 취하게 되는 동작과 자세에

서의 맞음새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아바타가 다양한 동작에

의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A. 동작에 따른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B. 동작시의 편안함

이나 신축성 등을 고려하기 힘들다. 실제착의시에는 동작의 불

편함은 없는지 앉거나 팔을 움직여 보는 등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웹상에서 아직 그러한 점은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3.2.9. 실제와 가상착의 착용감 사이의 차이

실제 착의에 의하여 체험단 본인이 느낀 착용감과 온라인 쇼

핑몰에서 아바타에 의한 가상착의 상태의 착용감을 나타낸 결과

가 맞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차이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실제와

가상착의 상태의 착용감 차이는 착용감 평가에 의한 대응표본 t-

test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가상착의 상태에서는 참가자 본

인이 느낀 착용감보다 더 넉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2).

A. 아바타에 가상착의한 결과를 이용하여 사이즈 적합성 여

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B. 상품의 디스플레이가 실제가 아닌

가상착의한 상태로만 제시되어 실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C. 의복의 신축률을 색상으로 표현하였으나 실제 상태로 연결

하기 어렵다. D. 질감이나 두께감을 파악할 수 없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와 가상의 셔츠 착용감 평가 결

과를 대응표본 t-test에 의하여 비교하였다. 검정결과에 의하면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상태에 따른 부위별 착용감 평가 결과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착용감

평가 부위 중, 엉덩이 부위를 제외한 목, 어깨, 위팔, 젖가슴,

허리부위에서 실제와 가상착의 착용감 평균의 차이는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목, 어깨, 위팔, 젖가슴 부

위에서는 실제착의에 의한 착용감이 가상착의에 의한 착용감보

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허리부위에서만 실제착의에 의한 착용감

이 가상착의에 의한 착용감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실제

와 가상착의의 착용감 평가 결과는 면접조사에서 가상착의기술

의 단점으로 지적된 ‘실제와 가상착의 착용감 사이의 차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가상착의 착용감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실제와 가상 착의에 의한 착용감 사이의 상관계수는 table 3

과 같이 목, 어깨, 위팔, 젖가슴, 허리부위에서 0.551~0.739로

나타났으며 0.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엉덩이

부위의 착용감은 셔츠라는 아이템의 특성에 의하여 밀착되거나

착용감 결정에 영향력이 높은 부위가 아니므로 결측치가 많아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실제와 가상착의 착용감 사이의 상

관계수는 부위별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전반적으로 실제와 가

상착의 상태에 따른 착용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Table 2의 대응표본 t-test 검정결과와 같이 가상착의 착용감

Table 2. 실제와 가상의복 착용감의 대응표본 t-test 결과

대응차 t 유의확률

Neck(실제-가상) 0.771 9.733 0.000

Shoulder(실제-가상) 1.043 13.981 0.000

Upper arm(실제-가상) 0.686 10.378 0.000

Bust(실제-가상) 0.786 11.196 0.000

Waist(실제-가상) -0.385 -4.924 0.000

Hip(실제-가상) 0.500 1.810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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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제착의 착용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가상착의 평

가단의 면접 결과와 같이 가상착의 착용감이 정확하지 않은 문

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table 3의 결과와 같이 실

제와 가상착의 착용감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여 가상착의에 의

한 착용감이 실제착의에 의한 착용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상착의 착용감을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보다 정확한 착용감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2.10. 홍보부족

아이패션몰의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어려

웠다는 지적과 스캔과정에서 레이저의 무해함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A.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자 수가 적다. B. 3차원 스캔 과정

에서 사용하는 레이저에 대한 안정성에 염려가 들 수 있다. 안

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C. 연계된 기업에서도 홍보가 필

요하다.

3.2.11. 개인정보 유출

3차원 스캔에 의하여 인체 형상을 생성하게 되므로 이에 대

한 정보 유출을 우려하였다. 스캔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폐

기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었다.

A. 가족과 본인이 지정한 몇 명만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한

다고 하나 개인신상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B. 스캔 정보의 유

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캔 자체를 꺼릴 수 있다. C. 3차원 스

캔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3.2.12. 3차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한계

다양한 개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한계가 단점으로 지적

되었다. 현재의 3차원 스캔에 의한 인체 측정과 가상착의는 장

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고령자, 영유아, 특수 직업 종사

자에 대한 가상착의 방법은 현재의 방법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

고 하였다.

A. 현재의 정보구축 시스템은 비장애인을 위주로 되어있어

장애인의 자료가 없다. 장애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그들의 생활에 편안한 옷을 만들 필요가 없다. B. 신체 나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한다. 고령자, 영유아를 겨냥한 브랜들은

이들 세대의 자료를 모아 그룹화한다. C. 특수한 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3.2.13. 기타

그 외에 현재 아이패션몰에 참여하고 있는 의류브랜드가 한

정되어 있고 상품의 수가 많지 않음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또

한 3차원 스캔을 통하여 본인의 정확한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된

다는 데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3.3. 활용방안과 발전방향 제안

가상착의 기술의 활용방안과 발전방향으로는 Fig. 6과 같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C) 생산시스템 구축(26.51%), 의료산

업과 연계한 맞춤의복(17.47%), 사용자 특징을 반영한 아바타

(15.66%), 실제착의와 같은 인체상태 표현(10.84%), 엔터테인먼

트 제공(15.06%), 코디네이트 기능(3.61%), 소비자 옷장 관리

(2.41%), 기타(8.43%) 순으로 제안되었다.

3.3.1.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 ; MC) 생

산 시스템 구축

3차원 스캔 데이터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가상착의 기술을

활용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의 취향과 체형에 맞는 의복을 생산하고 의류산업

에서의 재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의복 전

체를 개인이 디자인하게 하는 것이 제조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Puma의 Mongolian Shoe BBQ와 같이 색상이나 디테일에 있

어서 소비자가 디자인에 참여하도록 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옷

이라는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

A. 상품을 주문한 고객의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체

형에 적합한 의복을 생산할 수 있다. B. 3차원 아바타에 의복

을 가상착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선택하도록 하

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C. 속

옷은 맞음새가 매우 중요하므로 인체 스캔 데이터에 의하여 가

장 정확한 사이즈를 찾을 수 있으며 실제에서는 어려운 속옷의

맞춤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3.3.2. 의료산업과 연계한 맞춤의복

건강관리, 노령 인구의 체형 보정, 체형관리, 장애인의 보장

구 등 의료산업과 연계한 맞춤의복을 생산함으로써 인체에 가

장 밀접한 도구인 의복을 인체 보호와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

Table 3. 실제와 가상의복 착용감의 대응표본 상관계수

상관계수 유의확률

Neck(실제&가상) 0.626 0.000

Shoulder(실제&가상) 0.739 0.000

Upper arm(실제&가상) 0.679 0.000

Bust(실제&가상) 0.717 0.000

Waist(실제&가상) 0.551 0.000

Hip(실제&가상) 0.128 0.592

Fig. 6. 3차원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 활용방안과 발전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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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A. 현대인의 몸매관리에 의학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3차

원 인체측정으로 본인의 인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BMI, WHR, Broca지수 등을 통하여 비만도도 알 수 있다. B.

인체의 형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변화된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 체형 보정, 다이어트 등과 연계할 수

있다. C. 인체를 단시간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을 대상으로 장애 부위와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 의복을 생산

할 수 있다.

3.3.3. 사용자 특징을 반영한 아바타

인체는 사용자 사이즈에 맞춰 변형이 가능하지만 얼굴은 본

인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특징을 잘 반영한 아바타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얼굴의 특징, 피부색, 헤어스타일 등

과 같은 부분은 의복 선택에 있어 인체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특징을 반영한 얼굴 표현이 필요하다.

A. 사용자 본인의 얼굴을 표현하여 아바타를 보다 현실적으

로 개발하며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체험해 볼 수 있

다면 타산업과 연계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B. 본인 얼굴을

반영한 아바타에 가상착의 한다면 얼굴에 어울리는 의복을 선

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3.4. 실제 착의와 같은 인체상태 표현

의복의 디자인만과 소재의 물성만으로는 착용시의 무게감이

나 온열감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온열감의 경우, 인체에

착용하게 되는 모든 의복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가방이나 신발과 같은 아이템

은 무게에 의하여 착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며 속옷과 스타킹

등은 일정 수준의 압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면 보다 정확한 의복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의복의 맞음새도 중요하지만 의복 착용에 따른 온열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B. 의복 착용온도를 수치로 표현하거나 아

바타의 표정을 파랗게 질리거나 땀을 흘리는 등의 변화를 보여

준다면 의복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3.3.5. 엔터테인먼트 제공

다른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아바타 제작과 활용에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의복 선택을 위한 가상모델로

서의 아바타 뿐만 아니라 아바타 자체로도 상품화가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컴퓨터 게임에서 사용자 본인의 아바타

를 사용함으로써 몰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 게임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다. 3차원 게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컴퓨터 게임에 자신의 3차원 아바타를 캐

릭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B. 아바타의 쓰임새를 의복에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의복을 구입하기 위한 모델로서

의 아바타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상상의 세계에서 제 2의 삶을 산다는

Second Life(secondlife.com)의 경우를 보면 가상 세계에서의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꺼

이 지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 동작이 가능한 아바타

를 생성하여 사용자 본인의 체형과 얼굴을 가진 아바타의 패션

쇼를 구성하여 사용자 본인에게는 소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

3.3.6. 코디네이트 기능

현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아이템간의 코디네이션

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아이템을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

는 코디네이션 기능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복은 반드시 디

자이너가 예상한 방식대로 착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추를 풀거

나 소매를 접는 등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추가한다면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다.

A. 동일한 의복에 있어서도 다양한 착의상태를 제시할 수 있

어야 한다. 단추를 열거나 소매나 바짓단을 접는 등의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현재의 시

스템은 체형을 분석하여 적합한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

부색, 헤어스타일, 연령 등에 적합한 디자인의 의복을 추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3.3.7. 소비자 옷장 관리

기존의 쇼핑몰에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복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가도록 제안하였다. 그

러나 소비자 체형과 취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소비자

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추천하고 소비자가 소유

하고 있는 의복 아이템과의 코디네이션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기

술이 제공된다면 기존의 쇼핑몰과 차별화가 될 것이다. 특히 소

비자의 의복류를 온라인상에 등록하여 개인의 옷장으로 활용한

다면 쇼핑몰 측에서는 소비자의 취향과 소유한 의복 정보를 취

득하게 되며 소비자 측에서는 의복 구입 이전에 코디네이션이

가능하여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반품률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A. 구매자에게 어울릴만한 제품을 추천하고 구매를 촉진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어야 기존의 온라인 쇼핑과 차별화가 될 것이

다. B. 냉장고 외부의 LCD창만으로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의

상태와 그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음식 등 여러 가지 정보

를 나타내주는 제품이 있는데 이를 응용해서 가상의 옷장에 아

바타 기능을 접목시켜서 직접 입어보지 않고 코디해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의류제품 선택과 구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3.3.8. 기타

그 외에 가상착의 결과에 따라서 의복을 수선해야할 부위와

양을 제안할 수 있고 수선 후의 상태를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준

다면 정확한 수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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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성인여성 70인으로 구성된 가상착의 평가단의 3차원 스캔과

기성복 셔츠 가상착의에 의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3차원

인체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의 장점으로는 측정의 편리함과 정

확성, 온라인 쇼핑에 활용가능, 객관적 체형분석 가능, 사이즈

체계 보완, 체형관리에 도움으로 나타났으며 단점으로는 정확

한 사이즈 측정과 아바타 생성이 요구됨, 소재표현의 한계, 시

설비용에 따른 실용화 한계, 측정복 착용의 번거로움, 서버의

불안정, 시뮬레이션 상태의 디테일 표현 부족, 스캔과정의 어려

움, 가상착의의 동작평가 불가능, 실제와 가상착의 착용감 사이

의 차이, 홍보부족, 개인정보 유출, 3차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화 한계 등을 꼽았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단점들 중에서 측

정복 착용의 번거로움과 스캔과정의 어려움 등은 의복을 착용

한 상태로 자동 측정하는 intellifit 스캐너를 도입하여 개선하였

다(Tedeschi, 2007). 가상착의 기술의 활용방안과 발전방향으로

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시스템 구축, 의료산업과 연계

한 맞춤의복, 사용자 특징을 반영한 아바타, 실제착의와 같은

인체상태 표현, 엔터테인먼트 제공, 코디네이트 기능, 소비자 옷

장 관리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들 의견 중에서 매스 커스터마이

제이션 생산시스템 구축과 아바타에 사용자 특징을 반영하는

방안은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면접조사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에 의한 착용감 비

교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3차원 인체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이 의복의 착용감을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맞추

어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상착

의 상태에서도 소비자 개인의 체형, 착용습관, 의복 소재, 의복

스타일 등에 따른 적절한 맞음새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요

구된다. 또한 의복의 가상착의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 온

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작에 의한 착용감 평가, 의

복 착용에 의한 온열감 등의 기술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25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가상착의 평가단

을 구성하여 3차원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의 재현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온라인 쇼핑에 적

극적인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타연령대와의 비교가 어려

우며 연구결과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평가단을 구성하여

가상착의 기술을 체험하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 활용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한 질적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3차원 스캔과 가상착의 기술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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