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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구매 시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활용 및 선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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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Web service technologies is exerting
considerable effects on all industrial areas. As such digital technologies are also introduced to the clothing and fashion
industry and create ‘virtual garment environment’ consisting of 3D virtual bodies, virtual garments and virtual try-on sys-
tems, consumers are now able to try virtual garments on their virtual body onlin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consumers’ tendency of clothing purchase using 3D virtual simulation technology, which is increasing attention
throughout the world, and to propose strategies on the development of virtual try-on technology for activating apparel
online shopp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en and women aged 18 or older living in the North Carolina State, U.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m on their tendency of apparel online shopping and their preference
for real garments and virtual gar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sumers’ awareness of apparel shopping
using virtual try-on was still low. Moreover, in the results of surveying consumers’ purchase preference for real garments
and virtual garments, preference was highest for real garment (P), which was followed by virtual garments OA, OB and
BB.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r the activation of apparel online shopping using virtual simulation technology,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provide services implementing virtual try-on similar to consumers’ actual try-on. This
requires further activ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n virtual try-on simulation using digit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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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속하게 발달한 IT기술은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의류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의류패션의 디지

털화를 이루어가고 있다(Park et al., 2007; Park & Kim,

2008).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급화 된 인터넷은 전자상거래의

시대를 열었으며 의류패션산업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의류쇼핑

이 증가하고 있다(Kim, 2007). 전자상거래 시장의 추세를 살펴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서적, 의류/패션,

항공권 관련 상품의 구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TI

Consulting, 2010). 국내 시장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계

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의류/패션, 가전/전자/통신기

기, 여행/예약서비스,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 관련 상품의 인

터넷 쇼핑이 높게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의류/패션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의류쇼핑은 구매 시

입어볼 수 없는 한계점과 그에 따른 반품의 문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전략으로써 인터넷 의류쇼핑

을 위한 가상착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Optitex ‘Runway’, Browzwear ‘V-

stitcher’, Lectra ‘Modaris 3D Fit’, Technoa ‘i-Designer’, i-

Omni ‘i-Virds’, CLO Virtual Fashion ‘Marvelous’ 등의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Lee, 2007; Lee & Lee, 2010; Park & Kim, 2008), 앞으로

이러한 가상착의 의류패션의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가상인체에 가상의복을 가상착의 해 봄으로써 소비자가 의복의

착용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인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의 3차원 인체스캔 데이터를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직접 불러들어 가상인체를 생성하는 방식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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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데이터입력 가상인체(버츄얼 마이셀프)’ 방법과 가상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체형상에 각 부위별 인체

치수를 수정하여 가상인체를 생성하는 방식의 ‘치수입력 가상

인체(버츄얼 트윈)’ 방법이 있다(Nam & Lee, 2008). 또한 현

재 가상착의 온라인 의류 쇼핑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치

수입력 가상인체’이며 대표적인 예로 My Virtual Model은 온

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체형(body shapes), 신체치수(body sizes),

얼굴(face), 눈(eyes), 코(nose), 입술(lips), 머리스타일(hair

style), 머리색상(hair color) 등을 선택하여 자신의 가상인체를

생성하고 가상의복을 착용해 봄으로써 의복의 외관과 맞음새를

평가한 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ee,

2007). 이러한 ‘치수입력 가상인체’를 생성하는 방식은 사용자

가 손쉽게 가상인체를 생성할 수 있으나 실제 인체의 체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Nam & Lee,

2008). 

현재까지는 가상인체와 가상의복의 가상착의 시스템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

상 착의 시스템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Choi & Nam,

2009; Divivier et al., 2004; Kartsounis et al., 2003; Volino

et al., 2005),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가상인체 및 가

상의복설계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0; Lim, 2010; Petrak

et al., 2006; Yu & Xu, 2008; Yunchu & Weiyuan, 2007),

가상직물 드레이프의 모델링에 관한 연구(Chen & Govindaraj,

1996; Ji et al., 2006; Okur & Cihan, 2002; Stylios et al.,

1996; Stylios & Wan, 1999),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모델의 착의에 관한 연구(Apeagyei & Otieno,

2007; Hardaker & Fozzard, 1998), 의류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3D 가상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연구(Denno, 1997; Fang et

al., 2008)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온라인 의류쇼핑

에서 3D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상착의에 대한 소비자 구

매성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류쇼핑성향에 대한 분석,

가상인체 생성방식에 따른 가상의복의 가상착의에 대한 소비자

의 구매의도 분석,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가상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온

라인 의류쇼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

녀대학생, 교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들은

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의

류쇼핑성향에 대한 분석과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0부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2.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Section I),

온라인 의류쇼핑성향(Section II),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에 대한

선호도(Section III)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의류

쇼핑성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온라인쇼핑을 이용한 의류구매에

대한 선호도, My Virtual Model 사이트의 가상인체와 실제인

체와의 유사성,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만족도의 문항은 5점 척

도로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도, 유사성과 만족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O’사와 ‘B’

사 가상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상인체(형상데이터

입력 가상인체 ‘A’와 치수입력 가상인체 ‘B’)에 착용한 가상의

복들(OA, OB, BB)과 실제인체에 착용한 실제의복(P)과의 구

매선호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일원

분산분석,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조사 대

상자 110명 중 연령은 ‘18-25세’가 59%(65명), ‘26-35세’가

25%(27명), ‘36-45세’가 7%(8명), ‘46-55세’가 6%(7명), ‘55세

이상’이 3%(3명)로 분포되어 있었다. 성별은 ‘여성’이 81%(89

명), ‘남성’이 19%(21명)로 분포되어 있었고 인종은 ‘백인계

(White-non-Hispanic)’가 65%(71명), ‘아시아인계(Asian)’가

27%(30명), ‘흑인계(Africa-American)’가 5%(6명), ‘기타(Other)’

가 3%(3명)로 분포되어 있었다. 학력에서는 ‘대학재학 및 대졸’

이 38%(42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이 24%(26명), ‘대학원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Group Frequency %

Age

18-25 years

26-35 years

36-45 years

46-55 years

55 years or Older

65

27

8

7

3

59%

25%

7%

6%

3%

Gender
Female

Male

89

21

81%

19%

Race

White-non-Hispanic

Asian

Africa-American

Other

71

30

6

3

65%

27%

5%

3%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High School Graduate

In College or College Graduate

In Graduate School

Post Graduate School

1

19

42

22

26

1%

17%

38%

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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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이 20%(22명), ‘고졸’이 17%(19명), ‘고졸이하’가 1%(1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3.2. 온라인 의류 쇼핑 성향

온라인 의류쇼핑 사용빈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그 결과, 응답자의 63.6%(70명)이 온라인 의류쇼핑을

‘한 달에 한번 이하 이용한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한

달에 1~2번 이용한다’가 26.4%(29명), ‘한 달에 3~4번 이용한

다’가 6.4%(7명), ‘한 달에 4번 이상 이용한다’가 3.6%(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에서의 의류구매 선호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이 2.87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만약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한 응답에는 ‘온라인 의

류쇼핑에서는 구매하기 전에 의복을 입어볼 수 없고 옷이 잘

맞지 않을 것에 대한 위험성, 배송 비용 지불, 의복의 옷감을

만져볼 수 없고 실제 색상과 다르다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1) “옷감의 촉감을 느낄 수 없어요.... 화면에서 보는 의복의

옷감과 색상과 차이가 있어요.... 구매 전에 의복의 옷감을 만

져볼 수 없어요.....”

(2) “배송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요.... 온라인 주문 의복을 반

품 또는 교환시 지불해야 하는 배송비용이 싫어서.... 반품 또

는 교환시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

(3) “온라인 주문 의류를 배송받아 실제로 착용해보았을 때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델이 있었을 때 맞

음새와 제가 있을 때 맞음새가 차이가 있어요.... 구매 전에 입

어 볼 수가 없어서.... 온라인 의복구매시 실제로 입었을 때 착

용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의복사이즈가 안 맞는 경

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반품하고 교환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

워요....”

 

3.3. My Virtual Model 인식 정도

온라인 의류쇼핑에 가상인체를 활용한 대표적인 온라인 사

이트 ‘My Virtual Model’를 사용해 본 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사용해본 적이 없다”가

78%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가 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

상인체를 이용한 의류쇼핑이 소비자들에게 아직까지는 널리 인

식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MVM 온라인 사

이트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 가상인체가 실제 인체와 비

슷한가에 대하여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평균이 2.71으로 중위수 값(Median) 3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성별에 따른 온라인 의류쇼핑 선호도와 MVM 인식

성별에 따른 ‘My Virtual Model 사용유무’를 대한 그룹 간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또한 성별에 따

른 ‘온라인쇼핑에서의 의류구매선호도’, ‘MVM의 가상인체와

실제인체와의 유사성’에 대한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

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그 결과, 이 문항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5. 연령에 따른 온라인 의류쇼핑 선호도와 MVM 인식 

연령 그룹별에 따른 ‘My Virtual Model 사용유무’에 대한

Table 2. Purchasing frequency of online apparel shopping 

Purchasing experience Frequency %

Online 

apparel 

shopping

Less than once in a month

1 or 2 times in a month

3 or 4 times in a month

More than 4 times in a month

70

29

7

4

63.6%

26.4%

6.4%

3.6%

Table 3.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Min Max Mean SD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1 5 2.87 1.14

Table 4. Use of My Virtual Model 

Y/N Frequency %

Use of MVM
Yes

No

24

86

21.8%

78.2%

Table 5.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Min Max Mean SD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1 5 2.71 1.05

Table 6. Use of My Virtual Model according to gender

χ
2

DF Sig.

Use of MVM 2.300(b) 1 0.129

*p<.05, **p<.01, ***p<.001

Table 7.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and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according to gender

Male Female
t-value

M SD M SD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2.95 1.12 2.85 1.15 0.35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2.00 1.00 2.78 1.04 -1.25

*p<.05, **p<.01, ***p<.001

Table 8. Use of My Virtual Model according to age

χ
2

DF Sig.

Use of MVM 3.677(b) 1 0.05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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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을 실시한 결과, 연

령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또한

연령에 따른 ‘온라인쇼핑에서의 의류구매선호도’, ‘MVM의 가

상인체와 실제인체와의 유사성’에 대한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조사대상자가 주로 대학의 의류관련 분야 전공자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3.6. 인종에 따른 온라인 의류쇼핑 선호도와 MVM 인식

인종별로 네 그룹(아시아인계, 흑인계, 백인계, 기타)으로 나

누어 인종 그룹별에 따른 ‘My Virtual Model 사용유무’에 대한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을 실시한 결과, 인

종 그룹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0). 

또한 인종에 의해 구분된 4개 집단 간 ‘온라인쇼핑에서의 의

류구매선호도’, ‘MVM의 가상인체와 실제인체와의 유사성’에

대한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그 분석결과, ‘온라인 쇼핑에서의 의류구매 선호도’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흑인계(African-

American)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온라인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VM의 가상

인체와 실제인체와의 유사성’에 대한 결과는 인종별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종별 그룹 간 조사

대상자가 주로 백인계(65%)로 구성되어 있고 아시아인계(27%),

흑인계(5%)로 그룹 간의 빈도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점에 따

라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7.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에 대한 의복구매의사결정 

본 연구에서는 Simmons(2002) 연구와 Size USA(2002)에서

분류한 ‘top five shapes’에 해당하는 ‘Rectangle’, ‘Hourglass’,

‘Bottom Hourglass’, ‘Oval’, ‘Spoon’ 중 가슴둘레와 엉덩이둘

레가 비슷한 체형 ‘Hourglass’과 기본 신체사이즈 ‘8’ (ASTM

5585 standard size)에 해당하는 착장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Fig. 1은 ‘Hourglass’ 체형과 ASTM 사이즈 ‘8’에 해당되는

인체치수를 보여준다. 또한 ‘O’사와 ‘B’사의 가상착의 시뮬레이

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형상데이터입력 가상인체와 치수입

력 가상인체를 제작하였다. 이 가상인체에 민소매 티셔츠(Tank

Table 9.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and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according to age

18-35 years 36-over 55 years
t-value

M SD M SD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2.89 1.12 2.78 1.26 0.38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2.95 0.89 2.40 1.18 1.57

*p<.05, **p<.01, ***p<.001

Table 10. Use of My Virtual Model according to race

χ
2

DF Sig.

Use of MVM 10.557(a) 3 0.014*

*p<.05, **p<.01, ***p<.001

Table 11.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and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according to race

Asian
African-

american

White-non 

hispanic
Other Total

Preference of online 

apparel shopping

2.70

A

4.33

B

2.83

A

2.67

A
0.012*

 Similarity of MVM 

virtual avatar
2.55 2.60 2.84 - 0.303

*p<.05, **p<.01, Duncan test: A<B

Fig. 1. ‘Hourglass’ body type and ASTM standard siz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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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바지(Pants), 재킷(Jacket)의 3종류의 가상의복을 가상착의

한 모습과 피험자가 실제의복을 착의한 모습을 보여준 후, 실

제의복과 가상의복에 대한 의복구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Fig. 2는 의류품목별(민소매 티셔츠, 바지, 재킷) P(실제인체

에 착의한 실제의복), OA(형상데이터입력 가상인체에 착의한

가상의복; ‘O’사 소프트웨어), OB(치수입력 가상인체에 착의한

가상의복; ‘O’사 소프트웨어), BB(치수입력 가상인체에 착의한

가상의복; ‘B’사 소프트웨어)를 보여준다. 응답자에게 P, OA,

OB, BB의 의복을 보고 가장 구매하고 싶은 의복구매에 대한

선호도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의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P, OA, OB, BB 중 가장 구매하고 싶은 의복구매 선호도에

대한 빈도 결과를 의류품목별(민소매 티셔츠, 바지, 재킷)로 분

석한 결과는 Table 12과 같다. 

그 결과로 ‘민소매 티셔츠’의 경우, 실제의복 ‘P’가 ‘1순위’

에 대하여 56명(50.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났으며, 가상

의복 ‘OA’가 ‘2순위’에 대하여 39명(35.5%), 가상의복 ‘OB’가

‘3순위’에 대하여 36명(32.7%), 가상의복 ‘BB’가 ‘4순위’에 대

하여 45명(40.9%)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바지’의 경우, 실제의복 ‘P’가 ‘1순위’에 대하여 65명(59.1%)

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났으며, 가상의복 ‘OA’와 ‘OB’가 ‘3순

위’에 대하여 37명(33.6%), 가상의복 ‘BB’가 ‘4순위’에 대하여

54명(49.1%)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재킷’의 경우, 실제의복 ‘P’가 ‘1순위’에 대하여 68

명 (61.8%)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났으며, 가상의복 ‘OA’가

Table 12. Purchasing preference among real garment and virtual

garment

  Ranking No. P OA OB BB

Tank top

1
56

(50.9%)

18

(16.4%)

24

(21.8%)

10

(9.1%)

2
14

(12.7%)

39

(35.5%)

30

(27.3%)

27

(24.5%)

3
14

(12.7%)

36

(32.7%)

36

(32.7%)

28

(25.5%)

4
26

(23.6%)

17

(15.5%)

20

(18.2%)

45

(40.9%)

Pants

1
65

(59.1%)

18

(16.4%)

20

(18.2%)

6

(5.5%)

2
11

(10.0%)

35

(31.8%)

36

(32.7%)

28

(25.5%)

3
13

(11.8%)

37

(33.6%)

37

(33.6%)

22

(20.0%)

4
21

(19.1%)

20

(18.2%)

17

(15.5%)

54

(49.1%)

Jacket

1
68

(61.8%)

9

(8.2%)

12

(10.9%)

18

(16.4%)

2
12

(10.9%)

40

(36.4%)

34

(30.9%)

27

(24.5%)

3
8

(7.3%)

39

(35.5%)

40

(36.4%)

25

(22.7%)

4
22

(20.0%)

22

(20.0%)

24

(21.8%)

40

(36.4%)

Fig. 2. Real Garment(P) and Virtual Garment(OA,O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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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에 대하여 40명(36.4%), 가상의복 ‘OB’가 ‘3순위’에 대

하여 40명(36.4%), 가상의복 ‘BB’가 ‘4순위’에 대하여 40명

(36.4%)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4. 결 론

최근 의류패션산업은 컴퓨터 그래픽스, 정보통신기술, 웹기

반 기술 등에 접목되면서 3차원 패턴 CAD, 3차원 인체측정,

3차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기술 등 의류패션의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의류구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의류쇼핑에

서 구매하기 전에 입어 볼 수 없는 문제점과 의복이 잘 맞지

않는 사이즈와 맞음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 3차

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의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의류쇼핑성향에 대한 분석

하고 온라인 구매에 대한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 및

소비자의 구매의도/선호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달 동안 사용하는 온라인 의류쇼핑 빈도는 ‘한 달에

한번 이하 이용한다’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쇼핑에

서의 의류구매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맞음새, 의복사이즈, 구

매전에 착용할 수 없음, 색상차이, 의복옷감 차이, 배송비용’등

의 문제가 있었다. 

둘째, ‘My Virtual Model’을 사용해 본 경험에 대한 빈도분

석 결과, 온라인 의류쇼핑에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

용한 ‘My Virtual Model’을 78%가 아직까지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VM을 사용해 보았다면 가상인

체와 실제 인체와의 유사성 평가는 평균(mean)값이 2.71으로

중위수 값(median=3)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My Virtual Model 사용의 차이를 비교

조사한 결과, 남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쇼핑에서의 의류구매 선호도와 MVM의 가상인체

와 실제인체와의 유사성 평가에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연령에 따른 My Virtual Model 사용, 온라인쇼핑에서

의 의류구매 선호도와 MVM의 가상인체와 실제인체와의 유사

성 평가의 차이를 비교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은 집단과 연령

이 높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인종에 따른 My Virtual Model 사용과 온라인 쇼핑

에서의 의류구매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 조사한 결과, 인종별 집

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흑인계(African-American) 집

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온라인 의류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종에 따른 MVM의 가상인체에 대

한 유사성 평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제의복(P)와 가상의복(OA, OB, BB)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구

매하고 싶은 의복으로 민소매 티셔츠(Tank top)와 재킷(Jacket)

에서는 P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OA,

OB, BB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Pants)에서는 P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OA와 OB가 마지막으로 BB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상의복 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를 살펴보면 형

상데이터입력 가상인체에 착용한 가상의복(OA)가 치수입력 가

상인체에 착용한 가상의복(OB와 BB)에 비해 구매 선호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소비자들은

실제인체와 거의 유사한 형상데이터입력 가상인체에 착용한 가

상의복(OA)를 실제의복(P) 다음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의류쇼핑에서 맞음새, 사이즈, 착용불가능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3차원 가상착의 시뮬레

이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온라인 의류쇼핑에서

활용될 가상인체와 가상의복을 실제와 더욱 유사하게 개발함으

로써 앞으로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가상착의를 시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 개발

과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가

상착의를 이용한 의류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적은 편

이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3차원 가상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 분야의 의류패션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의류패션산업에 활용되어

질 3차원 가상의복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주로 대학의 의류관련 분야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과 성별, 연령별, 인종별 그룹

간의 조사대상자의 빈도 분포의 차이가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Hourglass’

체형과 신체사이즈 ‘8’에 해당하는 피험자가 착장한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나 다양한 체형과 신체사

이즈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좀 더 다양한 지역, 전공, 학력을 대상으

로 한 성별, 연령별, 인종별 그룹 간의 적정한 샘플링을 통한

더욱 심층적인 온라인 의류쇼핑 시 3차원 가상시뮬레이션 기

술을 활용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더욱 다양한 체형과 신체

사이즈를 대상으로 착의한 의복에 대한 선호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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