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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technology readiness, fashion innovativeness, and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o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3D virtual fitting systems. We presented a 3D virtual fitting

system with detailed information that was watched by respondents who subsequently completed a research

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subjects with an age range of 21 to 39 who have experi-

enced Internet shopping.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shion innovativeness,

technology innovativeness,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and optimism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accep-

tance intention. Second, fashion innovativeness, technology innovativeness,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and optimism positively influenced the acceptance intention in the male group; however, technology inno-

vativeness,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optimism, and insecurit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acceptance

intention in the female group.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marketing strategy has to be designed that

focuses on consumers with high technology, fashion innovativeness, and optimism to increase the accept-

ance intention. In addition, markers have to enhance a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that will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3D virtual fitting systems. Another notable finding was the importance to differentiate

marketing strategies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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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패션과 IT 간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쇼핑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러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점점 더 다양해지고 급변하

는 소비자 기호에 맞게 의류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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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현재 시장에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3차원 인체 스캐너를 이용해 자

신의 실제 형상과 사이즈 정보를 스마트 카드나 휴대

폰 등에 소지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를 불러

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변경한 다음 입은 모습

을 보고 주문하면 된다(“Make clothes”, 2005). 이러한

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직접 의복을 착용해 보지

않고서도 가상 착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평가하여 구입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편리한 쇼핑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기술 도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여부가 기술을 활용

한 인터넷 쇼핑몰의 발전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아바

타를 통한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과는 달리 고객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정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인체 스캔을 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직접 자신의 신체에 맞

는 아바타를 생성하여 옷을 입혀보기 위한 노력을 투

입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쉽게 수용하

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비자는 자신

의 개인적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쇼핑환경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수용의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소비자의 기술 준비성 특

성에 따라 수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기술 준비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

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

의 활용은 기존의 소비자가 들이는 노력보다 더 적극적

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소비자들의 참여수준에 대한 명

확한 이해가 있어야 수용의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 개인정보 외에 신체적 정보를 요구하기 때

문에 신체적 정보에 대한 누출우려나 기술 요구수준에

따른 불편감이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으로 Phau and Lo(2004)에 따르면 패션 혁신자

들은 새로운 패셔너블한 의복과 액세서리의 최초 구매

자를 말하며 패션 시장의 독특하고 중요한 세그멘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수용의도

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패션 혁신성 변수는 시

장세분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기술 준비성, 패

션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이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향후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상용화 방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 경영 전

략을 수립할 때 성별에 따른 행동의 차이는 중요한 요

인이기 때문에(Lim, 2007), 이러한 영향관계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시장세분화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3차원 시각화(3D visuali-

z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형상화시킬 수 있는 인체의 형태를 말하며, 치수설정에

따라 전통적인 점포의 마케팅이나 모델, 소비자 자신의

이미지까지 대체할 수 있다(Shim, 2007). 게다가 원하

는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직접 선택해서 주문이 가능

하며, 의복을 가상 현실 속에서 착용해 보고 색상과 디

자인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집에서 제품을 배달받게 된

다.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소비자가 상품의 디자인

특성, 배경, 상황, 보는 각도, 거리 등을 조작할 수 있게

하므로 패션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감각적 정

보의 부족으로 구매를 꺼리게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Fiore & Jin, 2003). 또한 소비자

들은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이 소비자의 신체

에 잘 맞는지 걱정하게 되는데(Eckman et al., 1990),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몇몇 웹사이트들이 이러한 기술

을 활용해서 감각적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Fiore & Jin, 2003). 패션 상품이 고객의 신체에 잘 어

울리는지에 대한 비주얼 정보를 얻기 위해 3D모델을

활용하여 고객의 신체정보를 입력한 뒤 평가할 수 있

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Stylios et al., 2001).

따라서 기존의 사이즈 차트보다 더 생생하고 시각적으

로 맞음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그 효과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으며(Shim, 2007), IT를 패션에 접목시켜 새

로운 쇼핑경험을 창출하고 있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고객들의 접근반응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Fiore & Jin, 2003), 태도 및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or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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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또한 3D 가상 경험은 소비자들의 사이트 방

문의도, 구매의도, 반복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01; Mathwick, 2002).

2. 기술 준비성(Technology Readiness)

기술의 발달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좌절감과 불안감도 증가시키면서 인터넷 쇼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Parasuraman, 2000). 소

비자들은 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지식, 기술에 대한

통제력,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Lee & Rha, 2007). Meuter at al.(2003)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 공

포증(technophobia)을 보이기도 하는데 기술에 대한 유

용성은 기술 준비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도식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객들의 기술 준비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Lin & Hsieh, 2006, 2007).

Parasuraman(2000)에 따르면 기술 준비성은 가정이

나 직장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며, 인터넷 기술에 대해 소비자의

기술 준비 정도에 따라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

안하면서 기술 준비성 지수인 TRI(Technology Readiness

Index)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 준비성은 낙관

성(optimism), 혁신성(innovativeness), 불편감(discom-

fort), 비보안성(insecur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

은 기술이 사람들에게 유연성,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여

기는 긍정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으며, 혁신성은 기술

개척자나 리더가 되려는 성향을 말하며, 불편감은 기술

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고 기술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

다는 것과 관련되며, 비보안성은 기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Lin et

al., 2007). 낙관성과 혁신성은 긍정적인 동인(drivers)으

로서 소비자들이 기술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

게 하고,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지만,

불편감이나 비보안성은 부정적인 동인으로 고객들의

기술사용을 꺼리게 한다(Lin & Hsieh, 2006). Parasu-

raman and Colby(2001)에 따르면 기술 준비성이 더 높

은 소비자가 낮은 소비자보다 온라인으로 두 배 더 많

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준비성이 셀프기

술에 대한 만족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났다(Lin & Hsieh, 2006, 2007). 또한 기

술 준비성 지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인터넷 쇼핑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지각 정도도 낮

았고 기술 준비성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인터넷 쇼핑

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Hong, 2003). 3차원 가

상 피팅 시스템은 온라인 리테일러나 상품에 대한 태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Fiore

& Jin, 2003; Li et al., 2001),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정

보를 제공하는 기술의 유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Lee et al., 2006).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기술수준

은 기술 수용모델의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

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온라인 리테

일러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

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t al., 2001).

3. 패션 혁신성(Fashion Innovativeness)

패션 혁신자의 행동이나 패션 확산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패션 혁신성을 연구하는데 이는 패션

혁신자들의 반응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성공이나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oldsmith et

al., 1999; Park et al., 2007). 특히 이들은 구전정보를 활

용하여 더 많은 후기 채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Flynn et al., 1996; Martinez & Polo,

1996). Beaudoin et al.(1998)에 따르면 패션 혁신자의

다수가 여성이었고, Beaudoin et al.(2003)도 혁신자와

초기 채택자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서 더 많

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혁신성은 혁신을 상대적으로 다른 구성원들보다 빨

리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 Rhee, 2001; Lee

et al., 2001). 패션 혁신성은 패션 상품에 대해 혁신자가

되려는 경향이며(Park, 2007), 패션 상품과 같이 유행성

이 강한 제품의 채택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태

도나 행동의 정도를 말한다(Kim & Rhee, 2001). Gold-

smith and Stith(1993)에 따르면 패션 혁신성이 높은 사

람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고 패션 상품에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Kang

and Jin(2007)도 패션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의류

의 기능과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시킨 스마트 의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패션 혁신적인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패션 제품이나 유

행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상품의

구매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Yang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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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수준 지각 

Dabholkar(as cited in Shin et al., 2008)에 따르면 고

객 참여는 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 고객이 관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Rodie and Kleine(as cited in Shin et al.,

2008)는 고객이 공동생산자로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의도한 서비스 결과를 얻

을 수 있음으로써 고객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기업

에게도 생산성 향상, 가치증대, 고객 로열티 및 고객유

지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고

객 참여는 상품 차별화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

이며(Song & Adams, 1993),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주

고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에게 기쁨을 제공한다(Mas-

carenhas et al., 2004). 이렇듯 고객 참여를 통해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전달, 마케팅 과정에 직접 관여

하여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를 창출해내는 활동을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 한

다(Bhappu & Schultze, 2006). 대량 맞춤화(mass cus-

tomization)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용한 공동생산으로

상품 개발, 구매, 소비과정에 고객들의 활발한 참여를

요구하며 이는 가치를 덧붙이게 한다(as cited in Benda-

pudi & Leone, 2003). Shin et al.(2008)에 따르면 고객

의 적극적인 참여는 고객의 능력과 역할 명확성을 향

상시키고 이는 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를 형성한다. 역할 명확성은 절차, 목

표, 기준, 결과에 대한 지식이 고객에게 명확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고객의 향후 협력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고객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Dong et al., 2008). Lee and Lee(2008)

는 고객이 기업의 디자인, 생산, 조립, 전달에 참여한다

고 인지하는 정도를 고객화의 인지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이를 참여수준 지각이라 하였다. 고객의 참여수

준을 고객 스스로가 인지한다면 자신들의 능력과 역할

의 명확성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의 만족이나 수용의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수용의도 및 성별효과

Davis(1989)에 따르면 기술에 대한 수용의도가 최종

적으로 실질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용의도

가 있어야 실제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용의

도는 기업의 참여요구에 기꺼이 응할 의도를 말한다

(Lee, 2007). 기업의 참여요구에 대한 소비자의 협력의

도는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 지적인 두뇌활동 정도, 감

정적인 노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Kellog et al.,

1997), 이는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쇼핑환

경에서 소비자는 인체 스캔에 참여하며 정보를 제공하

고 시간을 할애하며 프로그램을 설치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성별은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변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Chiu et al., 2005; Eastlick &

Feinberg, 1994; Gefen & Straub, 1997; Lee et al., 2002;

Lim, 2007; Nysveen et al., 2005; Venkatesh & Morris,

2000), 성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Lee et al.(2002)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기술 수용모델의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Lim(2007)은 무선

인터넷의 만족도 및 추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Chiu

et al.(2005)에 따르면 개인의 혁신성 및 지각된 유용성

이 태도 및 온라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

게 강하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을 밝혔다. Eastlick and Feinberg(1994)은 카탈

로그 쇼핑이용동기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

혔고, Nysveen et al.(2005)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사용

에 있어 여성은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중요시

하는 반면 남성은 유용성과 같은 외재적 동기를 중요

시 하고 있음을 밝혔다. Gefen and Straub(1997)도 IT

확산모델에 성별을 추가해서 TAM 모형을 확장시켰는

데 여성과 남성의 e-mail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지

만 사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Venkatesh and

Morris(2000)에 따르면 남성들은 정보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은 이용용이

성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대중화

를 위해 소비자 특성 변수인 기술 준비성과 패션 혁신

성, 참여수준 지각에 따른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이러한 관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기술 준비성과 패션 혁신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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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준 지각이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

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소비자의 기술 준비성과 패

션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이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 차이를 살펴본다.

2. 자극물 선정

본 연구를 위해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쇼핑환경을 자극물로 구성하였다. 3차원 가상 피팅 시

스템은 자신의 몸을 스캔하여 측정한 신체치수를 바탕

으로 3차원 아바타를 생성한다. 온라인상에서 아바타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의복의 착용감과 피팅을 확인

하여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직접 선택해서 주

문하면 집에서 제품을 배달받게 된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다음 글을 제시하였다.

(1) 소비자는 3D 인체 스캔을 한 뒤에 신체정보 데

이터를 스마트 카드에 입력, 입력된 데이터는 실

제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활용가능 

(2) 인터넷 쇼핑몰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타일, 디자인, 칼라, 무늬, 디테일(주머니, 소매),

로고 등을 선택

(3) 스마트 카드에 입력된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바

탕으로 3차원 아바타가 형성되어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 착용이나 가상 피팅, 가상 코디를

해보고 주문을 결정

(4) 완성품이 집으로 배달 

위의 내용과 함께 그림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Fig.

1>−<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자극

물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먼저 의류학 전공자

10명을 대상으로 자극물과 설문문항을 검토하게 한 뒤

자극물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

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자극물과 설문지 내용에 대한 조정을 거쳐 최종설문을

Fig. 2. Three-dimensional virtual fitting system in the Internet.

From Three-dimensional virtual fitting system in the Internet. (2010). http://www.ifashionmall.co.kr

Fig. 1. Shopping interface using a 3D virtual fitting system.

From Shopping interface using 3D virtual fitting system. (2010). http://www.ifash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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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완성된 설문지에 대해 응답자

들은 자극물의 내용을 읽고 그림을 본 뒤에 설문에 응

답하였다. 설문문항 페이지마다 자극물 사진을 지속적

으로 제시하여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글과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5.25(SD=1.31)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이해도를 보여줬다. 또한 3차원 가

상 피팅 시스템의 이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질문에

서는 정장세트(32.0%), 팬츠(16.0%), 데님(8.0%)의 순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인

터넷 쇼핑몰에서 최근 3개월 이내 패션 상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남녀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 패널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0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기술

준비성 16문항(Parasuraman, 2000), 패션 혁신성 6문항

(Lee & Rha, 2007), 수용의도 4문항(Lee, 2007), 참여수

준 지각 4문항(Lee, 2007)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여 7첨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남성(50%), 여성(50%)였으며, 연령

은 20대(50%), 30대(50%)였다. 학력은 대졸(52.7%),

대학 재학(2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사무직

(31.0%), 학생(26.0%), 주부(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수입은 300~400만원(24.0%), 200~300만원

(20.7%), 400~500만원(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의복지출 비용은 10~20만원(33.7%), 20~30만원

(23.0%), 30~40만원(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응답을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

몰에서 최근 3개월 이내 구매한 품목은 티셔츠(31.0%),

블라우스/셔츠(10.7%), 팬츠(8.3%), 정장세트(8.3%), 니

트(가디건/스웨터)(7.7%), 속옷(7.7%)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티

셔츠(51.0%), 블라우스/셔츠(13.7%), 원피스(6.0%), 팬

츠(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에

서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소

재(43.0%), 사이즈(27.7%), 색상(7.3%), 디자인(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주당 방문회수는 21회

이상(23.7%), 6~10회(23.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분

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기술 준비성, 패션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 수

용의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먼저 소비자 기술 준비성의 측정변수 16문항을 Vari-

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고유값 1 이

상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문항이 0.5 이하로 나타나 그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한

번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

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ong, 2003,

2004; Lin & Hsieh, 2006, 2007; Lin et al., 2007; Para-

suraman, 2000; Tsikriktsis, 2004). 요인 1은 최신기술을

먼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항으로 기술

혁신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최신기술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선호한다는 문항으로 낙

관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온라인상에서의 금전

적 활동을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정보누출을 두려

워하는 문항으로 비보안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기술을 친구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기술 지원을

받을 때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의 문항으로 불편

감으로 명명하였다. 총 설명변량은 67.45%를 나타냈

으며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

파(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

도 계수는 0.871~0.547로 나타났다(Table 1).

두 번째로 독립변인인 패션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

을 각각 요인분석한 결과 각각 한 개의 차원으로 수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뢰도 계수는 각각 0.897과

0.856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여주었

다(Table 2).

종속변인인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 수용의도 4문

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한 개의 차원으로 수렴하였으

며 신뢰도 분석결과 0.910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일관

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

어 있다.

2. 기술 준비성, 패션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상관계수가

0.170~0.547로 나타나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인 0.7 이하(Kim, 2004)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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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술 준비성의 4개의 요인, 패션 혁신성 요인,

참여수준 지각요인의 평균점수를 독립변수로 수용의

도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VIF값을 산출한

결과 1.229~1.79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

을 나타냈다(Table 4). 

결과를 살펴보면 비보안성과 불편감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T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나 기술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수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누출에 대한 두려움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정보를 제

공해야 하는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확산에 긍정적

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패션 혁신성,

기술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 낙관성은 수용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패션 혁신성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3D 쇼핑환경에서 패션 혁신성이 높을수록 이용의도

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ee & Rha, 2007)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신기술을 수용하고 최신기술을

반영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술 혁신성이

높을수록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에 대한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2004)의 기술에 대한

혁신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쇼핑에 대한 구매의도 및 태

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으

나 3D 쇼핑몰에서 기술 혁신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Lee and Rha(2007)의 연구결

과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Lee and Rha(2007)의 3D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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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echnology readines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Accumulated)

Cronbach's α

Factor 1

Technology

innovativeness

Among my friends, I am generally the first to adopt

new technology when it appears.
.790

4.822
32.15

(32.15)
.871

I enjoy the challenge of figuring out high-tech gadgets. .785

I can usually figure out new high-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the help of others.
.758

Other people ask me for advice on new technology. .721

I prefer to use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available. .701

I like computer programs that allow me to tailor things

to fit my own needs.
.665

Factor 2

Optimism

I can use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the newest tech-

nologies.
.842

2.553
17.02

(49.17)
.790

I like the idea of doing business via computers because

you are not limited to regular business hours.
.814

I believe that technology gives people more control over

their daily lives.
.722

Factor 3

Insecurity

I do not consider it safe to perform any financial trans-

action online.
.817

1.475
9.83

(59.00)
.751

I am worried that information I send over the Internet

will be seen by other people.
.805

I do not consider it safe to send credit card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782

Technical support lines are not helpful because they are

not explained in terms I understand.
.520

Factor 4

Discomfort

My friends are likely to learn first about the latest tech-

nology.
.803

1.268
8.45

(67.45)
.547When I get technical support from a high-tech product

or service provider, I sometimes feel as if I were being

taken advantage of.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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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환경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신체사이즈에 대한 정보

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의류 제품의 생산에 참여

를 하게 되므로 기술 혁신성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3D 쇼핑몰을 둘러볼 수 있는 수준

이 아니라 직접 가상 착용, 가상 피팅, 가상 코디를 해보

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기술 혁신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여수준의 지각이 높을수록 수

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ee(2007)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의 활동에 고객을 참여

시키려하는 것이 고객의 협력의도를 증진시킨다는 결

과에 상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며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일하는 것을 즐기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에 대한 수용의도가 높았다.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참여수준 지각이 0.4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낙관성, 기술 혁신

성, 패션 혁신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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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fashion innovativeness and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Variable Item 

Cronbach's α

(% of Variance

explained)

Fashion

innovativeness

Usually, I tend to quickly purchase the latest fashion items among friends.

.897

(66.63)

When I come to know the fact that the latest fashion style is brought in stores, I would

like to purchase it.

I have the most up-to-date fashion items of my friends.

I can purchase the latest fashion items even if I have not heard about them.

Usually, I tend to quickly know the names of the latest fashion or style among friends.

I tend to quickly know the names of new fashion designers.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I need to participate in the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 to help make fashion products I

want to have in the shopping interface using a 3D virtual fitting system.

.856

(70.22)

I need to enter information about fashion items I want to purchase in the shopping

interface using a 3D virtual fitting system.

I need to participate in the service process and the shopping interface using a 3D virtual

fitting system if I want to receive a service.

I need to enter information about that service in the shopping interface using a 3D virtual

fitting system if I want to receive a service.

Table 4. The effect of technology readiness, fashion

innovativeness, and participation level per-

ception on acceptance intention

Acceptance intention of

a 3D virtual fitting system

β t-value

Technology 

innovativeness
.209 4.389***

Optimism .277 5.811***

Insecurity −.021 −.021

Discomfort .010 .215

Fashion 

innovativeness
.174 3.646***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428 8.977***

F-value 24.526***

Adjusted R
2

.321

***p<.001

Table 3. Acceptance intention of a 3D virtual fitting system

Item
Cronbach's α

(% of Variance explained)

I am willing to participate in a body scan to use a 3D virtual fitting system.

.910

(78.95)

I am willing to offer information to use in a 3D virtual fitting system.

I am willing to spare the time to use a 3D virtual fitting system.

I am willing to install a digital shopping program for fash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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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패션 혁신성보다는 기술 혁신성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

타났는데 이는 Kang and Jin(2007)과 Park and Park

(2007)의 연구에서 기술적 측면의 혁신성보다 유행 혁

신성의 영향이 더 크다고 기술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

음을 보여주고 있다.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비록 의

류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을 이용

하기 위한 참여와 노력을 해야 하므로 패션에 대한 혁

신적인 요소보다는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요소가 더 크

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Kang and Jin(2007)의 연구

는 의류에 대한 기능과 컴퓨터에 대한 기능을 통합시킨

의류에 대한 수용의도이고 Park and Park(2007)은 일반

적인 인터넷 쇼핑에 관한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의류 제품이라는 요소보다는 시스템 이용과정의 어려

움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

류 제품에 대한 패션 혁신성보다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혁신성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보면 기술에 대해 낙관하고 기

술 혁신적이며, 패션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소비자의

수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자들을 의견 선도자로 활용하는 것이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

구의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효과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

는 영향관계의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소

비자 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소비

자는 패션 혁신성, 기술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 낙관성

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자 소비자는 패션 혁신성

대신 비보안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녀 모두 참여수준 지각이 수용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으로 낙관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남자

소비자는 그 다음으로 패션 혁신성, 기술 혁신성의 순

으로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여자 소비자는 기술 혁신성, 비보안성 순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iu et al.(2005)의 연구결과인 남자 소비자는 보안에

대한 인식이 태도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여자 소비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

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온라인에서의 단

순한 구매와 달리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인체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 소비자들에게는

신체정보누출과 관련하여 보안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자 소비자는 기

술 혁신성보다는 패션 혁신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스스로 의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및 스타일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패션에 대해 민감하

며, 혁신적인 소비자의 수용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여자 소비자는 패션 혁신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차원 가

상 피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스스로 색상, 스타일, 디테일, 로고 등을 선택한 뒤 가상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differentiation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Acceptance intention of a 3D virtual fitting system

Male consumers (N=150) Female consumers (N=150)

β t-value β t-value

Technology innovativeness .178 2.445* .225 3.716***

Optimism .251    3.963*** .331 4.536***

Insecurity .075 1.527 −.146 −2.145*

Discomfort −.102 −1.526 .103 1.517

Fashion innovativeness .241  3.428** .112 1.634

Participation level perception .427    6.479*** .434 6.252***

F-value 20.119*** 17.762***

Adjusted R
2

.339 .3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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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을 해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자 소비자들

은 3차원 모델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옷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판단능력이

높기 때문에 패션 혁신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Beaudoin et al.(1998)의 연구에서 패션

혁신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의미를 찾

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20대, 30대 여

성으로 주로 패션에 대해 관심이 높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 혁신성이 수용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남자 소비자와 여자

소비자에게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에 관해 다른 마케

팅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남자 소비자

에게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패

션 혁신성이 높은 집단이 더 효과적이며, 여성 소비자

에게는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보안에 대해 걱정이

적으며 기술 혁신적인 소비자에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쇼

핑환경에 대해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른 수용의도를 조

사하여 이러한 기술 도입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술이 응용된 패션 제품의 쇼핑

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패션에 대한 기술 준비성과 패

션 혁신성이 새로운 환경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소비자 특성 변수인 기술 준비성, 패션 혁신성,

참여수준 지각이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수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술 준비성 요인 가운

데 기술 혁신성과 낙관성이, 그리고 패션 혁신성과 참

여수준 지각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영향력은 참여수준 지각, 낙관성, 기술 혁

신성, 패션 혁신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원 가상 피

팅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입력의 수준, 서

비스 과정에 참여, 디자인과 생산과정에 대한 참여수

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수용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참여수준을 높게 지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

한데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나 쉬운 작동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체 스캔부터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스타일

을 고르며 가상 피팅 등을 해보는 모든 상황에서 이용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기술에 대해 낙관적

인 소비자들, 즉 최신의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일수록 수용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에게는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이용 이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

수용의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최신기술을 먼저 선택하며 최신기술을 반영한 상품

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기술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게는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이 최신기술

을 활용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혁신적인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

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즉, 이러한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유형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새롭고 혁신

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

히 IT 기술을 도입할 경우 비용의 문제와 소비자의 수

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새로운 패션에 대한 흥미

가 높은 소비자들, 즉 패션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의견 선도자로 활용하여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대

중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의 패션 혁신

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

자 소비자는 참여수준 지각, 낙관성, 패션 혁신성, 기술

혁신성의 순으로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자 소비자들의 결과를 살펴

보면 참여수준 지각, 낙관성, 기술 혁신성, 비보안성의

순으로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성별을 고려한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즉, 남자 소비자에게는 패션 혁신성과

기술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 공략하는 것이 더욱 효

과적임을 알 수 있는데 기술과 패션의 접목을 통해 최

신유행의 상품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행을 반영한

칼라, 디테일, 실루엣 등의 다양한 조합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노력해야 한다. 반면에 여자 소

비자에게는 패션 혁신성보다는 기술 혁신성이 높은 소

비자에게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자 소비자에게는 3차원 가상 피팅 시

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안이 철저함을 알리는 마

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신체정보의 누출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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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

은 기술 준비성의 4가지 요인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군

집화 한 후에 집단 별 차이를 보거나 혹은 기술 준비성

의 4가지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높고 낮음에 따라 관계

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는 기술 준비성의 4가지 요인 각각이 IT를 활용한 3차

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연구를 진

행하였으므로 요인별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구체

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 혁신성과 낙관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알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대중화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기술 도입 초기의 성공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혜택에 대한 신념, 이용하고자 하는 의

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Lin & Hsieh, 2006),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3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을 이

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만족도나 구

매의도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도

록 해야 한다. 또한 패션 상품의 구매 결정요인에 가격

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격의 효과를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향

후 연구에서는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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