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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analyzes how consumers view the market leading Virtual Wedding Applicatio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edding industry in the future. The research con-
sists of the following steps: questionnaires with detailed items were used to develop the applica-
tion, the wedding application was developed,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get consumer 
respon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paid application service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is 
appropriate for busy consumers. 2) Regular updates regarding wedding trend are needed. 3) 
Augmented reality or development of HMD based virtual experience programs should be consid-
ered as virtual experience technology on smart devices evolve. 4) Wedding consumers want all 
kinds of instant information to be presented in harmony, so the application should allow consum-
ers to obtain and to purchas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5) The application can help consum-
ers to share the process of total wedding coordination with others around them. 6) Since people’s 
awareness on virtual experience is relatively low, marketing strategies such as identifying the wed-
ding application from other applications should be used as well as promoting useful functions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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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IT의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 혁신에 따른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의 시대로 유

무선 개념이 사라지고 하나의 단말기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

다. 이와 함께 모바일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

다. 최근 모바일 기술이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위성

망·무선랜·인터넷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4세대로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이 정보를 생

산․소비․공유 상호작용하는 사용자 중심구조로 변

화하고 있다. 한편, 웨딩산업은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되었지만, 결혼

관련 다양한 요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쁜 현대인

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웨

딩드레스, 웨딩메이크업, 웨딩헤어의 선택은 평소에

연출해 보지 않던 코디네이션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

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하게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웨딩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웨딩드레스, 웨딩메이크업, 웨딩헤어를 가상공간 속

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체험(virtual experi-

ence)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요소로 웨딩 기업의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향후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높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는 웨딩드레스에 나타난 이미

지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전원희, 유영선1), 최수경,

구미란2), 변미연, 백민숙3), 전미진 외4), 하승연5), 이

상례6)의 연구와 웨딩 산업 관련 종사자의 근무 실

태, 만족도 및 고객의 만족에 관한 변상우, 이향숙7),

장희숙, 홍정화8) 등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웨딩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연구로는 오지혜, 이인성9)의

연구만 있을 뿐이다. 오지혜, 이인성의 연구는 웨딩

드레스의 버추얼 피팅을 접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나 예

비 신부들이 실제 웨딩드레스 선택 시에는 웨딩드레

스, 헤어, 메이크업을 모두 같이 본다는 점에서 헤어

와 메이크업이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딩 애플리케이션 ‘My We-

dding Secret’의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시장선도 제품인 가상체험 웨딩 애플리케이션에 대

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석하여 향후 웨딩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1단계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세부 항목 설문

조사, 2단계 웨딩 애플리케이션 개발, 3단계 웨딩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 설문 조사로 진행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App) 또는 ‘어플’

로도 불림)이란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말로,

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10)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

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의 이유로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설치․이용

하고 싶어서” 라는 응답이 66.3%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스마트 폰 사용이유로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은 단순히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 이외

에도 다른 분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11) 실제로 스마트 폰의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종

류의 친목도모, 음악,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향

유, 쇼핑, 독서, 길 찾기, 기상이변, 자연재해 정보제

공 등 계층, 세대, 직업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유․무

료로 제공되고 있다.12) 한국 무선 인터넷산업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국내 앱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

로 총2조 5천억원 규모로 iOS 30.5%, 안드로이드

52.1%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13) 이처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률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애플

리케이션은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분야에서의 변화를 주도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은 직관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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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법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유

비쿼터스 니즈(Ubiquitous Needs)’ 확대와 함께 지금

까지 일반 휴대폰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독특한

기능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14)

2. 가상현실(Virtual Reality, 假想現實)
사전적 의미에서의 가상(Virtual)이란 실제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닌 상상하여 만들어진 상황이나 물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며, 대부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 하드웨어의 일부를 생략하

고 실제 물리적인 상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구성

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15) 다

시 말해 가상현실이란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증강

공간으로서 다양한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

명공학기술(BT)을 활용하여 우리가 보고 있고 처해

있는 물리공간을 디지털화, 전자화 하는 것이다.16)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상 체험이란 사용자가 매

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연출해 보고 싶은 이

미지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사진에 중첩

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가상체험이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

3. 웨딩산업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웨딩시장 규모는 연간

약 3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17) 수요와 공급의 불

균형으로 인해 웨딩 관련 업체의 과다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18) 결혼문화의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변화

로 웨딩 시장에서는 웨딩 컨설팅(Wedding Consul-

ting) 업체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업체의 등장으로

소비자는 각자의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웨딩문화는 전반적으로 간소화되는

경향과 함께 전문적인 대행업체가 주를 이루며, 고객

만족을 위한 컨버전스(Convergence)현상19)으로 ‘토

탈 웨딩컨설팅(Total Wedding Consulting)’과 ‘토탈

웨딩패키지(Total wedding package)’ 형태로 변화되

고 있다.20)

웨딩 시장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온라인을 이

용하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쉽게 결혼과 관련된 많

은 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고

객의 결혼준비 스케줄까지 관리하는 결혼 체크리스

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화된 형태로 발전

하고 있다.21) 이들 업체들은 개개인에게 맞는 일대일

스케줄 관리까지 담당해 주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형태로 온라인상의 영업망을 구축해 전략적 영업마

케팅을 펼치며 빠른 속도로 웨딩시장을 장악해 나가

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22)

Ⅲ. 웨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소비자 반응 조사

1. 연구 모형 개발을 위한 항목 추출
웨딩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현황을 토대로 연구모

형을 실제 제작하기에 앞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모

형 구성의 유형별 고려 항목 추출하기 위해 선행연

구를 통한 1차 세부 항목 추출 및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김명기23), 전원희24), 최현미25), 최선진26), 오

지혜27), 김혜전28)의 웨딩드레스 관련 선행 연구, 김

명기29), 전원희30)의 헤어 관련 선행 연구, 전원희31)

의 메이크업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각 연구

에서 제시되는 고려항목과 각 고려항목 별 세부 항

목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10

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40세 이하 미

혼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여 232부가 회수되

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31부를 제외한 총 20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과 선호도를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출한 세부 항목들을 애플리케

이션의 각 유형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각 유

형별 선호도 조사는 선호하거나 고려하는 항목을 3

가지 복수 응답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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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26-30세 43.8%

(88명), 21-25세 31.3%(63명), 31-35세 17.4%(35명),

35-40세 7.5%(15명) 순이었으며, 학력은 전문대졸과

대졸이 82.1%(165명), 고졸이하가 5.0%(10명)로 나

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 60명(29.9%),

관리직 42명(20.9%), 전문직 30명(14.9%), 판매직 28

명(13.9%), 서비스직 25명(12.4%), 단순 노무직 7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및 무직, 기타가

4.5%를 차지했다.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200-300

만원 미만 66명(32.8%), 300-400만원 미만이 55명

(27.3%), 100-200만원 미만 38명(18.9%), 400만원

이상이 18명(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2>와 같이 웨딩드레스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웨딩드레스 선택 시 고려 항목으로 총 15개 항

목이 제시되었으며 소비자 설문 결과 이미지 122명

(20.2%), 체형 커버 96명(15.9%), 실루엣 78명(12.9%),

네크라인 52명(8.6%), 가격 48명(8%), 신상품 45명

(7.5%), 소재 32명(5.3%), 웨이스트라인 32명(5.3%)

소매모양 25명(4.1%), 색상 22명(3.6%)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웨딩드레스 선택 고려 항목

으로는 웨딩드레스 샵의 이름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실무 경험을 통해 예비 신부들의 드레스 선택기준이

특정 브랜드 드레스 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

았기 때문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세부항

목을 중복체크 할 때, 웨딩드레스 샵을 선택하면 샵

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어에서도 몇몇 드레

스 샵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딩드레스 고려항목 별 세부 항목은 <표 3>과 같

항목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연령
21-25세 63(31.3) 31-35세 35(17.4)

26-30세 88(43.8) 35-40세 15(7.5)

학력
고졸이하 10(5.0) 대졸 137(68.1)

전문대학 졸 28(14.0) 대학원 재학 이상 26(12.9)

직업

사무직 60(29.9) 단순 노무직 7(3.5)

관리직 42(20.9) 학생 5(2.5)

전문직 30(14.9) 무직 3(1.5)

판매직 28(13.9) 기타 1(0.5)

서비스직 25(12.4) - -

월 평균

소득

소득없음 9(4.5) 200-300만원 미만 66(32.8)

100만원 미만 15(7.5) 300-400만원 미만 55(27.3)

100-200만원 미만 38(18.9) 400만원 이상 18(9.0)

합계 201(100.0)

<표 1>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N=201)

고려항목 빈도(%) 고려항목 빈도(%) 고려항목 빈도(%)

이미지 122(20.2) 신상품 45(7.5) 브랜드 20(3.3)

체형 커버 96(15.9) 소재 32(5.3) 트레인 12(2.0)

실루엣 78(12.9) 웨이스트라인 32(5.3) 장신구 8(1.3)

네크라인 52(8.6) 소매모양 25(4.1) 트리밍 6(1.0)

가격 48(8.0) 컬러 22(3.6) 패브릭 5(1.0)

합계 603(100.0)

<표 2> 웨딩드레스 선택 시 고려항목

(N=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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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지는 우아한 128명(21.2%), 화려한 35명

(5.8%), 여성적인 64명(10.6%), 단순한 83명(13.8%),

귀여운 88명(14.6%), 세련된 82명(13.6%), 섹시한 38

명(6.3%)으로 추출되었다. 체형 커버는 굵은 허리

고려항목 세부 항목 빈도(%) 세부 항목 빈도(%) 세부 항목 빈도(%)

이미지

로맨틱한 30(5.0) 귀여운 88(14.6) 화려한 35(5.8)

우아한 128(21.2) 섹시한 38(6.3) 클래식한 18(3.0)

세련된 82(13.6) 독특한 12(2.0) 신비스러운 19(3.2)

단순한 83(13.8) 여성적인 64(10.6) 한복느낌 6(1.0)

합계 603(100.0)

체형

굵은 허리 159(26.3) 넓은 어깨 33(5.5) 좁은 어깨 22(3.6)

짧은 목 81(13.4) 가는 팔 57(9.5) 큰 가슴 28(4.6)

큰 엉덩이 65(11.0) 작은 가슴 5(1.0) 긴 허리 8(1.3)

굵은 팔 128(21.2) 가는 목 12(2.0) 짧은 다리 5(1.0)

합계 603(100.0)

실루엣

X라인 66(11.0) 엠파이어 56(9.3) 비대칭 18(3.0)

H라인 26(4.3) 벨라인 66(10.9) V자형 25(4.1)

A라인 132(21.9) 시스 33(5.5) U자형 25(4.1)

머메이드 43(7.1) 미니 38(6.3) 볼가운 75(12.4)

합계 603(100.0)

네크

라인

베어드 260(43.1) 라운드 28(4.6) 오프숄더 28(4.6)

V형 47(7.8) 하이 32(5.3) U형 32(5.3)

스윗 하트 32(5.3) 홀터 32(5.3) 스퀘어 28(4.6)

보트 28(4.6) 캐미솔 28(4.6) 비대칭 28(4.6)

합계 603(100.0)

가격

5만원 미만 5(1.0) 30~40만원 96(15.9) 70~80만원 56(9.3)

5~10만원 12(2.0) 40~50만원 128(21.2) 90~100만원 23(3.8)

10~20만원 32(5.3) 50~60만원 92(15.3) 100만원 이상 5(1.0)

20~30만원 83((13.8) 60~70만원 71(11.8)

합계 603(100.0)

소재

실크 247(41.0) 시폰 40(6.6) 산퉁실크 0(0)

공단 143(24.0) 레이스 32(5.3) 오간자 32(5.3)

타프타 39(6.5) 자카드 32(5.3) 새틴 3(0.5)

망사 27(4.5) 벨벳 3(0.5) 노방 5(1.0)

합계 603(100.0)

웨이스트라인

엠파이어 178(29.5) 드롭트 53(8.8)

내추럴 302(50.0)

바스크 47(7.8)

언밸런스 23((3.8)

합계 603(100.0)

소매

슬리브리스 256(42.5) 타이트 68(11.2) 캡 38(6.3)

퍼프 133(22.0) 레그오브머튼 35(5.8) 라글란 5(1.0)

프릴 20(3.3) 칠부 10(1.7) 비숍 0(0.0)

벨 16(2.7) 케이프 22(3.6) 기모노 0(0.0)

합계 603(100.0)

색상

흰색 119(19.7) 아이보리 158(26.2) 노란색 32(5.3)

핑크색 102(17.0) 초록색 23(3.8) 보라색 40(6.6)

붉은색 55(9.1) 검은색 24(4.0)

합계 603(100.0)

<표 3> 웨딩드레스 선택 시 고려항목 별 세부 항목 분석

(N=603)



服飾 第65卷 1號

- 66 -

159명(26.3%), 굵은 팔 128명(21.2%), 짧은 목 81명

(13.4%) 순으로 추출되었다. 실루엣은 A 실루엣 132

명(21.9%), 볼가운 75명(12.4%), X 실루엣 66명

(11.0%), 벨라인 66명(10.9%) 순으로 추출되었다.

네크라인은 베어드 탑 260명(43.1%), V형 47명(7.8%),

스위트하트 32명(5.3%), 하이 32명(5.3%), 홀터 32

(5.3%), U자형 32명(5.3%) 순으로 추출되었다.

가격은 5만원 미만 5명(1.0%), 5~10만원 12명

(2.0%), 10~20만원 32명(5.3%), 20~30만원 83명

(13.8%), 30~40만원 96명(15.9%), 40~50만원 128명

(21.2%), 50~60만원 92명(15.3%), 60~70만원 71명

(11.8%), 70~80만원 56명(9.3%), 90~100만원 23명

(3.8%), 100만원 이상 5명(1.0%)으로 나타났고 소재

는 실크 247명(41.0%), 공단 143명(24.0%), 타프타

39명(6.5%), 망사 27명(4.5%), 시폰 40명(6.6%), 레

이스 32명(5.3%), 자카드 32명(5.3%), 벨벳 3명

(0.5%), 산퉁실크 0명(0%), 오간자 32명(5.3%), 새

틴 3명 (0.5%), 노방 5명(1.0%) 순으로 나타났고 웨

이스트라인은 엠파이어 178명(29.5%), 내추럴 302명

(50.0%), 바스크 47명(7.8%), 언밸런스 23명(3.8%),

드롭트 53명(8.8%) 나타났다.

소매는 슬리브리스 256명(42.5%), 퍼프 133명

(22.0%), 타이트 68명(11.2%) 순으로 추출되었으며,

소재는 실크 247명(41.0%), 공단 143명(24.0%), 시

폰 40명(6.6%) 순으로 추출되었다. 색상은 흰색 119

명(19.7%), 아이보리 158명(26.2%), 핑크색 102명

(17.0%) 순으로 추출되었다.

<표 4>와 같이 전반적인 웨딩메이크업 이미지 선

택 시 고려 항목으로는 스타일 135명(22.4%), 유행

69명(11.4%), 드레스와의 조화 66명(11.0%), 장소와

의 조화 57명(9.5%), 웨딩 헤어와의 조화 55명(9.1%),

피부표현 53명(8.8%), 립스틱 색상 48명(8.0%), 아

이새도우 색상 43명(7.1%), 잡티커버 컨실러 33명

(5.5%), 블러쉬 색상 25명(4.1%), 눈썹 모양 19명

(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와 같이 세부적인 웨딩메이크업 이미

지 선택 시 고려항목 별 세부 항목으로 스타일에서

는 로맨틱 173명(27.0%), 내추럴 128명(21.0%), 클

래식 78명(13.0%) 순으로 추출되었다. 선호부위 고

려항목은 피부표현은 173명(8.7%), 립스틱은 98명

(16.2%), 아이새도우는 2명(15.2%), 컨실러는 78명

(13.0%), 눈썹은 53명(8.8%), 블러쉬는 53명(8.8%),

속눈썹은 27명(4.5%), 아이라이너는 24명(4.0%)순으

로 추출되었다. 선호 아이새도우 계열은 핑크 177명

(29.3%), 브라운 128명(21.2%), 오렌지 96명(16.0%)

순으로 추출되었다. 선호 립스틱 계열은 핑크 158명

(26.2%), 오렌지 128명(21.2%), 퍼플 85명(14.0%)

순으로 추출되어, 예비신부들은 심플한 이미지의 깨

끗한 피부표현의 로맨틱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과 같이 전반적인 웨딩헤어 이미지 선택 시

고려 항목으로는 스타일 166명(27.5%), 머리길이 106

명(17.6%), 가르마 88명(14.6%), 유행 68명(11.3%),

얼굴형 58명(9.6%), 색상 58명(9.6%), 드레스 이미

지 28명(4.6%), 부분 가발 16명(2.7%), 앞머리 유무

15명(2.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려 항목 빈도(%) 고려 항목 빈도(%)

스타일 135(22.4) 립스틱 색상 48(8.0)

유행 69(11.4) 아이새도우 색상 43(7.1)

드레스와의 조화 66(11.0) 잡티커버 컨실러 33(5.5)

장소와의 조화 57(9.5) 블러쉬 색상 25(4.1)

웨딩 헤어와의 조화 55(9.1) 눈썹 모양 19(3.2)

피부표현 53(8.8)

합계 603(100.0)

<표 4> 웨딩메이크업 이미지 선택 시 고려 항목

(N=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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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항목 세부 항목 빈도(%) 세부 항목 빈도(%) 세부 항목 빈도(%)

스타일

로맨틱 173(27.0) 엘레강스 65(11.0) 섹시한 33(5.5)

내추럴 128(21.0) 모던 50(8.3) 화려한 22(3.6)

클래식 78(13.0) 귀여운 38(6.3) 독특한 16(2.7)

합계 603(100.0)

선호 부위

피부표현 173(28.7) 컨실러 78(13.0) 속눈썹 27(4.5)

립스틱 98(16.2) 눈썹 53(8.8) 아이라이너 24(4.0)

아이섀도우 92(15.2) 블러쉬 53(8.8) 기타 5(1.0)

합계 603(100.0)

선호

아이새도우

계열

브라운 128(21.2) 그린 12(2.0) 오렌지 96(16.0)

핑크 177(29.3) 베이지 48(8.0) 블루 8(1.3)

골드 63(10.4) 퍼플 66(11.0) 화이트 5(1.0)

합계 603(100.0)

선호 립스틱

계열

브라운 44(7.3) 베이지 45(7.5) 오렌지 128(21.2)

핑크 158(26.2) 퍼플 85(14.0) 레드 58(9.6)

골드 52(8.6) 실버 0(0.0) 투명 33(5.5)

합계 603(100.0)

<표 6> 웨딩헤어 이미지 선택 시 고려 항목

(N=603)

고려 항목 빈도(%) 고려 항목 빈도(%) 고려 항목 빈도(%)

스타일 166(27.5) 유행 68(11.3) 드레스 이미지 28(4.6)

머리길이 106(17.6) 얼굴형 58(9.6) 부분 가발 16(2.7)

가르마 88(14.6) 색상 58(9.6) 앞머리 유무 15(2.5)

합계 603(100.0)

<표 7> 웨딩헤어 이미지 선택 시 고려 항목 별 세부 항목 분석

(N=603)

고려항목 세부 항목 빈도(%) 세부 항목 빈도(%) 세부 항목 빈도(%)

스타일

로맨틱 173(28.7) 모던 77(12.8) 섹시한 33(5.5)

내추럴 114(18.9) 엘레강스 58(9.6) 화려한 25(4.1)

클래식 87(14.4) 귀여운 36(6.0) 기타 0(0.0)

합계 603(100.0)

머리

길이

업스타일 185(30.7) 미듐스타일 95(15.8) 단발 스타일 58(9.6)

롱스타일 152(25.2) 숏스타일 83(13.8) 기타 30(5.0)

합계 603(100.0)

가르마

올백 177(29.4) 앞머리 22(3.6) 지그재그 15(2.5)

왼쪽 사선 71(11.8) 오른쪽사선 55(9.1) 오른쪽가르마 71(11.8)

센터 68(11.3) 왼쪽 가르마 124(20.6) 기타 0(0.0)

합계 603(100.0)

색상

중간 갈색 185(30.7) 밝은 갈색 82(13.6) 부분 탈색 3(0.0)

어두운갈색 159(26.3) 전체 탈색 0(0.0) 골드 15(2.5)

검정 102(17.0) 오렌지 52(8.6) 기타 5(1.0)

합계 603(100.0)

얼굴형

계란형 32(16.0) 둥근형 57(28.3) 역삼각형 17(8.4)

정사각형 15(7.5) 마름모형 12(6.0) 긴형 32(16.0)

역삼각형 12(6.0) 직사각형 24(12.0) 기타 0(0.0)

합계 201(100.0)

<표 5> 웨딩메이크업 이미지 선택 시 고려 항목 별 세부 항목 분석

(N=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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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7>과 같이 웨딩헤어 이미지 선택 시 고

려항목 별 세부 항목으로 스타일은 로맨틱 173명

(28.7%), 내추럴 114명(18.9%), 클래식 87명(14.4%)

순으로 추출되었다. 머리길이는 업스타일 185명

(30.7%), 롱스타일 152명(25.2%), 미듐 스타일 95명

(15.8%) 순으로 추출되었다. 가르마는 올백 177명

(29.4%), 왼쪽 가르마 124명(20.6%), 오른쪽 가르마

71명(11.8%), 왼쪽 사선 71명(11.8%) 순으로 추출되

었다. 색상은 중간 갈색 185명(30.7%), 어두운 갈색

159명(26.3%), 검정 102명(17.0%) 순으로 추출되었

으며, 얼굴형은 둥근형 57명(28.3%), 계란형 32명

(16.0%), 긴형 32명(16.0%) 순으로 추출되어 예비신

부들은 자신의 얼굴형에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신부

의 이미지 또는 단아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유형별 선호

도 1% 이상의 항목들의 세부 항목들을 선호도가 높

은 순으로 애플리케이션 선택 버튼의 상단에 배치하

였다.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웨딩드레스, 웨딩메이크업,

웨딩헤어의 각 유형 분류와 유형별 세부 항목을 정

리하면 <표 8>과 같다.

2. 웨딩 애플리케이션 ‘My Wedding Secret’ 
개발

‘My Wedding Secret’은 스스로 합리적인 결혼을

준비하는 셀프웨딩의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내 스스

로 주체가 되어 나의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의미의

‘My Wedding’과 바쁜 현대인들이 장소 방문이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자기에게 맞는 웨딩코디네이

션을 찾아내는 비밀스러운 방법이라는 ‘Secret’ 단어

를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My Wedding Secret’이라 명명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은 웨딩 관련 애플리케이

션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맨틱 이미

유형 세부 항목

웨

딩

드

레

스

이미지 우아한, 화려한, 여성적인, 단순한, 귀여운, 세련된, 섹시한

실루엣 X 실루엣, H 실루엣, A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엠파이어 실루엣, 벨라인, 시스라인, 미니라인

네크라인 베어드 탑, 캐미솔, 하이넥, 홀터넥, 스위트하트, 보트, 라운드, 스퀘어, v형, U자형, 오프숄더, 비대칭

소매 슬리브리스, 타이트, 캡, 퍼프, 레그 오브 머튼

소재 실크, 타프타, 시폰, 레이스, 망사, 오간자, 자카드, 공단

색상 흰색, 아이보리,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 보라색, 붉은색, 검은색

체형 짧은 목, 넓은 어깨, 좁은 어깨, 굵은 팔, 가는 팔, 큰 가슴, 큰 엉덩이, 굵은 허리

드레스 샵 웨딩컨설팅회사의 협력사인 유명 웨딩드레스 샵

웨딩

메이

크업

스타일 엘레강스, 모던, 로맨틱, 내추럴, 클래식

얼굴
분류 - 파운데이션, 컨실러, 블러쉬

색상 - 핑크/베리 계열, 모브/튤립, 누드/브라운 계열, 코랄/레드 계열, 모든 색상

눈
분류 – 눈썹, 아이라이너, 아이새도우, 속눈썹

색상 - 핑크/베리 계열, 모브/블루, 누드/브라운 계열, 골든/그린 계열, 모든 색상

입술
질감 – 립스틱, 림글로스, 립라이너

색상 – 모브/블럼 계열, 핑크/베리 계열, 코랄/레드 계열, 누드/브라운 계열, 모든 색상

웨딩

헤어

스타일 엘레강스, 모던, 로맨틱, 내추럴, 클래식

색상 밝은 갈색, 중간갈색, 어두운 갈색, 검정, 오렌지

길이 롱 스타일, 미듐 스타일, 숏 스타일, 업스타일

가르마 올백, 사선, 센터, 앞머리, 왼쪽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

<표 8>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유형 분류와 세부 항목



가상체험 기반 웨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소비자 반응 조사

- 69 -

지를 본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이미지로 하였다. 이는

웨딩이 가지는 사랑, 행복, 새 시작 등의 의미로 로

맨틱 이미지에 표현할 수 있고, 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새롭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에서

소비자들에게 익숙함을 주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복

잡하고 어려운 단어의 메뉴구성을 배제하고 단순한

아이콘 모양을 삽입하여 메뉴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화려한 효과를 배제한 간결한 화면터치 구성으로 사

용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Adobe

Photoshop CC 버전을 이용해 디자인하였다. 모든 환

경설정은 568*1004px, 해상도 72pixel/inch로 제작되

었고, 모든 글씨체는 윤고딕 320, 330, 340번(한글)과

Barkentina Test(영어)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고,

메인화면의 글씨 크기는 28px, 20px, 서브화면은

30px, 25px, 18px로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1) 메인 & 정보 영역

메인 영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으로 사

용자가 하단의 메인 메뉴를 실행하기 전에 사용방법

을 숙지하여 콘텐츠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단

에 초록색 화살표 모양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32)처럼 첫 번째 모형 상단의 초록색 화살표를 터

치하면 두 번째 모형이 상단에서 슬라이드 형태로

내려와서 숙지항목의 페이지가 실행된다. 콘텐츠 버

튼 터치 시 세 번째 모형처럼 콘텐츠 버튼색이 초코

브라운 색상으로 바뀌면서 해당 콘텐츠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웨딩 애플리케이션 ‘My Wedding Secret’

메인화면

- 저자 제작

2) 사진촬영 영역

사진촬영 영역은 사용자가 가상체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얼굴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으로 카메

라 촬영하기, 앨범에서 가져오기, 모델이미지 사용하

기의 3개의 메뉴로 분류하였다. 카메라 촬영하기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앨범에서 가져오

기 콘텐츠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는 방

법이고, 모델이미지 사용하기는 임의로 9명의 모델을

선정하여 가상체험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콘

텐츠를 구성하였다.

3) 가상체험 영역

가상체험 영역은 웨딩드레스, 웨딩메이크업, 웨딩

헤어의 3가지로 분류하여 앞 선 설문조사를 통해 추

출한 고려항목과 고려항목별 세부 항목을 분류 및

세부항목으로 제시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드레스의

선택과 메이크업, 헤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험

해 봄으로써 맞춤형 체험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세부 체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드레스 가상체험

<그림 2>33)의 드레스 가상체험은 다양한 드레스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고

소비자의 접근 용이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드레스

가상체험 메뉴를 선택하면 다양한 디자인의 웨딩드

레스 썸네일(Thumbnail)34) 이미지가 보인다. 선택메

뉴 1과 선택메뉴 2를 통해 앞의 설문조사를 통해 추

출한 드레스 세부 항목을 중복 선택할 수 있으며 오

른쪽으로 선택한 목록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정리

되어 썸네일 이미지로 정렬된다. 이후 사용자의 선택

으로 정렬된 웨딩드레스를 선택하여 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 가상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업로드한 얼굴

사진은 드레스 이미지에 대입되어 실제 사용자가 착

용한 것처럼 피팅을 경험할 수 있다. 얼굴사진은 크

기 조절 외에 얼굴 사진과 웨딩드레스 이미지의 명

도, 채도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텐션 기능을 두

어 웨딩드레스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기능



服飾 第65卷 1號

- 70 -

을 제공하였다. 또한 4가지 얼굴형으로 변형이 가능

하게 하여 다양한 얼굴형의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

으며, SNS 공유 기능으로 다양한 체험 후 이미지를

지인들과 소통하여 내게 어울리는 드레스 추천이나

다양한 가상체험 결과물을 빠르게 피드백 할 수 있

도록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림 2> 드레스 가상체험 작동 과정

- 저자 제작

(2) 메이크업 가상체험

<그림 3>35)의 메이크업 가상체험은 웨딩촬영이나

결혼식 전에 미리 가상으로 웨딩 메이크업을 체험해

볼 수 있어 드레스 디자인에 따른 다양한 메이크업

의 형태를 가상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이크

업 가상체험 콘텐츠를 실행하면 다양한 메이크업의

썸네일 이미지가 보이며, 이후 좌측 상단의 메뉴 열

림 버튼 아이콘을 실행하면 화면이 2분할되어, 좌측

으로는 메이크업의 세부 항목을 중복 선택할 수 있

는 기능과 우측으로는 중복선택 된 메이크업의 이미

지가 정리되어 정렬된다. 정렬된 우측의 메이크업의

이미지 중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미지를 실행하면

가상체험 화면으로 전환되어 메이크업 가상체험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체험 방법으로는 업로드 한 얼굴사진은 메이크업

이 적용될 범위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얼굴, 눈썹,

눈, 코, 입술의 범위를 지정함으로 프로그램에서 메

이크업이 적용될 범위를 인식한다. 이는 사용자가 선

정한 메이크업이 업로드 한 사용자의 얼굴사진에 자

연스럽게 대입시켜 줄 수 있도록 범위를 인식하는

기능이다. 얼굴형태 즉, 눈썹, 눈, 코, 입술의 적용 범

위 지정은 드래그 하여 상/하, 좌/우로 형태를 변환

할 수도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입되어진

메이크업의 이미지는 수정하기의 편집기능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메이크업을 자유롭게 체험 할 수 있

다. 편집기능을 실행할 때 얼굴의 적용범위 분류를

파운데이션(Foundation), 컨실러(Concealer), 블러쉬

(Blush)로 구분하였으며 원형 팔레트안의 콘텐츠를

선택하면 해당 부분이 인식되어 여러 가지 색상과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수정영역

에서의 메뉴 기능으로 영역조절, 모두지우기, Before/

After, 저장하기의 콘텐츠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메이크업 가상체험 작동 과정

- 저자 제작

블러쉬 수정 메뉴에서는 색조화장의 색상 계열을

핑크/베리(Pink/Berry)계열, 모브/튤립(Mauve/Tulip)

계열, 누드/브라운(Nude/Brown)계열, 코랄/레드(Coral/

Red)계열, 모든 색상으로 분류된 팔레트에 색상이

제시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눈의 적용 범위

분류는 아이새도우(Eyeshadow), 아이라이너(Eyeliner),

속눈썹, 눈썹으로 구분하여 원형 팔레트안의 콘텐츠

를 선택하면 해당 부분이 인식되어 여러 가지 색상과

다양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아이라이너 수정 메뉴에서는 아이새도우 수정메뉴와

동일하게 색상계열을 분류하고, 아이라인의 모양의

형태를 선택하여 체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였

다. 속눈썹의 수정메뉴로 다양한 속눈썹의 형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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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체험 할 수 있으며, 눈썹의 수정메뉴로 눈썹

의 적용 범위를 인식하여 눈썹의 형태와 색상을 선택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눈썹 형태의 이미지를 다양하

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수정메뉴의 적용

범위를 인식해 주는 주황색 악센트 색상은 상/하, 좌

/우로 드래그 하여 형태를 변환 시킬 수 있도록 기능

을 제공하였다. 입술 수정 콘텐츠로 팔레트안의 립스

틱(Lipstick), 립글로스(Lipgloss), 립라이너(Lipliner)

의 3가지 메뉴로 분류하여 기능을 제공하였다. 모든

영역에서는 색상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텐션 기

능과 얼굴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블러쉬를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이미지

를 연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후 메이크업 가상체험이 적용된 얼굴, 눈, 입술

의 다양한 메이크업을 체험한 후, 최상의 이미지를

Before/After 기능을 사용하여 변화된 모습을 비교

할 수 있으며 결과물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공유하여 자신이 연출한 메

이크업의 모습을 지인들과 소통하여 실시간으로 빠

르게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3) 헤어 가상체험

<그림 4>36)의 헤어 가상체험은 토탈 코디네이션

체험의 마지막 단계로 드레스와 메이크업의 가상체

험으로 연출된 이미지를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대입

시켜 체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완성된 최상의 이미

지와 배경이미지를 합성하여 웨딩앨범을 만들 수 있

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 헤어 가상체험 작동 과정

- 저자 제작

헤어 가상체험의 콘텐츠를 선택하면 다양한 헤어

스타일의 썸네일 이미지가 보이며 왼쪽 상단 메뉴

열림 버튼 아이콘을 실행하면 화면이 2분할되어, 좌

측으로는 헤어스타일, 색상, 길이, 가르마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제

공하였으며, 우측으로는 중복 선택된 헤어스타일의

이미지가 정리되어 정렬된다. 이후 사용자의 선택으

로 정렬된 이미지를 실행하여 가상체험을 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사용방법으로는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 한 후에는

헤어스타일이 적용될 범위를 설정하고 페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헤어스타일이 합성되는 범위를 상/하, 좌/

우로 조절하여 지정한 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얼굴사진은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입되어

연출된 헤어 이미지는 헤어 수정하기 편집기능이 있

어 팔레트의 다양한 헤어색상을 선택하여 자유자재

로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헤어색상 변환 시, 얼

굴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명도의

인텐션 기능을 사용하여 색상의 농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헤어색상 변환 시에도 표시된 파란색

부분은 드래그 하여 원하는 헤어스타일에 맞게 부피

를 조절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4) 소셜 영역

<그림 5> 소셜란 웨딩톡 전문가 1:1톡

- 저자 제작

<그림 5>37)의 ‘My Wedding Secret’의 소셜 영역

은 가상체험 후 저장된 다양한 이미지를 SNS(트위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를 통해 지인들이

나 다른 사용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사용자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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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함으로써 최신 웨딩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활성화 되고 있는 소셜 네트

워킹와 웨딩전문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사용자들

이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면 다른 예비 신부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피드백 해주는 채팅기능으로 사용

자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커뮤니케

이션 활용방법으로 차별성을 추구하는 콘텐츠 영역

이다. 메인화면에서 소셜란 콘텐츠를 선택하면 실행

되는 화면으로, SNS 공유와 웨딩 전문 애플리케이션

(스드메톡, 웨프, 신랑신부모여)으로 구분하여 기능

을 구성하였다. 세부 콘텐츠인 웨딩 톡과 전문가 1:1

톡은 웨딩을 준비하는 사용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유익한 정보습득의 기능과 다양하게 가상체

험 한 이미지의 사진을 올리면 다른 예비 신부들이

나 전문가들이 보고 피드백 해주는 기능을 한다.

3. 웨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본 연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개발에 대한 소비

자의 반응을 실제로 알아보고자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아이템의 대상 잠재 Target고객의 특성에 따

라 B2C와 B2B의 평가지표가 다르게 적용되며 고객

관점에서의 제품 상용화 가능성 Key measure 지표

가 적용되며 이는 창업진흥원과 사전에 조사 지표를

협의 과정을 통해 설계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20-40

대 미혼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On-line Survey를 통

해 2014년 5월 17일~2014년 5월 25일 까지 진행하

였다.

첫째, <그림 6>38), <그림 7>39)의 필요성과 구매가

능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요성 부분에서

긍정적 반응이 27.1% 부정적 반응이 15.7%였으며

중립적 반응이 57.1%로 나타났다. 기존의 웨딩 애플

리케이션들이 웨딩드레스의 소개에만 그치는 것과는

달리 본 애플리케이션은 본인의 얼굴과 합성하는 가

상체험에 기반 하는 웨딩 애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

하고 이 두 애플리케이션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중립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있어서는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차별화되는 가상 체험 서비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마케팅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구매 가능성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28.6%, 부정

적인 반응이 17.1%로 나타났으며 중립적인 반응이

54.3%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 및 결정에

있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

데 이러한 중립적 반응을 보인 소비자들의 원인까지

분석하여 기능을 보강하거나 마케팅에서 기존 애플

리케이션과의 차이를 부각시켜 구매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림 8>40), <그림 9>41) 흥미도 – 디자인/

기능 측면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적

독특성은 긍정 반응이 37.1%로 나타났으며, 중립적

<그림 6> 필요성 조사 결과 <그림 7> 구매가능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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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54.3%, 부정 반응은 8.6%로 나타났다. 디자

인적 독특성에는 기존 경쟁제품과의 디자인적 차별

성을 인식한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났고, 중립적

응답이 51.4%, 부정적 응답이 7.1%로 응답자들은 기

능적 독특성보다는 디자인의 독특성에 더 높은 점수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독특성에 대해 한

응답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활발한 커뮤니티

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향후 설문조사

에서는 기능 부분을 각 영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기

능에 대한 만족과 요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그림 10>42) 고객추천지수 측면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객 추천지수는 긍정 반응 35.7%, 중립적 반응이

55.7%, 부정적 반응이 8.6%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추천 의향, 디자인 독특성, 기능적

독특성, 필요성, 구매 의향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자하는

구매 의향보다 타인에게 권유하는 추천의향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본인의 사용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소

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최근 태블릿 PC와 스마트 폰의 확산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개인의 일상뿐만 아

니라 기업의 업무용으로도 새로운 수단의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며 사용자 중심인 참여 형 콘텐츠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보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품의 정보를 얻거나 사용자들끼리 커뮤

니티를 형성하여 상호 교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도 한다. 기존의 단순 이미지 및 정보만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가상 체

험은 사용자가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

의 이미지에 제품 이미지를 중첩시킴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품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평소 잘 경험 할 수 없는 웨딩 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으로 실제 구매 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현재 웨딩드레스업체의 경우 계약 전, 드레스 피

팅 시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

어 비용대비 저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으로 소

비자의 불만 사례는 매 해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소비자의 폭넓은

체험과 편리성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본 애플리케이

션에서는 현 웨딩문화의 중심인 웨딩컨설팅사의 협

력사로 속해있는 유명 웨딩드레스 샵을 추가하여 제

시하였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웨딩드레스

세부항목을 중복체크 할 때, 웨딩드레스 샵들이 보유

하고 있는 드레스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므로, 선택되

어진 많은 드레스들이 웨딩드레스 샵의 항목 체크로

인하여 범위가 좁혀지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익

한 정보 제공과 SNS 상호작용, 폭넓은 체험과 편리

<그림 8> 기능적 독특성 조사 결과 <그림 9> 디자인 독특성 조사 결과 <그림 10> 고객 추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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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

는 웨딩코디네이션을 가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애

플리케이션 모형 연구를 목적으로, 웨딩산업의 새로

운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인 버추얼 웨딩 애플리케이

션 ‘My Wedding Secret’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정보에 대한 애

플리케이션의 유료 서비스는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서 그치기보다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수준 높은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여 실제 업체들의 매출로 이어지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웨딩 트렌드에 따른 주기적인 정보의 업데

이트가 필요하다. 웨딩드레스의 트렌드는 일반 기성

복의 트렌드보다 그 주기가 길지만 시즌마다 새로운

트렌드가 창출되는 패션 영역이므로 주기적인 정보

자료의 업데이트만이 지속적인 소비자의 방문을 유

도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보의 제

공으로 업체 측면에서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 할 수 있

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가상체험 수준은 웹이

나 다른 전문 기기를 이용한 가상체험보다 낮은 수

준이지만 향후 스마트 기기를 통한 가상체험 수준

향상에 따라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체험이나 HMD

를 이용한 가상체험 프로그램의 개발도 고려해 보아

야 한다.

넷째, 웨딩 소비자들의 특성은 일반 쇼핑몰 애플

리케이션의 소비자와는 달리 조화롭게 코디네이션

된 신부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므로 웨딩드

레스를 바탕으로 메이크업, 헤어가 이미지를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토

탈 코디네이션 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애플리

케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있어 한 가

지 분야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얻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현대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의사소통 네트워크인 트

위터,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미투데이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웨딩 토탈 코

디네이션의 과정을 소비자만이 단독으로 즐기기 보

다는 주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이 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와 같이 아이템의 잠재

소비자 인식과 대상제품의 수용도를 파악하여 아이

템에 필요와 참신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하며, 이에 따라 시장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디테일을 구축하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립적 응답자의 대부분이 웨딩 토탈 애플리케이션

이라는 점은 인식하나 가상 체험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볼 때 서비스 및 디테일의 구축

이외에서 기능을 알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차

별성을 돋보이게 하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버추얼 웨딩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모형 연

구를 기초 자료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실질적

으로 구동이 가능한 다양한 웨딩 애플리케이션 모델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웨딩산업과 가상체

험 및 IT를 접목시킨 융합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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