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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nline design platform for the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that is able to establish a platform concept and develop scenarios and prototypes that

reflect it. The purpose of this design platform is to provide a consumer-based Hanbok style,

which satisfies consumer demand by offering a variety of design options. To accomplish the stat-

ed purpose, this study analyzed online fashion platforms that are considered to have target speci-

fications similar to those of online design platforms for the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cept and ideal target specifications of the platform were developed

and scenarios and prototypes were prepared to enable them. In order to develop a design plat-

form that fulfills consumer demand with a wide variety of design options, two scenarios were

created. Scenario A is a service process in which consumers are offered design options through

filtering, design and size matching, delivery, and confirmation services for selected designs.

Scenario B is strengthened by suggesting selected Hanbok designs based on consumers' des-

ignated preferred styles and by adding a service process that may result in the partial improve-

ment of consumers' choices. Based on these two scenarios, the prototypes for the online design

platform were produced using Adobe XD. The resulting platform can be used for basic data nec-

essary in scenario design and usability assessment for developing mass customization online plat-

forms for fashion design. This platform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uccession,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of Korean design as well as creative Hanbok design development, service crea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distribution structur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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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동창조, 체험경제 시대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

해 점점 더 높은 질을 기대하는 체험적 만족에 대

한 가치가 중요하다(Gilmore & Pine, 2007). 세계

적인 패션 브랜드 나이키(Nike), 컨버스(Converse)

를 비롯해서 하이패션 브랜드인 크리스티앙 디오

르(Christian Dior), 펜디(Fendi), 구찌(Gucci)까지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이 시간과 기술을

투자하여 자신의 취향을 완벽하게 제품에 반영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상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업의 형

태를 바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제작하고, 제품 생산의 전체 주기에 걸쳐 소비자와

소통을 하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제조

하는 지식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Yoon, 2015).

이러한 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한복 분야

에서도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소비자 니즈에 대

응하는 전략적인 체계와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한복이 착용자에 의해 리사이클링, 재생

산, 재창조 될 수 있으며 착용자의 인체 크기와 취

향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변형 가능성

과 복합적인 기능성을 지닌다(Chang, 2016)는 점

은 현대 소비자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창조와 연결

된다. 전통은 집단 뿐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서도

창조되고(Mcdonald, 1997), 집단의 정체성과 차별

화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선택될

수 있는(Jones, 1995) 것이다. Joo(2017)는 한복동

호회의 한복 입기를 통해 전통의 개별적 실천과

전통성의 지속성을 살펴보았는데, 한복동호회의 회

원들이 한복을 맞추고 입는 과정에서 고름의 너비

와 길이, 깃의 모양, 치마 주름의 폭, 직물의 색과

종류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복이 꼭 한복 디자이너에 의

해서 디자인이 변화․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디자인한다면 그들의 개성

과 니즈, 감각이 반영된 새로운 한복이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Lee & Chung, 2019).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기법을 활용한 매

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설계 연구Ⅰ(Lee & Chung, 2019)에서 도출된 플

랫폼의 목표사양을 토대로 플랫폼의 개념을 확정

하고 이를 반영한 플랫폼 시나리오와 프로토타입

을 제작하는데 있다. QFD는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정을 통제하고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신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더욱 빠르게 도

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도구로서, 고객지향적

인 제품 개발 기술로 제품의 기술적인 특성에 대

한 고객의 기대와 연관되어있어 고객의 관점에서

제품을 이해하기 위한 컨택 요소로 사용될 수 있

기(Sireli, Kauffmann, & Ozan, 2007) 때문에, 선

행연구에서 QFD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매스 커스터

마이제이션 한복 제품에 대한 고객 요구속성과 디

자인 요소 간의 관계를 수량화하여 HOQ(House

of Quality)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속성

의 중요도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제품 개

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디자인 속성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QFD 기법을 활용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목표사양을 충족하

는 플랫폼 시나리오 설계를 위해 커스터마이제이

션 프로세스와 인터페이스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 목표사양의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브랜드 개

념 및 특징, 커스터마이제이션 요소 및 절차, 결제

및 배송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목적과 사용자 정의, 구조를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각각의 세부 카테고리에서 태스크를 수

행할 때의 정보유형과 세부 기능들을 정리한다.



QFD 기법을 활용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설계 연구 (Ⅱ)

- 111 -

그리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

인 플랫폼의 사용자 워크 플로우, 소비자와 할당

된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시나

리오를 작성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사용자

체험, 사용성 평가를 위해 어도비(Adobe) XD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이핑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 한복이 단순한 의례복에 멈

춰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

름에 조화된 경쟁력을 갖춰 일상의 옷으로 변화되

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한복산업 육성 및 경쟁

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

디자인의 계승과 발전, 세계화에 기여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Ⅱ.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패션
온라인 플랫폼 현황

QFD 기법을 활용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

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설계 연구Ⅰ(Lee &

Chung, 2019)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 목표사양을

살펴보면 첫째, 한복 디자인의 구성 장식, 소매,

칼라, 네크라인 등의 디테일과 문양, 트리밍과 길

이나 여유감, 색채 등이 중요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요소로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

째, 소비자 타깃의 한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반

영하여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야한다. 셋째, 소비자가 선택한 디자인에 대한 예

상 가능한 실제 제품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시뮬레

이션 도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MD 추천서비

스, 내용기반 추천서비스와 같은 적극적인 고객추

천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복․패션 스타일

리스트와 카운슬링,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전․후 소비자와 브랜드, 소비자들끼리 커

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능과 플랫폼을 통해 진행

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외부로 공유되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

션 한복 디자인 플랫폼 시나리오를 설계하기에 앞

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와 인터페이스 구

상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패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및 특징, 커스터마이제

이션 요소 및 절차, 결제 및 배송 서비스 등을 분

석하였다. 브랜드 선정은 선행연구(Lee & Chung,

2017)와 구글(Google) 사이트 검색을 통해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목표사양에 부합하는 5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패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eShakti와 Sumissura는 본 연

구가 목표로 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

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다섯 목표사양 중 고

객추천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높은 수준으

로 충족하고 있으며, Fame and Partners와 Frilly

는 매력적인 인터페이스, 맞춤 확인 및 커뮤니케

이션, Sene는 강력하고 정교한 사이즈 맞춤과 상

품 구매 후 제공되는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는 점에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참고 브랜드로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1. eShaki(www.eshakti.com)

eShakti는 소비자의 체형과 스타일 등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게 개인화된 캐주얼 여성복을 제

공하는 브랜드로, 2001년 창업 이래 7년 동안 20

배 성장하였으며(Eshakti, n.d.-a), 매스 커스터마

이제이션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eShakti는 맞춤화 기술 및 단위 생산 노하우를 활

용하여 쉽고 빠르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맞춤

패션을 제안하고 있다. eShakti에서 제공하는 디자

인은 크게 4개 범주로 나뉘는데, 클래식 스타일의

라인은 ‘eShakti’, 보헤미안 스타일은 ‘Wayward

Fancies’, 모던한 스타일은 ‘zapelle’, 데님 라인은

‘denim’으로 전개되어 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

션 과정은 <Fig. 1>과 같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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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A

DESIGN
MEASUREMENTS CUSTOMIZING

ORDER &

GET READY

AFTER

DELIVERED
- Denim

: Skirt

Jackets

Dresses

- Dress

- Tops

- Skirts

- Pants

- ESHAKTI

- WAYWARD

FANCIES

- ZAPELLE

▶

- Standard Size(11)

: XS, S, M, L, XL,

1X, 2X, 3X, 4X,

5X, 6X

※Size & Fit Guide

- Custom Size(11)

: Bust, Chest, Hip,

Shoulder, Under

Bust, Upper Arm,

Waist, Height.

High Point

Shoulder to Bust

Point, High Point

Shoulder to Waist,

High Point

Shoulder to Knee

▶

- Neckline(-10)

- Sleeve Type(-8)

- Length(-5)

- Remove Pocket(1)

Physical simulation

- Fabric(-100)

※ Process Tutorial

▶ 

- Payments

Credit Cards,

PayPal Gift Coupon

- Shipping

14-17 Days

(USA, CANADA,

UK, AUSTRALIA,

UAE, SINGAPORE,

SAUDI ARABIA,

GERMANY,

FRANCE, ITALY,

NETHERLANDS)

▶

- Cancelation

within 3 days

- Return Process

within 30 days

hassle-free returns

policy, Packing &

shipping the return

- Customer Speak

Reviews

- Customer

Interview Video

- SNS

: Facebook, Instagram

Twitter, Google +

Tumbler

( ): Number of Choices
<Fig. 1> ‘eShaki’s Mass Customization Process and Services

(Eshakti, n.d.-b)

인을 선택하면 표준사이즈로 주문하고 싶은지 아

니면 맞춤 사이즈로 주문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

게 된다. 그 다음에는 네크라인이나 소매, 길이,

포켓, 소재를 선택하게 되는데, eShakti FX<Fig.

2>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네크라인, 소매, 길

이, 컬러와 재질로 변형되는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을 ‘How it Works’ 메뉴로 알기 쉽게 설명하

고 있다. 특히, 소재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How to use Fabric Customization”이라는 튜토리

얼 영상<Fig. 3>을 제공하고 있다. 매스 커스터마이

제이션 디자인 요소는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제시

되어 있어 디자인 요소에 변화를 줄 때 번거롭지

않으며 쉽고 빠르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된 디자인은 실사 모델이 착

용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입력하

거나 선택한 신체 사이즈와 소재는 반영되지 않는

다. 패션 아이템의 가격은 탑․스커트․드레스 $50-

60, 팬츠 $50-70, 재킷 $60-100 정도로 배송비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문 후 배송기간은 14

일에서 17일 가량 소요된다. 그리고 주문 취소는 3

일 이내, 환불은 고객이 배송 받은 제품에 만족하

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배송 후 30일 이

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절차 및 포장, 그리고 배송

에 대해서는 자세한 글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상의 eShakti는 앞서 언급한 매스 커스터마이

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다섯

목표사양 중 고객추천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요건

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

은 디테일, 트리밍, 소재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세분화된 신체 사이즈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

를 소비자가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형태로 즉각적

으로 확인하고 각 단계의 변화를 저장할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

얼을 제공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험을

적극적이고 매력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매스 커스터

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

비자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 구분을 아이템 종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계

절, 상황에 대해 구분해 놓거나, 다양한 사이즈의 모

델이 착장한 상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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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eShakti FX

(Eshakti, n.d.-c)

<Fig. 3> ‘How to use Fabric Customization’ Tutorial

(Eshakti, n.d.-d)

2. Fame and Partners

(www.fameandpartners.com)

Fame and Partners는 컨템포러리 여성복 브랜

드로, 패션 산업에서의 과잉생산을 없애고, 첨단

생산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현대 여성들이

자신들의 개성을 추구하도록 소비자 지향적 디자

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 플

랫폼의 제품 제시는 원피스 드레스와 웨딩드레스

를 메인 아이템으로 하면서 점프 수트와 스커트,

수트, 코트, 팬츠, 탑 등 아이템 위주의 구분뿐 아

니라 ‘The Vacation Shop’, ‘The Workwear Shop’

등과 같은 어케이젼과 소재, 시즌에 따라서도 관

련 제품을 제시하고 있다. Fame and Partners에

서 제공하는 디자인은 엘레강스, 페미닌 스타일의

웨딩드레스와 일반 드레스, 점프 슈트, 트렌디하고

모던한 슈트와 팬츠, 탑 등이 있다. 매스 커스터마

이제이션 과정은 <Fig. 4>와 같이, 선택한 아이템

이 웨딩드레스인지, 수트, 코트, 팬츠, 탑인지에 따

라 다소 다르게 진행된다. 웨딩드레스의 경우, 소

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정하고 소재 및 컬러,

실루엣, 네크라인, 스트랩과 소매, 트임과 리본 장

식 등의 디테일, 사이즈 등을 선택하면 선택된 디

자인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반영되는데,

사람이 착장한 모습이 아닌 옷의 형태만 나타난

다. 반면, 일반 원피스 드레스와 수트 등과 같은

아이템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에는 소재

및 컬러와 길이, 사이즈만을 지정할 수 있고 이는

도식화로만 표시되어 나타난다. 디자인 선택 시에

는 필터링과 정렬을 통해 배송 기간이나 가격, 컬

러, 실루엣, 인체 특징 등을 선택하여 조건을 충족

하는 디자인을 선별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소재의 경우에는 $1를 지불하면 미리 소재 샘플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

이즈는 신장을 입력하고 US 치수를 선택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디자인은 페이스북

과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의 SNS 공유가 가능하며,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템의 가격은 웨딩드레

스는 기본 $150-200이지만 소재 및 디테일의 커스

터마이제이션 옵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

략 옵션 한 가지에 $10- 20의 추가 비용이 있다.

그리고 일반 드레스와 수트 등은 $200-400, 스커트

와 팬츠는 $150- 300, 탑은 $60-200 정도이고, 배

송비는 지역 또는 제작 및 배송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짧게는 5-7일부터, 길게는 8-10주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주문 취소는 24

시간 이내, 환불은 고객이 배송 받은 제품에 만족하

지 않는다면 배송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Zero

Waste’ 비용 $35가 청구된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

션은 실시간 채팅창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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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A DESIGN CUSTOMIZING
ORDER &

GET READY

AFTER

DELIVERED
- DRESSES

: Evening, Express Delivery,

Maxi, Special Events Best

Sellers, Day, Resort

Cocktail, Midi & Mini

- CLOTHING

: Jumpsuits, Skirts Suiting

& Coats Pants, Tops

- EDITS

: Vacation, Workwear

Wrap Dress, Plaid Dress

Little Black Dress

Spring Summer

Lace & Tulle

- WEDDINGS

: Dresses, Bridesmaid

Wedding Guest

Dresses for Brides

Honeymoon Dresses

Start with a Base Design

Buy Swatches

- EDITS &

COLLABORATION

: Brides x

- FILTER BY

: Delivered in, Price, Colors

Occasion, Silhouette,

Bodyshape, Fit

- Chat Service

▶

▶

■ DRESS

- Fabric (SUSTAINABLE) &

Color (-20)

- Silhouette(-15)

Top, Bottom, Length

- Neckline(-2), Back(-2), Waist(-3)

- Straps & Sleeves(-9)

- Extras(-4)

: Capelet, Bow, Slit, Ruffle

3D

Simulations

Fashion Flats

※ Price changes depending on type

of customization

- Size : Height, US Size(-12)

- Share this dress(SNS)

- Order Swatches(1$)

▶

- Payments

Credit Cards, PayPal

Gift Coupon

- Shipping

Not In A Rush

: 8-10 weeks

(10%OFF)

Urgent

: 5-7 business days

VIP

: 7-10 days

($14.00)

Express

: 2-3 weeks ($7.00)

Standard

: 4-7 weeks

Swatches

: 7-15 business days

(USA, Australia,

United Kingdom,

New Zealand,

Canada)

▶

- Cancelation

within 24 hours

of purchase

- Return Process

within 30 days

hassle-free

returns

cover the cost of

alterations up to

$50

(valid with

receipt only),

Zero Waste Fee

($35 per item)

- Customer

- SNS

: Facebook

Instagram

Twitter

■ Suiting & Coats, Pants, Top...

- Fabric (SUSTAINABLE) &

Color(-10)

- Silhouette(-8)

: Top, Bottom, Length(-3)

- Size(-12)

: Height, US Size

- Share this dress(SNS)

- Order Swatches(1$)

( ): Number of Choices
<Fig. 4> ‘Fame and Partners’s Mass Customization Process and Services

(Fameandpartners, n.d.)

램, 트위터를 통해하고 있으며, 판매 촉진 마케팅으

로는 시즌 할인 프로모션, 주문 수량에 따른 차등

할인, 재고 할인 프로모션, 첫 구매 할인 등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e and Partners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다섯 목표사양

중 다소 제한적인 사이즈 변형과 실시간 디자인 변

화확인시스템, 고객추천시스템, 소비자 후기 제공

등의 부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

다. 그러나 소재 샘플을 미리 주문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배송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련의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간결한 인터페이스가 구축되

어 있다. 그리고 고객추천시스템, 소비자 후기 제공

에 대한 부분은 커스터마이제이션된 디자인은 개인

SNS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실시간 채

팅창을 통해 질문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Frilly(www.frilly.com)

Frilly는 지속가능한 패션 스타일을 목표로 소비

자가 소재에서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커스터마

이제이션 옵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완벽히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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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A DESIGN CUSTOMIZING
ORDER &

GET READY

AFTER

DELIVERED
- Top

- Dress

- Skirts

- Pants

- Jackets

- Jumpsuits

- Outerwear

※ Show a design example

- Item Explanation

price range $

Customization options

Available fabrics

▶ - Fabric(-5)

- Length(-3), Bodice(-3)

- Hemline(-2), Bottom

- Belt(-2), Pocket(-2)

- Neckline(-3), Back(-2)

- Rise, Zipper(-2)

- Sleeve(-3)

※ 3D Simulation & actual

photograph

- Size(9) : US Size

(00, 0, 2, 4, 6, 8, 10, 12, 14)

▶ - Payments

Credit Cards,

Gift Coupon

- Shipping

(Free)

10 Days,

depends on

the fashion

items

- To inquire

(menu)

▶ - Cancelation

within 24 hours of

purchase

- Return Process (Free)

within 30 days.

hassle-free returns policy,

Packing & shipping the

return

- SNS

: Facebook

Pinterest

Twitter

Instagram

( ): Number of Choices
<Fig. 5> ‘Frilly’s Mass Customization Process and Services

(Frilly, n.d.)

화된 패션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제시는 탑, 드레스,

스커트, 팬츠, 재킷, 코트 등 아이템 위주의 구분

뿐만 아니라 ‘New Look’ 메뉴를 통해 ‘jump star’,

‘fur free’, ‘shine on’, ‘power up’ 등 시즌 트렌드

및 어케이젼에 따른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Frilly의 디자인은 컨템포러리 패션 스타일로 페미

닌, 캐주얼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스타일이 있

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은 <Fig. 5>와 같

이 아이템과 스타일 선택 후, 소재, 컬러, 실루엣,

길이, 헴 라인, 벨트, 포켓, 네크라인, 소매, 트임과

여밈 등의 디테일, 사이즈 순서로 옵션을 결정하

며, 사이즈는 US 사이즈에서 선택하게 설정되어

있다. 상품 제시 방식에 있어서 타 브랜드와 차별

화 되는 점은 스타일 선택 시 상품 이미지에 마우

스를 이동하면 상품 가격 및 스타일링 방법, 적용

가능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옵션 등에 대한 설명과

커스터마이제이션된 디자인 예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택된 디자인은 실시

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반영되는데, 스타일에 따

라 사람이 착장한 모습 또는 옷만 나타나는 형태

로 확인이 가능하고 몇몇 디테일 옵션은 실제 제

작된 옷의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이즈는 시뮬

레이션에 반영되지 않았다. 배송 기간은 10일 정

도로 디자인 선택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패션

아이템의 가격대는 디자인 옵션 설정에 따라 다른

데, 대략 탑 $100-250, 드레스 $100-200, 스커트

와 팬츠 $100-300, 재킷 $100-400, 코트 $200-

450 정도이고, 배송비는 무료이다. 주문 취소는 24

시간 이내, 환불은 고객이 배송 받은 제품에 만족

하지 않는다면 배송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반품

비용 또한 무료이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주

문 단계에서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메시지와 첨부 이미지를

활용하여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

촉진 마케팅은 첫 구매 할인만을 진행하고 있다.

Frilly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한 사양 중 사이즈

맞춤과 고객추천시스템, 소비자 후기 등은 제공하

고 있진 않지만 시즌 트렌드와 상황에 따른 감각

적인 상품 제시, 즉각적으로 상품 가격 및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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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방법, 적용 가능한 디자인 선택 옵션, 소재 정

보, 커스터마이제이션 디자인 예시를 확인이 가능

하다는 것과 커스터마이제이션 단계에서는 변화하

는 디자인의 디테일과 트리밍을 확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4. Senestudio(senestudio.com)

Sene는 다양한 체형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고급 소재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맞춤

화된 클래식한 남성복과 여성복 아이템을 제작하

는 브랜드로, 앞서 살펴 본 브랜드와는 달리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플래그쉽 스토어

<Fig. 7>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방문

예약이 가능하고 스토어에서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컬렉션 외에도, 명품 브랜드에 공급하는 100

개 이상의 프리미엄 직물과 라이닝 및 버튼 옵션

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상담

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제품은 여성복

의 경우, 탑, 하의, 외투, 재킷, 수트 및 턱시도, 드

레스, 뷰티 제품, 상품권 등, 남성복은 셔츠, 외투,

수트, 팬츠, 재킷, 티셔츠, 피부용품, 보타이, 포켓

스퀘어, 커프스단추 등의 액세서리, 상품권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은 <Fig. 6>과 같이 아이템과 스타일, 소재를

결정한 다음, 사이즈를 커스터마이제이션한다.

Sene는 다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브랜드와 비

교했을 때, 디자인에서 소재만 변경할 수 있는 반

면, 신체 사이즈 맞춤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진

다. 사이즈 측정 및 맞춤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이즈 맞춤은 ‘스마트 핏’<Fig. 8>, 방문 맞

춤, 고객 정보에서 저장한 사이즈 정보를 선택하

여 진행하는데, 그 중 ‘스마트 핏’은 약 19개의 질

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사이즈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그 측정 질문은 키, 몸무게, 가슴, 허리,

어깨 치수, 평소 착용하는 드레스, 티셔츠, 팬츠

사이즈, 신체 유형(발레리나, 아우어글라스, 사과),

신체 비율, 어깨 기울기를 비롯해서 소매길이와

형태, 폭, 팬츠 길이와 허리선의 위치, 폭에 대한

선호 형태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측정 방법이

나 선택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동영상과 예시 사

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슴둘레는 동영상, 신체

유형은 일러스트와 유사한 체형을 지닌 연예인의

예시, 어깨 기울기는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

션을 이용하여 측정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측정이나 응답이 어려운 경우는 건너 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된 제품에 대한

고객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별

의 개수와 상품평, 사진 등이 제공된다. 디자인에

소재나 사이즈를 반영한 이미지는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배송 기간은 대략 1-3주, 아이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격대는 셔츠 $100-150, 드레스

$100-200, 스커트와 팬츠 $100- 300, 재킷

$100-600, 수트 $700-800, 코트 $400-600 정도

이고, 배송비는 $200이상 주문할 경우 무료이다.

주문 취소는 24시간 이내, 환불은 고객이 배송 받

은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배송 후 60일 이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반품 비용 또한 무료이다. 또

한, 60일 이내 사이즈 수선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별도로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고객 커뮤니케이

션은 주문 단계에서 채팅 창을 통해 즉시 질문하

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리뷰뿐만 아니라 ‘Stories’라는 메뉴<Fig. 9>에서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인터뷰 내용과 제

품 착장 사진, 일상에서 어떻게 착용하는지에 대

한 다양한 사진, 동영상 등을 잡지 형태로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과 핀

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서

도 공유하고 있으며, 판매 촉진 마케팅은 첫 구매

할인, 회원 가입 시 샘플 세일, 할인 등에 대한 이

메일을 받을 수 있다.

Sene는 앞서 살펴본 플랫폼들과 명확한 차이는

보이는데, 이는 단순하지만 다양한 체형의 소비자

의 몸에 꼭 맞는 정교한 패션 아이템을 제공한다

는 목표로, 다양한 디자인 맞춤 옵션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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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A

DESIGN
CUSTOMIZING

ORDER &

GET READY

AFTER

DELIVERED
Women

- Tops

- Bottoms

- Outerwear

- Blazers

- Suits & Tuxedos

- Dresses

- Beauty

- Gift Cards

Men

- Shirts

- Outerwear

- Suits & Tuxedos

- Pants & Shorts

- Blazers

- T-Shirts

- Skincare

- Accessories

- Gift Cards

- Chat Service

: team of expert

stylists

▶

- Fabric(2-5)

- Size

: Smart Fit, Schedule a Visit, Login to Use Saved Fit

※ Smart Fit

19 simple questions to create the smart fit

- Height?, Weight?

- Size dress do I normally wear?

- Best describes my t-shirt size?

- Explain body types in detail?

- Upper body to lower body ratio?

- Midsection?

- In the mirror and relax shoulders?

Best describes your shoulder?

- How slim would you like the sleeves to be?

- bust?, waist measurement?

- blazer sleeves to be?

- If you have an iPhone, use your Measure

App to find your shoulder slope

- How long would you like your blazer to be?

- Pants size?

- What kind of rise do you prefer?

- How long would you like your pants to be?

- How tapered would you like your pants?

※ Customer review: Comments, Star, Picture

▶ 

- Payments

Credit Cards,

Gift Card,

Gift Coupon

- Shipping

Free US

shipping for all

orders over

$200,

1-3 Weeks,

depends on the

fashion items.

▶

- Cancelation

within 24 hours of

purchase

- Alterations and

remakes (Free)

60 Days

- Return Process

(Free)

within 60 days

hassle-free returns

policy, Packing &

shipping the return

- Stories

Comments

Photos

Videos

- SNS

: Facebook

Pinterest

Instagram

Youtube

( ): Number of Choices
<Fig. 6> ‘Senestudio’s Mass Customization Process and Services

(Senestudio, n.d.-a)

것이 아니라 세밀한 고객 체형 맞춤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

인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다섯 목표사양 중 다양

한 디자인 변형과 실시간 디자인 변화 확인 시스

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고객 맞춤

을 위해 ‘스마트 핏’, 플래그 쉽 스토어 방문 맞춤,

고객 프로필 활용 등 강력하고 정교한 서비스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편리한 수선 서비스 제공, Sene 스타일리

스트와의 실시간 고객 커뮤니케이션, 선택된 제품

에 대한 상세한 고객의 리뷰와 감성적인 영상과

인터뷰로 구성된 후기 등은 디자인의 다양성 보다

‘내 몸에 꼭 맞는’, ‘오랫동안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아이템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돕고,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Flagship Store

(Senestudio, 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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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mart Fit Method

(Senestudio, n.d.-c)

<Fig. 9> Stories Menu

(Senestudio, n.d.-d)

5. Sumissura(www.sumissura.com)

Sumissura의 목표는 2013년부터 편안하고 우아

하며 완벽하게 어울리는 패션을 여성들에게 제공

하는 것에 있다. 즉,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토대

로 스타일과 소재, 디테일, 트리밍 등 다양한 디자

인 옵션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상품 분

류 방식은 수트, 셔츠와 탑, 재킷, 팬츠, 드레스,

트렌치코트, 스커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으며, 신상품, 선호 아이템, 프리미엄, 여름,

필터(시즌, 카테고리, 컬러, 패턴, 소재) 등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소비자에 의해 선별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과정은 <Fig. 10>과 같이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 소재, 스타일을 결정하고, 길이, 단추, 핏, 라

펠과 칼라의 형태, 주머니, 소매의 형태, 플리츠,

트임, 커프스 등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택된 디자

인 옵션의 내용은 즉각적으로 가상 모델이 착용하

고 있는 옷의 형태로 시뮬레이션 된다. 매스 커스

터마이제이션 디자인 요소는 한 페이지에 깔끔하

게 제시되어 있어 디자인 요소에 변화를 줄 때 번

거롭지 않으며 쉽고 빠르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즈는 디자인이 완성된 후 입력하는데,

키, 몸무게, 나이, 가슴, 배, 엉덩이의 형태에 대한

체크 이후 가슴, 허리, 힙 둘레와 같은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데, 정확한 치수는 계측 방법

에 대한 안내 비디오를 보면서 수정 입력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같은 사이즈 맞춤은 앞서 고찰한 4

곳의 브랜드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이템의 가격은 탑 $60-80, 재킷 $150-

200, 팬츠와 스커트 $90-150, 드레스 $100-150,

트렌치코트 $200-250, 수트 $250-400, 배송비는

$120이상 주문할 경우 무료이며, 그 외엔 대략

$10 정도 책정된다. 주문 후 배송기간은 대략 15일

이고, 배송 후 15일 이내 수선 또는 환불 요청해야

한다. 수선과 환불은 고객이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

다면 가능한데, 소비자가 제품 사진을 첨부하면 주

문 금액의 25%를 수선비용으로 환불되고 소비자

거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선매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브랜드에서 직접 수선을 진행할

수 있다. 환불 또한, 수선과정을 통해서 또는 활용

원단이 소진되는 경우 가능하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은 주문 단계에서 채팅 창을 통해 즉시 질문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품

리뷰 메뉴를 통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구매평과 사진,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구글+

등의 SNS를 통해서도 공유하고 있다. 판매 촉진 마

케팅은 첫 구매 할인만을 진행하고 있다.

Sumissura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매스 커스

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다섯 목표사양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missura의 플랫폼은 디테일, 트리밍,

소재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세분화된 신체 사

이즈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 비교적 정교

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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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A

DESIGN
CUSTOMIZING

MEASUREMEN

TS

ORDER &

GET

READY

AFTER

DELIVERED

- Suits

- Shirts

& Tops

- Blazers

- Pants

- Dresses

- Trench

- Skirts

- Other

※ New

FAVES

PREMIUM

SUMMER

FILTERS

MULTI

- Chat

Service

▶

- Fabric : Premium Line(-50)

- Style(-7)

- Style & Button,

Style & Length, Fit

Jacket Lapels & Pockets

Sleeves, Pants Suit/Skirt Suit

Pleats / Vent, Waistband

Pockets, Back Pockets, Cuffs

- Accents (-7)(+$8-15)

: Shiny Lapels, Internal Lining,

Monogram, Neck Lining,

Elbow Patches, Type of Button,

Add Colored Button Threads

※ 3D Simulation

▶

- Height, Weight,

Age

- Bust: Small, Fairly

small, Average,

Fairly full, Full

- Abdomen

: Flat, Fairly flat

Average, Fairly

large, Large

- Bottom

: Small, Fairly small

Average, Fairly

full, Full

- Hips

: Narrow, Fairly

narrow, Average,

Fairly full, Full

▼ Calculation

▶

- Payments

Credit Cards,

Gift Card,

Gift Coupon,

Paypal

- Shipping

Free

shipping for

all orders

over $120,

15 Days,

depends on

the fashion

items.

International

Shipping

▶

- Alterations and remakes

Alterations up to 25%

of the product price.

Within 15 days from

the receipt.

- Validate

Within 15 days

- Return Process (Free)

All items returned will

be donated to non-profit

associations.

- Customer Reviews

- SNS

: Facebook, Twitter

Instagram, Google+

Pinterest

( ): Number of Choices
<Fig. 10> ‘Sumissura’s Mass Customization Process and Services

(Sumissura, n.d.)

전체 과정에 대한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등,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

라, ‘패션 코너’ 메뉴를 통한 신체 유형별 스타일

링, 디자인 선택 요령을 소개하고, 소비자 리뷰,

SNS 공유, 수선 및 환불 서비스, 커스터마이제이

션 프로세스 및 상품에 대해 쉽게 질문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채팅창을 서비

스하는 등, Sumissura는 소비자 니즈와 유효성, 효

율성, 사용성을 두루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

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시나리오

1. 개념 확정

성공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것을 플랫폼으로 전환했을 때는 이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추가로 제공할

것인지, 어떠한 공생관계로 상호이익을 공유할 것

인지를 생각해야 한다(Noh, 2014). 플랫폼은 그

역할에 따라 ‘기반형 플랫폼’과 ‘매개형 플랫폼’으

로 구분된다. 기반형 플랫폼은 제품과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데, 그에 대한 제품과

보완 제품,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인 반면, 매개형

플랫폼은 공급 측 참여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다(Fujitsu

Research Institute [FRI], 2014). 본 연구에서 설

계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기반형 플랫폼으로, 그

이유는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제품 품질에 대한 불안감, 즉각적이고 섬세

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는 점, 그리고 현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

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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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에 대한 관리

나 소비자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매개

형 플랫폼 형태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향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스템이 안정

화되고 소비자 인식이 좀 더 향상된 시점에는 다

양한 한복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참여하고 소비자

와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형 플랫폼 형태

가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을 위한 플랫폼의 대상은 공급자와 수

요자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제품의 공급

자는 한복 디자이너 또는 브랜드, 수요자로는 일반

소비자와 프로슈머(prosumer)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플랫폼 설계의 목적은 현대 여성들에게 편안

하고 우아하며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복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스타일, 핏, 소재, 디

테일, 트리밍 등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상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서

비스를 통해 소비자 요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한복에 대한 다양

한 정보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과 한복 선택 요령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알

려주고, 채팅 창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전문 한복

스타일리스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요소 선택 시에는 개

별화 옵션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

시하고, 인포그래픽이나 필터기능으로 빠르고 즐겁

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속한 커스터마

이제이션 결과물 확인으로 시각적 즐거움과 한복

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다양한 미디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복 디자인

플랫폼의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을 반영한 한복을

디자인해보거나 직접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플랫폼을 통

해 소비자는 자신의 스타일과 사이즈를 반영하여

자신만의 한복을 디자인 하고 구매할 뿐만 아니라

한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착용 상황이나 인체

스타일에 적합한 한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 소

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이상의 사용자 정의를 바탕으로 매스 커스터마

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플랫폼의 구조는 <Table 1>

과 같이 설계하였다. 각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세

부 기능은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 설계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개념과 목적을 달성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옵션과

기능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대 카테고리는 고객, 브랜드, 제품, 커스터마이

제이션, 커뮤니케이션, 할인, 결제, 서비스로 분류

하고, 대 카테고리에서 추론하여 각각의 세부 카

테고리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때의 정보유형과 세

부 기능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다섯 목

표사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 카테고리에서는

MD 추천 서비스를 위한 설문, 필터링(아이템, 스

타일, 컬러, 가격대), 브랜드 카테고리에서는 브랜

드 소개 와 배송 및 과정에 대한 서비스, 커스터

마이제이션 카테고리에서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상세한 안내를 담은 이미지와 튜토리얼, 디테일,

트리밍, 소재, 사이즈 등에 대한 변경 옵션 제공과

튜토리얼,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에서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 SNS를 통한 제품 공유, 상세

하고 감성적인 리뷰, 서비스 카테고리에서는 소비

자 친화적 사후 서비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진행

과정에 대한 알림과 정보에 대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정보의 구조를 바

탕으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워크 플로우(User Work Flow)를

‘Login’, ‘Search’, ‘Customization’, ‘Checkout’, ‘Order

Story &Chat’의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온라인 플

랫폼 실행을 시작으로 검색과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주문, 구매결정, 주문 후기 사용 순서별로

각 단계별 기능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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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es of the Design Platform for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1) Login flow

‘Login flow’는 사용자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

션 한복 디자인 플랫폼에 접속하는 과정이다. 로

그인 화면에서는 회원 가입과 회원 접속, 비회원

접속, 회원정보 찾기 등이 제공된다. 홈 화면에서

는 상단 스테이터스 바 위치에 나의 계정, 하트

문양의 선호 제품, 위시리스트, 장바구니, 브랜드

정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아이콘을 통해 세분

화된 여러 정보를 쉽게 이동하며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검색 바와 카테고리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검색을 할 수 있고, 홈 화면에서

자동으로 신상품,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모

션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ID, 비밀번호, 이름, 주

소, 휴대폰번호, E-mail 등을 기입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받아 DB에 저장한다. ID의 경우 중복됐을

시 팝업 알림을 통해 다른 ID를 기입할 수 있게

유도한다. 고객은 웹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할

수 있으며, 로그인 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ID와 비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팝업 알림을 한다. 장바구니 확인 선택

시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았던 한복 제품을 리스트

로 보여준다. 리스트 맨 위 부분은 장바구니에 담

겨 있는 제품들의 총 가격이 나오게 되고, 디자인

과 세부사이즈, 가격, 배송기간 등을 리스트에 보이

게 구현한다. 해당 리스트를 선택하면 장바구니 제

품 삭제 여부를 묻고, 장바구니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또한, 브랜드 메뉴 선택 시에

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커스터마이제이션 선택

시에는 이에 대한 혜택,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사진, 비디오 튜토리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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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arch flow

‘Search flow’는 소비자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쇼핑 정보를 검색이 쉽도록 도와주는 단

계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 스타일 어케이젼

등 소비자의 선호 스타일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

한 응답을 토대로 선별된 한복 디자인을 제안 받

을 수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가 추가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쇼핑 정보

가 있는 경우에 검색 바를 이용해 자세한 검색이

가능하다. 최근 검색어를 제공해 정보의 이동이

편리하다. 세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카테고리 바

를 이용해 홈 화면에서 Drop down 방식을 통해

화면이 이동하지 않고도 세부 한복 아이템, 프로모

션, 룩 북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쇼핑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한복

아이템 페이지로 이동한 경우에는 세부 아이템, 스

타일, 네크라인, 컬러, 가격대 등의 필터를 이용하

여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볼 수 있다. 또한 제

품 화면에서 좌측의 정렬 메뉴에서 Dropdown 방

식을 통해 제시되는 베스트셀러, 신제품, 저가→고

가, 고가→저가 카테고리를 통해 설정된 방식의

순으로 정렬하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는 제품에 대한 특징과

제품을 커스터마이제이션 사례, 동일한 제품을 구

매한 소비자들의 제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3) Customization flow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제품의 소재, 디테

일과 트리밍 등의 디자인 요소의 변경부터 사이즈

맞춤 등을 지정하는 단계이다. 또한 제품의 이미

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정보를 함께 제공해 사용자

가 제품의 실물에 대한 최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커스커마이제이션 메뉴

는 QFD 기법을 활용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설계 연구Ⅰ(Lee &

Chung, 2019)에서 도출된 디자인 요소의 우선순

위를 반영하여 설계했다. 디자인 요소 중 소재, 디

테일, 트리밍, 여유 등에 대한 커스커마이제이션

메뉴는 각 세부 메뉴에 대해 약 3-9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며, 소비자가 여러 디자인 요소의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한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판매자

는 커스커마이제이션 메뉴를 반드시 모든 제품에

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의 재량으

로 메뉴를 조절 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적용된 형태는 실사와 최대로 근접한 시뮬레이션

으로 구현되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따

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체 치수 항목 메

뉴를 선택하면 치수 측정 튜토리얼 영상이 소개되

며 치수는 Dropdown 방식을 통해 기입하게 된다.

커스터마이제이션된 한복 디자인은 본인이 등록한

SNS 계정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다. 커스터마

이제이션을 하고 싶지 않은 사용자는 자동으로 단

계를 스킵할 수 있다. 주문하기를 누를 경우, 제시

된 최종 커스터마이제이션 주문 화면으로 이동하

며 제공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정보 확인,

각 단계마다 별개로 주문 사항을 텍스트로 작성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커스터마이제이션

제작의 자유도를 높인다. 상단의 ‘화살표’ 버튼, 하

단의 ‘확인’ 버튼을 통해 이전과 결제화면으로 이

동을 할 수 있다.

4) Checkout flow

‘Checkout flow’는 소비자가 선택한 커스터마이

제이션 정보를 구매하고 주문/배송에 대한 상세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계이다. 제품의 이미지

부터 소비자가 선택한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전 추가 비용, 배송 기간에 따른 비용, 제작 후 도

착 예정일까지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결

제 방식 및 할인, 프로모션, 주문자, 배송지, 선물

포장 등의 지정이 가능한 메뉴가 제공된다. 구매

후에는 제작 중, 발송, 배송 과정, 도착 예정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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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주문 제품에 대한 제작과정 알

림 서비스를 선택한 소비자의 경우, 제작 단계가

진행될 때 마다 알림을 받거나 진행 단계에 대한

비디오 및 사진 이미지를 다운 받는 것이 가능하

다. 이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제작의 단점인 오랜

제작 기간을 기다리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간접적으로 제작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제품에 대

한 애정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5) Order Story & Chat flow

‘Order Story flow’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제

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의견을 업로드

하고 자신 및 다른 소비자들의 리뷰에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단계이다. 또한, 신청자에 한하여 자신

의 이야기와 한복의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 제품

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 후기를 인터뷰를 통해 진

행하고 이와 관련된 글, 사진, 비디오 등을 게재하

고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코멘트 수정

/삭제는 자신의 코멘트에 한해 가능하다. 매스 커

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은 실

행을 시작으로 ‘Chat’ 팝업 윈도우가 생성되며, 이

를 통해 브랜드 전반의 내용과 커스터마이제이션

과정 및 방법, 한복 선택과 스타일링에 대한 전반

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한복 및 스타일리스트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

2. 시나리오 설계

본 연구에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

자인 플랫폼의 시나리오에 대해, 소비자와 할당된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해 시퀀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으로 서비스가 차

례로 실행되는 방식을 나타냈다.

1) 시나리오 A

시나리오 A의 시퀀스 다이어그램<Fig. 11>은

관심의 표현부터 시작하여, 소비자가 서비스의 흐

름을 개시한다. 새로운 한복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의향을 지닌 소비자는 아이템 선정부터 프로세스

를 진행하게 되며, 과거에 플랫폼을 방문하여 커

스터마이제이션 한복을 디자인하고 사이즈 맞춤을

진행한 소비자는 배송 및 주문과 관련된 소비자

확인 서비스로 전송되어 주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공된 한복 아이템 중 하나를

선택(예: 철릭 원피스)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터

기능을 제공하여 이미지, 스타일 또는 용도, 색채,

가격대에 따른 한복 제품과 신상품, 판매율이 높

은 아이템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디자인 커스터마이제이션

요소 서비스로 전환된다. 디자인 맞춤화 프로세스

는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두 개의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첫째, 디자인 서비스는 소재와 디테일,

트리밍, 모노그램 등의 개인화 요소에 대한 소비

자의 스타일링 정보를 통합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소재 샘플을 주문․배

송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이즈 맞춤 서비스는 제

품 및 구성 요소의 크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고객

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옵션과 표준화된 사이즈

선택 옵션이 제공되며, 소비자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이 완전히

지정되면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및 치수

에 대한 소비자 재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컨펌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상의 과정이 모두

진행되면 최종 커스터마이제션 한복 디자인은 주

문 서비스로 전송된다. 이 서비스는 커스터마이제

이션 한복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의 1차 또는 2차,

3차에 걸친 소비자 확인 서비스에 대한 선택, 제

작 및 배송 기간에 대한 옵션이 세공된다. 소비자

확인 서비스에서는 가봉, 본봉 등의 제품 제작 과

정이 담긴 이미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프로세스

가 제공되며, 제작 및 배송 서비스는 빠른 제작

및 배송, 기본 제작 및 배송 등 소요 기간에 대한

것으로 소비자의 옵션 선택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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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enario A’s Sequence Diagram

다. 이러한 주문 과정이 완료되면 배송지 및 배송

패키지, 결제 수단 등이 결정되는 결제 서비스가

진행된 다음, 최종적으로 주문 정보는 브랜드 생

산자에게 보내진다. 제작 서비스는 생산 및 커뮤

니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생산 과정에서 소

비자 확인 서비스 단계에서 결정된 커뮤니케이션

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와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면

서 생산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산이 완료되면 유통 서비스가 진행되는

데, 배송이 시작되면 소비자에게 메시지(예: 이메

일, 문자)가 전송되며, 필요한 경우(예: 예상 배송

시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배상) 고객에게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등, 전체적인 정보 흐름을 공지한

다. 시나리오 A의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및 주문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 ‘Cha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소비자의 실제 정

보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된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가 디자인 및

주문 시스템을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나리오 A는 소비자에 의해 형성

된 디자인과 경험을 공유하는데, 커스터마이제이

션 과정에서 산출된 한복 디자인을 개인 소셜 미

디어에 업로드하거나 제품 주문 후 착용한 경험을

토대로 상품평을 남기거나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

로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

2) 시나리오 B

시나리오 B의 시퀀스 다이어그램<Fig. 12> 또

한, 관심의 표현부터 시작하여 소비자가 서비스의

흐름을 개시한다. 시나리오 A와 차별화되는 부분

은 이미지, 스타일 어케이젼 등 소비자의 선호 스

타일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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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enario B’s Sequence Diagram

별된 한복 디자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프로세

스가 추가된다는 점에 있다. 소비자는 제안된 한복

스타일의 수용 및 개선 또는 거부가 가능하며, 이

에 대한 피드백은 저장되어 차후라도 활용이 가능

하다. 이는 고객추천시스템이 강화된 것으로, 소비

자 탐색시간과 노력의 감소, 관계형성의 이점과 같

은 의사결정의 효율성 측면과 의사결정의 질적 측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외의 커스터

마이제이션 프로세스와 주문 및 제작, 공유 프로세

스는 시나리오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Ⅳ.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프로토타이핑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

랫폼 프로토타이핑은 어도비 XD를 활용하고자 한

다. 어도비 XD는 사용자 체험을 미리 제작하여

파악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도구로 벡터 디자인

및 와이어프레임, 클릭을 통한 단순 상호작용 프

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하고, 와이어프레임뿐만 아

니라 간단한 그래픽 요소부터 디테일한 요소와 복

잡한 구조의 Low-Fidelity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

폼 프로토타이핑에 활용된 한복 디자인과 후기 등

에 활용된 이미지 자료들은 한복 브랜드 ‘리슬’

(leesle.com)의 협조를 받아 활용하였다(본 논문에

활용된 리슬의 모든 디자인과 이미지 자료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디자인을 카피 혹은 변형하

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저작권 및 부정경

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를 이행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服飾 第70卷 3號

- 126 -

Login Flow (Scenario A and B)

- Platform Access

- Registration, Members & Non-membership Access, My Information

- My Shopping Cart

<Fig. 13> Login Flow of On-line Platform for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Design

시나리오 A와 B의 프로토타입은 Login<Fig.

13>, Search<Fig. 14>, Customization<Fig. 15>,

Checkout<Fig. 16>, Order Story & Chat<Fig. 17>

플로우로 구성되는데, 그 중 시나리오 B형은 전문

가에 의한 ‘나의 한복’ 추천 서비스가 Customi-

zation Order 플로우에 추가된다. 프로토타이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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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Flow (Scenario A and B)

- Through the Search Menu

- Through Main Page Category Bar

<Fig. 14> Search Flow of On-line Platform for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Design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그인 화면에서는 회원 가

입과 회원 접속, 비회원 접속, 회원정보 찾기 등이

제공된다. 메인 화면에서는 나의 계정, 선호 제품,

장바구니, 브랜드 정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아

이콘과 사이드 바에 위치한 빠른 메뉴를 통해 검

색과 최근 본 상품, 장바구니 등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화면 상단의 카테고리 바에는 브

랜드 소개 및 세부 한복 아이템, 프로모션, 룩 북,

공지 사항, 화면 중앙에는 신제품과 커스터마이제

이션 한복 제작 비디오 영상, 후기, 스크롤을 내리

면 신상품, 한복에 대한 소개 등이 제시된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는 등급별 할인혜택을 그림과 표로

쉽고 자세히 안내하고 소비자가 ID, 비밀번호, 개

인 정보 등을 기입하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

집 및 이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장바

구니 화면은 주문 및 결제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장바구니에 담았던 한복 제품을

리스트, 가격, 커스터마이제이션 디자인과 사이즈,

서비스 옵션, 가격, 배송기간 등이 제시된다. 한복

제품 선택은 검색창 또는 빠른 메뉴를 통한 최근

검색 한복을 지정하여 이동하거나 메인 화면 카테

고리 바에 제시된 세부 아이템을 클릭하면 스타

일, 컬러, 가격대 등의 필터를 이용하여 조건을 충

족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정렬하

여 확인할 수 있다. 필터와 정렬을 거친 제품들은

인기 상품 순으로 제시되며 상품명과 가격, 커스

터마이제이션 예시, ‘나의 한복 만들기’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프로세스를 위한 ‘나의 한복 만들기’ 화면

에서 시나리오 A형은 즉각적으로 커스커마이제이

션 플랫폼으로 이동하지만, B형은 이미지, 스타일,

컬러, 실루엣 등 선호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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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ation Flow (Scenario A and B)

<Fig. 15> Customization Flow of On-line Platform for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Design

Customization Flow : Design Recommendation (Scenari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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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out Flow (Scenario A and B)

<Fig. 16> Checkout Flow of On-line Platform for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Design

Order Story & Chat Flow (Scenario A and B)

<Fig. 17> Order Story & Chat Flow of On-line Platform for Mass Customization of Hanbok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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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토대로 제품 디

자인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추천 서비스를 거친

후에는 시나리오 A형의 커스커마이제이션 플랫폼

으로 전환되는데, 제품명, 가격, 디테일 등 기본형

에 대한 정보와 제품 이미지, 상품평을 비롯해서

소재, 디테일, 트리밍 등의 커스커마이제이션 메뉴

와 옵션이 이미지로 제시되고, 소비자에 의해 선

택된 커스터마이제이션 디자인 요소는 화면의 오

른 쪽 중앙에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되어 실시간으

로 확인가능하다. 신체 치수 항목 메뉴를 선택하

면 치수 측정 튜토리얼 영상이 제공된다.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 추가 비용, 배송 기간, 제작 후 도착 예정

일이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결제 방식 및 할

인 등의 지정 가능한 메뉴가 제공되며, 주문 현황

에서는 제품 제작 및 발송 등에 대한 진행상황이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후기는 게시판 또는

인터뷰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창

을 메인 화면 좌측에 배치하여 소비자의 상담 및

질문에 빠르게 피드백 할 수 있다.

Ⅴ. 결론

공동창조라는 시대적 흐름과 착용자에 의한 한

복의 자유로운 변형 가능성은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도입에 의해 소비자들의 개성과 니즈, 감각

이 반영된 새로운 한복이 개발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조화된 경쟁력을 갖춰 일

상의 옷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창조, 체험경제 시대에 대

응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

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플랫폼의 개념을 확정하

고 이를 반영한 플랫폼 시나리오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플랫

폼의 목적은 소비자 기반 한복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상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요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한복에 대한 다양한 정

보와 쉽고 빠를 뿐 아니라 재미있는 커스터마이제

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소비자 기반 한복 제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워크

플로우를 로그인, 검색,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주문, 구매결정, 주문 후기 순서로 각 단계별 기능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둘째,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A는 소비

자의 관심 표현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한복을 디

자인하고자 하는 의향을 지닌 소비자가 필터링을

통해 선호하는 스타일의 한복 디자인들을 제안받

고, 이 중 선정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및 사이

즈 맞춤, 배송 및 맞춤 확인 서비스를 진행한 다

음, 최종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은 소비자

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산, 배송되고,

소비자에 의해 형성된 디자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전 과정과 채팅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시나

리오 B는 고객추천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나리오

A에 소비자의 선호 스타일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선별된 한복 디자인을 제안하

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것으로, 소

비자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셋째, 도출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어도비 XD를

활용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

라인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메인 화면

에는 계정, 선호 제품, 장바구니, 브랜드, 매스 커

스터마이제이션 아이콘, 빠른 메뉴, 후기, 실시간

채팅창 등이 제시되며,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등급

별 할인혜택, 개인 정보 기입, 이용약관 및 개인정



QFD 기법을 활용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설계 연구 (Ⅱ)

- 131 -

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장바구니 화면은 주문 및 결제, 프로세스 진행, 장

바구니에 담았던 한복 제품을 리스트 등이 제시된

다. 한복 제품 선택은 소비자들이 필터를 이용하

여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지정한 방식

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시나리오 A형은 커스

커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만, 시나리오 B형은 선호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토대로 제품 디자인을 추천 받고 커스커마

이제이션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커스커마이제이션

화면에서는 커스커마이제이션 메뉴와 옵션이 제시

되고, 소비자에 의해 선택된 커스터마이제이션 디

자인 요소는 화면의 오른 쪽 중앙에 시뮬레이션으

로 구현된다.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는 소비자가

선택 옵션과 비용, 배송, 맞춤 확인 서비스, 결제

방식 및 할인 등의 지정 가능한 메뉴가 제공되며,

주문 현황에서는 제품 제작 및 발송 등에 대한 진

행상황이 표시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개별적 니즈를 빠르고 효

과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떠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한복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여 소비자들

이 직접 참여해서 한복을 디자인할 수 있는 플랫

폼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결

과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패션 디자인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및 사용성 평

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주요한 의의를 가지며,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토타

입에 대한 소비자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적으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복 디자인을 위

한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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