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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의 제품 사이즈 정보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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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zing information of women's ready-to-wear pants as indicated on online 
retail websites and to suggest better sizing communication that can assist customers in making successful apparel 
size selections. We gathered size specifications and size reference information for basic straight pants from 34 online 
apparel retail websites. Although the Korean standard recommends labeling the body dimension-based sizing code 
and specification, most websites preferred to use various types of sizing codes. Body measurements were only used 
by a few websites, and garment dimension descriptions were the most common method to indicate product size. 
Many websites provided size reference information through customer review boards and fit model images, however, 
there was insufficient body size information to allow customers to infer the fit of their body type. When using the 
size guidance tools, the major data input points were stature and weight measurements. However, the waist mea-
surements of pants sizes guided only by stature and weight values revealed inconsistent ease allowance for cor-
responding body size populations, especially in the overweight group. Based on our findings, we propose a more 
effective method of communicating the size information of pants online. We expect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online apparel product display and build a better shopping environment that satisfies both seller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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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실측치수), sizing code (호칭), size guidance tool (사이즈 안내도구)

1. 서  론

COVID-19의 유행이후 온라인 패션 유통채널의 성장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비중       

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의류제품 거래액은 2021년 3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1). 온라인 쇼핑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품목이 많고 제품 출시 주기가 짧은 의류 패션         

시장에서 중요한 판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착     

용함으로써 얻는 경험적 정보 없이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제품 성능에 대한 불     

안을 더 많이 인지하게 된다.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은 구매 행     

동을 저지시키고 구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품행동에 영향     

을 미치므로(Ji, 2008)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구매 불     

안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품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제품 공급자에 의     

해 작성되며 이 때 공급자는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호소하     

여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Lee et al., 2016). 온라인     

거래 시 제공되는 최소한의 정보범위를 관련 행정규칙(「Public     

notice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sale of goods, etc. 

in electronic commerce, etc.」, 2017)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의     

류 사이즈 정보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KS 규격에서 의류제     

품 사이즈 표기 규격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빈도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고(Kim, 2018; Lee & Kim, 2020),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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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즈 선택 실패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되        

고 있기 때문에 의류표준 규격 강제를 호소하는 청원까지 발생        

하고 있다(Yoon, 2020). 화면을 통해서만 제품을 접하는 온라       

인 쇼핑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제품 사이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즈 정보 고시        

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의류 쇼핑에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Cho et al., 2001; Ha, 2010; Ji,         

2008; Kim & Na, 2020; Yu et al., 2012) 소비자의 구매불          

안을 낮추고 구매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       

류 제품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온라인 의       

류쇼핑에서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또는 불만족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Kim et al., 2013; Lee & Cho, 2001)          

가 진행된 바 있지만 실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실태를        

조사하고 당면한 문제를 인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이즈 정보는 제품의 맞음새를 결정하       

는 중요한 정보이며 오프라인 쇼핑에서의 피팅(fitting)을 대신      

하는 정보이므로 현재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제품 사이즈 관련       

정보 현황과 그 전달성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의류제품 중 바지는 허리에서 엉덩이, 밑위를 지나 두 다리        

까지의 비교적 복잡한 신체 구조를 감싸는 형태로 맞음새가 좋        

은 바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허리둘레에서 흘러내림이나      

조임이 없는지, 길이가 적당한지, 엉덩이둘레나 밑위가 잘 맞는       

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품에 관한 경험적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온라인 쇼핑에서 바지는 다른 품목에 비        

해 맞음새에 대한 불확신이 크기 때문에 더 나은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조사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제공하는 사이즈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잘 맞을 것        

으로 예측되는 제품의 사이즈를 추천하는 사이즈 안내도구 서       

비스는 온라인 의류 쇼핑에서 소비자의 사이즈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므로 실제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운용        

중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온라인 쇼핑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사이즈 안내도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       

한 기술 동향적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Kim, 2021) 소비자        

에게 적합한 제품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는 부        

족한 실정이다. 바지는 다른 제품군에 비해 스타일에 따른 허        

리둘레 여유량의 변동범위가 적기 때문에 사이즈 안내도구에서      

추천하는 제품과 소비자 체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에서 여성복 바        

지 제품 사이즈 정보 표기 실태를 분석하여 더 나은 표기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        

에서 여성복 바지 제품 사이즈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분석하고, 정보들이 실제 의류제품 사이즈 정보 전달 도        

구로서 지니는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즈 안내도구       

로 적합한 제품 사이즈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여 온        

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사이즈 선택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바지 제품 사이즈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사이즈 수치 및 참고 정보

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 34개에서 여성복 바지 제품 사이     

즈 정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대상 쇼핑     

사이트는 기업의 성장력(“Brands leading sustainable growth”,     

2020)과 소비자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Cho, 2019)를 바탕으     

로 선정되었다. 의류 기업 또는 브랜드가 운영하는 공식 쇼핑     

사이트 위주로 사이트를 선정하였으며,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전문 쇼핑 사이트의 경우 자체브랜드(Private     

Brand)를 보유한 사이트만 선정하였다. 34개의 쇼핑 사이트는     

국내 기업 브랜드 통합 공식 사이트 16개, 글로벌 기업 공식     

사이트 9개, 온라인 전문 사이트 5개, 국내 기업 브랜드 단독     

사이트 4개로 구성되었다. 

표기되는 사이즈 정보 종류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제품     

은 기본 스트레이트 바지로 정하였으며 허리밴드가 고무줄로     

처리되어 있거나 지나친 장식이 있는 제품은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각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순’ 또는 ‘인기순’으로 정     

렬하였을 때 상위권에 등장하거나 제품명에 ‘기본’, ‘베이직’과     

같은 단어가 포함되는 제품을 우선하여 각 사이트별 1종을 비     

교대상 의복으로 선정하였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제시되는 의류제품 정보는 사이즈     

수치 정보와 사이즈 참고 정보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사이즈     

수치 정보를 위해 사이즈 호칭, 제품실측치수, 기본신체치수를     

조사하였으며, 사이즈 참고 정보를 위해 구매후기 게시판, 모델     

착장 사진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2.2. 사이즈 안내도구

조사대상이 된 사이트 중 소비자가 직접 입력한 신체 치수     

또는 잘 맞는 제품 치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 사이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이즈 안내도구를 운용하는 사이트로     

분류하고 조사하였다.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안내도구 중 조사     

대상이 된 사이트 외 다른 의류 쇼핑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부 전문 서비스 안내도구, 사이트 자체     

제공 안내도구 구분하였으며, 각 사이즈 안내도구의 입력값, 출     

력값의 종류와 빈도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안내도구로     

추천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실제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신체치수를 입력값으로 하는 안내도구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안내도구 심층분석을 위해 7차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2015)에서 수집된 18~59세 성인 여성 2,503명의 신체치수를 활용     

하였으며, 연령 범위는 KS 성인 여성복 규격(Korean Standards     

Association[KSA], 2019)을 참조하였다. 사이즈 안내도구에 신     

체치수를 입력하였을 때 추천되는 제품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몸무게와 키에 따른 9개 그룹의 입력값을 정의하였다(Fig.     

1a). 입력값은 연구대상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기성복임     

을 고려하여 몸무게와 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정수 조합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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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고 인구의 범위는 입력값±0.5표준편차 범위로 정의      

하였다. 몸무게를 x축, 키를 y축으로 둔 전체 인구의 분포를        

점으로 표시한 산점도에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그룹의 범위를 그        

래프로 나타내면 Fig. 1b와 같다. 9개의 타겟 그룹전체 범위는        

몸무게 43.5 kg 이상 70.5 kg 미만, 키 150 cm 이상 168 cm            

미만이며 소속된 인구는 2,503명 중 2,035명(81.3%)이다. 

타겟 그룹의 인구 2,035명을 대상으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그룹별 사분범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9개 그룹의 입력값       

으로 추천된 제품의 허리둘레 실측치와 타겟 그룹별 허리둘레       

신체치수를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및 그래프 작성은 통계 프로       

그래밍 언어인 R(R Core Team, 2020)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사이즈 수치 정보

3.1.1. 사이즈 호칭 

연구대상이 된 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 34개 중 바지 사이즈     

를 표기할 때 숫자 호칭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29개, 문자 호칭     

(예: S, M)을 사용하는 곳은 5개로 숫자 호칭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 호칭을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센티미터(cm), 구 한국식 호칭(예: 55, 66)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브랜드 고유 호칭(예: 0, 00), 국외 호칭(예: 4, 42), 그리고 인     

치(in.)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Table 1).

Fig. 1. Input values to verify the size guidance tools: (a) input values and range of weight and stature, (b) input values and target population illustrated 

on weight and stature scatter plot (W1: 43.5 kg ≤ Weight < 52.5 kg, W2: 52.5 kg ≤ Weight < 61.5 kg, W3: 61.5 kg ≤ Weight < 70.5 kg, S1: 150 cm 

≤ Stature < 156 cm, S2: 156 cm ≤ Stature < 162 cm, S3: 162 cm ≤ Stature < 168 cm).

Table 1. Sizing code types

Sizing code type 
Total

N(%)

References

With references

N(%)

Without references

N(%)

Lettering sizing (e.g. S, M) 5 (14.7) 3 (60.0) 2 (40.0)

Numbering sizing 29 (85.3) 15 (51.7) 14 (48.3)

 Centimeter (cm) 9 (26.5) 6 (66.7) 3 (33.3)

 Old Korean code (e.g. 55, 66) 7 (20.6) 1 (14.3) 6 (85.7)

 Brand-specific code (e.g. 0, 00) 5 (14.7) 3 (60.0) 2 (40.0)

 Foreign code (e.g. 4, 42) 5 (14.7) 4 (80.0) 1 (20.0)

 Inch (in.) 3 (8.8) 1 (33.3) 2 (66.7)

Total 34 (100.0) 18 (52.9) 16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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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호칭을 표기할 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호칭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체 중 18개로 52.9%에 불과하였       

다. 성인여성복 사이즈 표기와 관련한 규격인 KS K 0051        

(KSA, 2019)에서는 바지 사이즈 표기 시 허리둘레 및 엉덩이        

둘레를 센티미터으로 표기한 숫자 호칭, 또는 문자 호칭으로 사        

이즈를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해당하는 호칭을 사용하       

는 사이트는 숫자호칭 9개, 문자호칭 5개로 총 14개 사이트 만         

이 규격에 준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 한국식 호칭은        

현재 관련한 규격이 폐기되어 정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별다른 참고 호칭 없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직        

관적이고 객관적인 호칭이 아닌 경우에도 참고 호칭이 사용되       

고 있지 않아 사이트에서 제시되는 사이즈 호칭 만으로 제품의        

크기를 인지함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이즈 호칭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로 하여금 본인의 신       

체치수에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특히         

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를 하는 온라인 쇼핑에서 그 역할         

이 더욱 강조된다. 사이즈 호칭을 제품 크기 안내라는 본연의        

기능 보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 또는 배니티 사이        

징(vanity sizing)과 같이 마케팅 전략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한       

다면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제품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정보 등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1.2. 제품실측치수 및 기본신체치수 정보

제품 크기 정보 전달을 위한 상세 치수정보는 제품실측치수     

와 기본신체치수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두 종류의     

표기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제품실측치수 표기 사이트는 28개     

에 달하는 반면 기본신체치수 표기 사이트는 11개에 불과하였     

다. 두 종류의 치수 모두 표기하지 않는 사이트도 2개 있었다.

제품실측치수를 표기하는 28개의 사이트에서는 평균 5.5개     

부위의 제품실측치수를 표기하였으며, 주로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 바지길이, 허벅지둘레, 앞밑위길이, 밑단둘레 등의 실측치를     

제공하였다(Fig. 2a).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는 Lee     

Fig. 2. The number of websites that describe garment and body dimensions (N = 34, multiple count): (a) garment dimensions, (b) body dimensions.

Table 2. The number of websites that describe garment and body     

dimensions

Garment dimension
Total

○ ×

Body 

dimension

○ 7 (20.6) 4 (11.8) 11 (32.4)

× 21 (61.8) 2 0(5.9) 23 (67.6)

Total 28 (82.4) 6 (17.6) 34 (100)

Unit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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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의 연구에서 여성이 바지 맞음새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고 응답한 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이므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바지 제품 실측치수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사이즈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실측치수를 표기하는 사이트       

28개 중 22개는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픽토그램과 같은 방        

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었으나 6개는 아무런 설명을 제공       

하지 않았다. 

기본신체치수를 표기하는 11개의 사이트에서는 평균 2.5개     

부위의 신체치수를 표기하였으며, 주로 신체의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등의 실측치를 제공하였다(Fig. 2b). 기본신체치수를 표      

기하는 사이트 중 신체치수 측정방법을 설명하는 사이트는 6       

개이었고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는 5개로 확인되었다.

3.2. 사이즈 참고 정보

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 중 구매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        

이트는 27개이었으며 이들 중 구매후기에 사이즈 관련 정보를       

병기하는 사이트는 20개이었다. 구매후기 게시판에서 주로 제      

시되는 사이즈 관련 정보의 종류는 제품 사이즈, 구매후기 작        

성자의 키, 몸무게, 평소 착용하는 의류 사이즈, 맞음새 평가,        

체형 순으로 나타났다(Fig. 3a). 구매예정자가 구매후기 중 본       

인이 원하는 사이즈 정보만 필터링 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10개였으며, 이 때 주로 사용되는       

변수는 키, 몸무게, 평소착용사이즈, 제품호칭 순서였다.

구매후기 정보 중 사이즈 속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매        

우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 중 하나이므로(Hong & Jin, 2011),        

작성자가 제품의 크기 관련 정보를 보다 객관적이고 참고할 만        

한 정보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것을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여 추가적인 사이즈 정보        

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에서 제품의 이미지 사진을 제시할 때 착장 모델        

이 착용한 사진을 제시하는 곳은 30개였으나 이 중 모델의 치         

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사이트는 20개로 확인되었다.     

모델과 관련된 치수 정보를 표기할 때 주로 제시되는 항목은     

모델의 키, 사진에 나타난 제품 호칭, 모델이 주로 착용하는 의     

류 사이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순으로 나타났다     

(Fig. 3b).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는 모델의 착용 사진과 같은 시     

각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제품의 맞음새, 태, 크     

기와 같은 정보를 간접적으로 획득한다. 이 때 모델의 신체치     

수 정보는 소비자가 착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품에 관한     

정성적 정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표기는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대한 불안     

을 일부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기되는 사이즈     

관련 정보의 종류는 주로 모델의 키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사     

이즈 참고 정보로서의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사이즈 안내도구

3.3.1. 입력값과 출력값 특징

연구대상이 된 사이트 중 소비자의 신체 및 제품 사이즈 관     

련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 사이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     

즈 안내도구를 운용하는 사이트는 34개의 사이트 중 10개였다.     

이들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안내도구의 종류는 7종으로 조사대     

상이 된 사이트 외 다른 의류 쇼핑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     

는지 여부에 따라 외부 전문 서비스 안내도구, 사이트 자체 제     

공 안내도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외부 전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안내도구 5종(T1, T2, T3, T4, T5), 사이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안내도구 2종(T6, T7)으로 확인되었다. 사이즈 안내     

도구의 입력값과 출력값 종류에 따른 특징으로 구분하여 Table     

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입력하는 값의 종류는     

제품실측치수와 신체치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품실측치수     

의 입력은 소비자가 부위별로 측정한 제품의 치수를 직접 입력     

Fig. 3. The number of websites that use customer review boards and fit model images: (a) customer reviews board, (b) fit mode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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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제품실측치가 제공되는 동종의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의 방식은 소비자가 보유한 제품 정       

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측정과 입력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        

나 제품 종류에 제한 없이 크기를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의 방식은 원하는 제품의 정보가 안내도구와 연동되       

지 않을 경우 사용이 힘들지만 제품 선택만으로 필요한 정보        

입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용이 간편하고 동일한 브랜드      

내 재구매율이 높은 소비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체치수를 입력값으로 하는 안내도구는 4종(T2, T3, T4,     

T5)으로 모두 몸무게와 키를 기본 입력값으로 두었으며 안내도     

구에 따라 체형 정보를 추가 수집하기도 하였다. 바지의 사이     

즈를 안내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제품 설계의 기본 신     

체 부위인 허리둘레를 입력값으로 하는 안내도구는 1종에 불     

과하였으며 엉덩이둘레, 다리길이를 입력값으로 하는 사이트는     

없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을 때 사이즈 안내도구가 출력하는     

정보는 가장 잘 맞을 것이라 예상되는 사이즈 호칭, 각 사이즈     

Table 3. Input and output of each customized size guidance tools

Outsourcing Insourcing

T1 T2 T3 T4 T5 T6 T7

Input Reference garment dimensions:

garment measurement values
○ ○

Reference garment dimensions:

other product sizing code
○ ○ ○

Body dimensions ○ ○ ○ ○

Output The best fit sizing code ○ ○ ○ ○ ○ ○

Probability of a good fit ○ ○ ○ ○

Difference of garment measurements ○ ○ ○

Fig. 4. Box plot of wai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and outside leg length by weight and stature groups(N = 2,035)(W1: 43.5 kg ≤ Weight < 

52.5 kg, W2: 52.5 kg ≤ Weight < 61.5 kg, W3: 61.5 kg ≤ Weight < 70.5 kg, S1: 150 cm ≤ Stature < 156 cm, S2: 156 cm ≤ Stature < 162 cm, S3: 162 cm 

≤ Stature < 16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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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맞을 확률, 제품 부위별 크기 차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의 제품 선택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로 갈수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것이 사이즈 선택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       

에서 바라볼 때 간결하고 명료한 정보 제공 역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안내도구는 이 세 가지 종류          

중 한 가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돕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결한 정보를 전면에 제시하되 소비자       

가 원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효과적인 안내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3.2. 추천 제품 사이즈의 적합성 분석

사이즈 안내도구가 추천하는 제품 사이즈의 적합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7차 사이즈 코리아 18~59세 여성 중 타겟 그룹에         

속하는 2,035명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체치수를 입      

력값으로 하는 사이즈 안내도구 4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수       

(몸무게, 키)와 바지 제품 설계의 기본신체부위(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다리가쪽길이)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몸무게와 허리둘레     

(r = 0.789, p < .001), 몸무게와 엉덩이둘레(r = 0.829, p < .001),            

키와 다리가쪽길이(r = 0.878, p < .001)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몸무게와 키는 바지의 사이즈를 예측     

함에 있어 비교적 적합한 신체치수로 확인되었다. 

Fig. 4는 바지 제품 설계의 기본신체치수인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다리가쪽길이의 사분위수 상자 그래프를 몸무게와 키에     

따라 구분된 9개의 그룹별로 표현한 것으로 몸무게 x방향     

(W1~W3), 키를 y방향(S1~S3)으로 두었다. 사분위수 상자 그래     

프의 상자는 제 1사분위(25%)에서 제 3사분위(75%) 범위를 의     

미하여 중심선은 중앙값을 의미한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다     

리가쪽길이 신체치수 사이의 비율이 그룹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며 그룹 간 소속된 인구의 체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이즈 안내도구에서 사용 중인 몸무     

게와 키는 바지 사이즈를 예측하는 것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     

지만, 정확한 바지 사이즈를 예측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몸     

무게가 크고 키가 작은 집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수정     

된 알고리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각 사이즈 안내도구가 다양한 몸무게와 키 범위를 가지는 사     

람들에게 잘 맞는 바지 사이즈를 추천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9개 그룹의 입력값으로 추천된 제품의 허리둘레 실측치와 타겟     

Fig. 5. Box plot of waist circumference and waist dimensions recommended by four size guidance tools(N = 2,035)(W1: 43.5 kg ≤ Weight < 52.5 kg, 

W2: 52.5 kg ≤ Weight < 61.5 kg, W3: 61.5 kg ≤ Weight < 70.5 kg, S1: 150 cm ≤ Stature < 156 cm, S2: 156 cm ≤ Stature < 162 cm, S3: 162 cm ≤ 

Stature < 16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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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허리둘레 신체치수를 비교하였다. 사이즈 안내도구 4종      

별 추천하는 제품의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교        

를 위해 바지 제품의 실측치수 중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신체         

치수에 대한 여유량 범위가 비교적 일정한 허리둘레를 비교부       

위로 선정하였다.

신체치수를 입력값으로 하는 사이즈 안내도구 4종에 9개 그       

룹의 몸무게와 키 입력값으로 추천되는 제품의 허리둘레 실측       

치와 각 그룹별 허리둘레 신체치수를 비교하면 Fig. 5와 같다.        

상자그림과 각 안내도구를 의미하는 기호가 겹치는 경우 그룹       

내 25%에서 75%범위에 해당하는 인구의 허리둘레 신체치수와      

유사한 제품허리둘레를 가지는 치수가 추천되었다고 할 수 있       

으며 상자보다 기호가 아래에 있다면 작은 치수를, 위에 있다        

면 큰 치수를 추천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안내도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몸무게가 큰(W3) 집단일수록     

그룹의 허리둘레 신체치수보다 훨씬 작은 허리둘레의 제품이      

추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제품 사       

이즈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치수를 입력하였을 때 적합한 사이       

즈가 없음을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제품 중 가장        

크거나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추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       

개의 안내도구 중 T4(▲)만 제품의 사이즈 범위를 벗어난 신체        

치수가 입력된 경우 제품 사이즈를 추천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        

이즈가 없다는 안내문구를 제공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았      

을 때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보이나, 추천하        

는 제품의 맞음새 기대 충족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사이즈 추천도구 및 사이트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그룹에서 안내도구들이 추천하는 제품의 치수는 각      

그룹별 신체치수 허리둘레보다 작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찰       

되었다. 그러나 각 그룹별 추천되는 제품 허리둘레치수와 신체       

치수 사이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T2(■)를 통        

해 제품을 추천받을 경우 ‘W1 S3’ 그룹은 제품이 신체치수보        

다 클 확률이 높으며 ‘W3 S3’에 해당되는 인구는 제품이 신         

체치수보다 작을 확률이 높다. 제품과 신체치수 사이의 적합한       

여유량은 의복 스타일, 개인 선호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        

의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각 그룹별 추천되는 제품의 여        

유량에 통일성이 있어야 안내도구의 신뢰성이 부여될 것이다. 

특히 여성용 바지 제품의 경우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흘러        

내림이나 조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허리둘레      

여유량의 허용 범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좁다. 더불어 착용자        

는 허리둘레 여유량이 ±0.5 cm만 차이가 발생하여도 인지할 수        

있으므로 (Ashdown & DeLong, 1995) 허리둘레를 정확히 예       

측하여 보다 적합한 치수의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 34개에서 수집한 여성        

복 바지 제품 사이즈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전달 효과를 분석하여 더 나은 온라인 사이즈 정보를 표     

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의류 쇼핑 사이트에서 바지 제품 사이즈 표기를 위     

해 제공되는 정보는 사이즈 수치 정보와 사이즈 참고 정보로     

확인되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사이즈 호     

칭은 통일성이 없었고 사이즈를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반면     

비교적 많은 사이트들이 제품실측치수를 제공하여 제품의 크기     

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제품실측치     

수 표기 빈도가 높은 부위는 소비자가 바지 맞음새를 가늠하기     

에 적합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로 나타났다.

KS 규격에서 기본신체치수를 활용한 제품의 사이즈 호칭 및     

상세치수 표기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신체치수 정     

보를 표기한 사이트는 34개 중 11개에 불과하였다. 사이즈 안     

내도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입력값 중 하나가 신체치수라는 점     

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제품 사이즈 정보로서 신체치수는 효과     

적인 정보전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 이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매후기와 모델 착장 사진과 같은 사이즈 참고 정보를 제     

시하는 사이트는 각각 27개, 30개로 다수였으나 대부분 신체치     

수정보를 매우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실제 사이즈 참고 정     

보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즈 참고     

정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효과적     

인 정보전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소비자가 본인의     

체형과 비교해 참고할 수 있는 직관적인 맞음새 정보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추가 신체치수 정보 표기가 필요해 보였다. 

사이즈 안내도구는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잘 맞는 제품실측     

치수를 입력하였을때 최적의 맞음새로 예상되는 제품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도구로 종류에 따라 입력값과 출력값의 차이가 있     

었다. 신체치수를 입력값으로 하는 도구들은 주로 몸무게, 키를     

입력값으로 하였고 이들 치수는 바지 제도에 필요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다리가쪽길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적합한     

치수로 보였다. 그러나 몸무게와 키를 평균과 표준편차 조합으     

로 구성한 9개의 값으로 입력하였을 때 추천받은 각 제품의 허     

리둘레 여유량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체형의     

소비자에게 일정한 맞음새의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구매불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바지 제품 사이즈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이즈 정보를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현재 온라인 쇼     

핑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이즈와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숫자     

로 표현되어 있어 관련 치수에 관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직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제품의     

크기나 맞음새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 착장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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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만 구체적인 모델의 신체치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단일 체형에 대한 착장사진으로 제공하므로 실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사이즈 인지 수단으로 활용        

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모델의 신체치수를 표기       

하고 다양한 제품 사이즈와 체형 사이의 관계를 이미지로 표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이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him and Lee(2011)에 의하면 3D 이미지로 제품 착장사진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불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각광받는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       

이미지를 제공한다면 소비자 구매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줌과      

동시에 다양한 체형의 아바타를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        

양한 사이즈의 착장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효과적       

인 사이즈 제공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 제품실측치수 표기 기준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이 맞음새에 의미 있는 부위의 바지        

제품실측치수를 유사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온라인 소비자는 판매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사이즈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나 이미 브랜드       

의 개성과 마케팅 전략적 특성이 반영된 사이즈 호칭을 강제로        

표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즈 호칭 규격을 강제하는 것 보다 제품         

실측치수를 측정하고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       

공한다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사이즈      

선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정교한 사이즈 안내도구를 개발한다. 본 연구 결과 사        

이즈 안내도구로 추천받는 제품의 여유량이 체형별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와 키는 비교적 체형 대표성이 좋        

고 소비자가 가장 인지하기 쉬운 정보로 사이즈 안내도구의 입        

력값으로 적합해 보이지만, 제품 추천을 위한 정확성에는 한계       

가 있었다. 몸무게와 키에 더해 나이, 브래지어 사이즈 등을 통         

해 체형 유추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내도구도 있었으나       

잘 맞는 바지 제품을 추천하기 위한 정보로는 부족하였다. 제        

품이 착용되는 부위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정        

교한 알고리즘으로 사이즈 안내도구를 정비한다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고       

객 구매후기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효과적인 제품 사이즈 정       

보일 뿐만 아니라 사이즈 안내도구를 위한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제품실측치수, 구매한 고객의 신체치수, 맞음새 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다면 사이즈 안내도구의 알고리즘 구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객        

관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정보의 전달 효과를 검토하여 더        

나은 온라인 사이즈 표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사이트들의 사이즈 표기 현황과 사이즈 안내도구       

에 대한 검토는 향후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관련한 기준 제정         

및 마케팅 전략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         

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제안점을 바탕으로 연령, 성별,     

스타일별 선호 사이즈 표기법 비교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타     

겟 소비자별 맞춤형 온라인 의류 제품 사이즈 정보 표기 가이     

드 라인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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