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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류 

자원 낭비 증가와 온라인 거래에서의 배송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의류를 공유할 수 있는 의류대여 서비스를 제안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봄으로써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한다. 의류대여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대여자가 직접만나 직거래를 한다. 이로써 새로운 거

래문화 형성 및 사회적 자원낭비 감소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류대여 플랫폼을 제안한다.

키워드: 의류대여(ClothingRental), 데이터베이스(DataBase),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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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류 자원 낭비 증가와 온라인 거래에

서의 배송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그림1에 따르면 전세계 가장 

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 2위가 패션산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오늘날 의류 생산량이 400%증가하였다. 의류산업의 글로벌 탄소 

배출의 비율은 10% 증가하였고, 면화 재배에 사용하는 글로벌 농약 

소비 비율이 22% 증가하였다.

Fig. 1. Increased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clothing.

그림2에 따르면 [2] 중고거래 피해사례로 2019년도에는 232,035

건, 2,767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고, 2020년도에는 135,810건, 

1,110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보다 줄었지만 해마다 

중고거래 피해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Fig. 2. Increased cases of used trading damage

본 논문의 구성은 불필요한 의류 자원 낭비 증가와 온라인 거래에서

의 배송문제를 확인하고,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의류를 

공유할 수 있는 의류대여 서비스를 제안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류대여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대여자가 직접만나 직거래를 

한다. 이로써 새로운 거래문화 형성 및 사회적 자원낭비 감소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류대여 플랫폼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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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코로나19 시대로 인한 온라인 쇼핑 동향은 그림3 ‘2020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3] 3월 전체 소매판매액은 37조3462억원

으로, 전년 동월(40조1943억원) 대비 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582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다. 

증가율만 보면 2017년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통계 

개편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적인 소비는 

위축된 가운데, 대면접촉이 필요 없는 온라인 소비가 활성화한 것이다.

Fig. 3. Increasing online shopping

중고거래 시장 조사는 표1 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Characteristic Example

당

근

마

켓

-From used deals to 

neighborhood information, 

forming a local living 

community with neighbors

중

고

나

라

-Increase the reliability of 

product sales with the 'Peace 

Market' service from sellers 

certified directly in the app

Table 1. Second hand market research

위치기반서비스는 맵 API와 위치 API로 나뉘어 진다. [4] 맵 

API에서는 맵을 표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치 API는 세계 위치 시스템(GPS)과 실시간 위치 시스템의 두 

개의 시스템으로써 위치 패키지에 의해 처리된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시스템 구성도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와 대여자를 연결해준

다.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4와 같다.

Fig. 4.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3.2 정보설계

정보설계의 구성은 그림5와 같다. 채팅 서비스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대여자를 연결해주는 구성이다.

Fig. 5. Information Design

3.3 구현/실험

본 구현을 위해 HTML, CSS3, Javascript, Mysql, PHP 등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림6으로 예상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 Expec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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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류 자원 낭비 증가와 온라인 거래에서의 

피해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류자원 낭비와 

온라인 거래 피해사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의류를 공유할 수 있는 의류대여 서비스를 제안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봄으로써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향후 

플랫폼 제안내용으로 빅데이터(DB:DataBase)를 활용한 고객맞춤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보다 폭발적이면서 우수한 제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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