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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mputer graphics and Internet technology has created a 3D Web-based virtual             

world that has transformed the global fashion industry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cases of             

3D virtual fashion education were analyzed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application of a 3D apparel CAD             

curriculum as part of a special education for global fashion talent at Korean fashion-related colleges. Prior             

studies, literature, photo data and Internet data (in and out of Korea)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demonstration             

case studies were conducted for the virtual fashion education ‘SLCC 2007’ of Buffalo State College (U.S.),             

‘Ratava's Line (2004)’ of SFU/FIT Collaborative Design Project (Canada and U.S.) and ‘2011 Graduation             

Fashion Show’ of Ueda Fashion College (Japa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3D apparel CAD             

system (as a core technology of the IT fashion industry) would allow the current mass production concept to             

change to a new paradigm of ‘mass customization’ along with new fashion business types that include global             

fashion companies and Web-based Internet, mobile and virtual-world shopping malls.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system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fashion-related colleges and institutes to educate             

technical designers for the global fashion industry and global fashion talent with comprehensive system             

operation and management ability, and to promote single proprietor companies. 

Key words: Web3D, 3D simulation, 3D apparel CAD system, 3D virtual fashion education, Technical designer;             

웹 3D, 3D 시뮬레이션, 3D 어패럴 CAD 시스템, 3D 가상 패션교육, 테크니컬 디자이너

I. 서  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      

달은 월드 와이드 웹(WWW) 상에 3D 그래픽 가상 체        

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Web3D 시대를 열었다. 가상 현       

실 기술인 Web3D는 3D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하여    

가공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인터넷 상에    

현실과 같은 가공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술로서 우리    

에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삶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패션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초래하고 있다. 즉, 우리에게 현실 세계의 확장 개념인    

가상 세계의 경험을 증대시키는 온라인 광고, 사이버    

쇼핑몰, 게임, 교육 등 폭넓은 인터넷 비즈니스에 적용    

되고 있고,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와 같은 가상    

세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중, 3D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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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한 교육은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건축     

디자인, 공학 등의 시각과 공감각을 필요로 하는 실기       

교육에서 높은 효율성과를 보여 초등교육에서부터 대     

학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3D 시뮬      

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3D 가상 교육은 크게 두 영역        

즉, 온라인 영역과 오프라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 영역은 인터넷 상에서의 가상 세계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 대표적이다. 2003년 미국의 린든      

랩(Linden Lab)이 소셜(Social)과 게임을 접목하여 기     

존의 가상 현실(Virtual Reality)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 세계가 현실에 흡수된 형태로       

서 개인이나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진입하여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가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창작되는 3차원 가상 세계인 세컨드 라이프가 이에 해       

당된다.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3D 시뮬레이션 교육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등 약 200여개의 세계 유        

수 대학들이 원격수업으로 법학, 경영학 등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교육적 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Wi 교      

수의 경우, 경영학과 전공 과목인 ‘마케팅조사론’과 ‘디      

지털경영전략론’ 수업을 세컨드 라이프에서 성공적으    

로 진행하였다(Lee, 2009). Polvinen(2007)에 따르면, 세     

컨드 라이프에서 진행된 가상 패션교육은 학생들의 창      

의력,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멀티 태스킹, 협업,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향상, 프리젠테이션 스킬, 마케팅력, 가      

상 환경을 조직하고,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       

시켜 준다고 하였다.

오프라인 영역은 3D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해당된다. 3D 컴퓨터 그래      

픽스를 활용한 교육은 이미 건축, 공학, 애니메이션, 산       

업디자인 등의 수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국내 패션      

교육의 경우, Ko and Hwang(1999), Lee and Han(2002),       

Lee and Lee(2007), Ryu et al.(2007), Han(2007) 등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1970년부터 국내 패션산업에 도     

입되기 시작한 CAD/CAM은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     

을 본격화하였고, 이에 맞물려 국내 의류 관련 학과의       

어패럴 CAD와 텍스타일 관련 학과의 어패럴디자인     

CAD 교육은 199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CAD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고 했다. 반면, 3D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전반적 교육은 현재까지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으      

며, 3D 어패럴 CAD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텍스타일 디자인 CAD를 이용하여      

설계한 소재 패턴이나 스캔 받은 사진, 이미지를 매핑       

(Mapping)하는 2.5D 시뮬레이션에 머물러 있다.

의류산업분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3D 시뮬레이    

션 기술을 연구하는 학계와 어패럴 CAD/CAM 개발업     

체를 중심으로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기반으로 한     

3D 가상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인 ‘3D 어패럴 CAD 시     

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범용화 되기 시작하였다. 의상     

디자인에서부터 패턴설계, 텍스타일 매핑, 3D 어패럴     

시뮬레이션 등 제품 기획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3D 어패럴 CAD 시스템은 패션제품의 다국     

적 생산환경과 유통의 변화로 글로벌 스텐다드(Global     

Standard)의 통합적 생산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글     

로벌 패션기업과 웹 기반의 사이버 쇼핑몰 업체 등에     

적극 도입되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패션     

산업환경 하에서 기획에서 생산까지의 업무를 전산화     

하여 관리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er)    

의 통합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3D 어패럴 CAD 시스     

템은 매우 유효 적절히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     

벌 패션인재 양성과 함께 1인 창조 기업으로까지 가능     

하게 하는 통합적 교육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패션     

교육의 활용 사례를 가상 세계에서의 가상 패션교육과     

3D 어패럴 CAD 시스템 교육으로 분류하여 국내·외     

패션 관련 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을 살펴본 후, Web 3D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패션 관련 대학의 새로운 패션     

교육시스템의 도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패션산업에서의 3D 어패럴 CAD 시     

스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3D 어패럴 CAD 교육의 필     

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의 패션     

관련 대학의 가상 세계에서의 가상 패션교육 사례와 일     

본,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3D 어패럴 CAD 교육 사례     

조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3D 시     

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패션교육에 있어서 3D 어패럴     

CAD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른 패션디자인교육, 의복     

구성교육, 소재기획교육, 마케팅교육 등 패션교육 측면     

에서 기대효과를 전망해보고, 글로벌 패션인재 양성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패션 관련 대학 교과과정에 도입방     

안을 제안해본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선행연구, 관련 문헌 및 인터     

넷 자료, 사진자료 등 문헌연구와 실증사례연구를 하     

였다. 연구범위와 대상은 첫째, 가상 세계에서의 가상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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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교육(The Virtual Fashion Project)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캐나다 벤쿠버 SFU(Simon     

Fraser University)와 미국 뉴욕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협업 프로젝트인 ‘Ratava's Line(2004)’    

과 미국 버팔로주립대학(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로 하였      

다. 둘째, 3D 어패럴 CAD를 활용한 패션교육 사례는 일        

본 우에다패션전문대학(Ueda Fashion College)의 Digital    

Fashion Creators Program 일환으로 시행된 ‘2011 졸업      

패션쇼’,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의 관     

련 교과목, 신라대학교 디지털패션센터(DFC), 서울대    

학교 디지털클로딩센터(DCC)에서의 교육내용을 참고   

로 하였다. 

II. 패션산업에서의 3D 어패럴 CAD

시스템 현황 

의류 산업분야에 사용된 CAD 시스템은 1963년에     

Sketch Pad System으로 완성되어 디자인 분야에 최초      

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디자인분야 뿐만 아니      

라 생산 및 물류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CAD 시스템은 더욱 발전하       

여 디자인 CAD, 패턴 CAD, 3D CAD 등으로 다양화되        

었다. 3D Cloth Simulation의 새로운 장을 여는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은 1998년 SIGGRAPH에서 Baraff 등이     

발표한 논문『Large Step in Cloth Simulation』에 재현된     

의상이다(Ko, 2009). 이후부터 관련 학계와 CAD/CAM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처음 3D Cloth Simulation 기술을 이용한 3D 어패럴     

CAD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의해 개발되었고, 일본과 스     

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CID Concept 3D, 프랑스     

Lectra 3D System, 미국 Gerber AM-EE-SW 3D System,     

캐나다 PAD 3D System, 일본 Toyobo 3D System 등으     

로 발전되었다(Dai & Zhou, 2008). 이후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주)D&M 테크놀로지 NARCIS, (주)피    

센 DC Suite, (주)클로버추얼패션 CLO 3D 등으로 개     

발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국내에 상용화되고 있는 3D     

어패럴 CAD 시스템은 해외 기술인 Gerber의 V-Stitcher     

(미국), OptiTex의 3DRunway(이스라엘), Lectra의 3Dfit    

(프랑스), TECHNOA사의 i-Designer(일본) 등이 있으    

며, 국내 기술로는 Narcis, DC Suite, CLO 3D 등이 있다.

선행연구 Volino et al.(2005)에서와 3D 어패럴 CAD     

시스템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Fig. 1>에     

서와 같이 CAD Files 호환, 의복패턴설계, 3D 가상 봉     

제, 3D 텍스처 매핑, 3D 시뮬레이션, 3D 가상 패션쇼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3D 어패럴 CAD 시스     

템은 패션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패션마켓환     

경에서의 이점을 가져다준다. 첫째, 패션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측면에서 의복디자인 변경에 따른 패턴     

Fig. 1. 3D Apparel CAD system process source: OptiTEX_presentation_3D clothing flow chart (2008).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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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용이하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피팅은      

의복압과 투명도 등을 조절하여 완성된 의복의 맞음새      

와 착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의복디       

자인과 패턴수정이 무한히 가능하여 의류제품 개발과     

생산에 따른 시행착오,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여 기업       

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대량생산체제에      

서 개별고객의 취향을 반영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     

션(Mass Customization)을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웹     

기반의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제품을 판      

매 또는 구매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욱 향상된 서       

비스를 제공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3D 어패럴 CAD 시스템 도입을 최근 의        

류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국내 i-fashion     

Mall에서는 인터넷 상 쇼핑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자인      

커스터마이제이션(Design Customization)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D 가상 피팅(3D Virtual Fitting)을 선       

보이고 있다. 3D 가상 피팅은 자신과 같은 체형의 아        

바타를 만들어 스타일과 컬러, 패턴 등 디자인을 선택,       

변경한 후 3D 시뮬레이션 해보는 웹 쇼핑 서비스이다.       

또한 일본의 여성복 캐주얼 업체 RNA Inc.는 2010년       

여름 제품부터 Digital Fashion Ltd.사가 개발한 3D 코       

디네이트(coordinate) 소프트웨어인 ‘HAOREBA’를 도   

입하여 가상 마네킹에 패션제품을 3D 가상 피팅 해보       

는 서비스를 웹 사이버 쇼핑몰과 모바일 아이튠즈 스       

토어(iTunes Store)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있다. 

맞춤 수영복 제작업체 로리 콜터(Lori Coulter)는 3D      

바디 스캐너로 고객의 사이즈를 측정한다. 이 측정 데       

이터는 컴퓨터로 보내져 3D 이미지로 완성되고, 컴퓨      

터는 각 고객의 신체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수영복       

을 제안해준다. 로리 콜터 이외에도 타깃(Target),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 코치(Coach Leather) 등도    

OptiTEX의 3D 어패럴 CAD를 도입, 3D 가상 피팅 서        

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확보해 가고 있다(Ryu, 2009).      

한편, 아메리칸 어패럴(American Apparel), 아디다스    

(Adidas), 아르마니(Armani) 등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3차원 가상 세계인 세컨드 라이프에 숍을 열어두고 있       

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한 제품      

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및 오프라인 구매       

가 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Choi & Suh, 2008). 비즈        

니스위크는 올해 CAD 시장이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       

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중 3D CAD 시장이 절반 이        

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등       

한때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3D 컴퓨팅 기술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Ryu, 2009). 향후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가상 세계의 비즈니스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가상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     

기업들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3D 어     

패럴 CAD 시스템을 활용한 패션비즈니스는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인터넷 기술, 모바일 기술의 진화에 따     

라 현실 세계를 반영한 가상 현실에서의 쇼핑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도래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소비자를 리드하는 핵심 기술로서 3D 어패럴 CAD 시스     

템은 더욱 중요한 역할로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III.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패션교육 사례

1. 캐나다 SFU와 미국 FIT의 협업 프로젝트 ‘Ratava's     

Line(2004)’ 가상 패션교육

‘Ratava's Line(2004)’ 프로젝트는 SFU/FIT Collaborative    

Cyber-Fashion Event로서 뉴욕 FIT의 Fashion/Design    

교수 Daria D.의 학생들과 벤쿠버 SFU의 Computer     

Graphics 교수 Steve D.의 학생들 간의 3D 가상 세계에     

서 시도된 온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이다. Ratava's Lin의     

프로세스는 우선 FIT의 학생들이 2D 패션디자인 스케     

치를 하고나면, SFU 학생들은 3D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인 Adobe Atmosphere를 이용하여 3D 모델 아바타와     

3D 가상 의상으로 변환시킨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     

수와 학생들은 가상 세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채팅과     

웹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프     

로젝트는 총 2달여간에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2003년     

4월 23일, 가상 세계에서 FIT 학생들의 패션디자인 스     

케치, SFU 학생들의 3D 모델 아바타·가상 의상 포트     

폴리오 전시, Designer's 3D Gallery가 오픈되었고, 동     

시에 뉴욕에서 FIT 학생들의 실제 패션쇼는 웹 카메라     

를 통해 가상 패션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     

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콘텐츠디자인 기술과 패션디자     

인, 산업디자인, 게임,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등을 학     

습하였다. 또한 실제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     

게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상 세계에서 자신     

의 갤러리를 가지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었으며, 잠재     

력 있는 글로벌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     

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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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Buffalo State College의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

미국 버팔로주립대학의 Fashion and Textile Technology     

(B.S)의 교수 Polvinen는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기술     

통합에 관련하여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그 일환으로 ‘VF(Virtual Fashion)프로젝트’는 Web     

기반의 패션/섬유디자인 및 제품 개발과 소매업의 패      

션마케팅 교육으로서 산학연계를 통한 가상 패션교육     

프로그램이다.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는 2007년 1월, 가상 패       

션교육을 목적으로 세컨드 라이프에 설립한 가상 캠퍼      

스(Campus-wide)로서 VF프로젝트 교과과정 중 하나이    

다. 가상 패션교육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는 본       

교생 또는 원거리 학생들에게 2D에서 3D 패션제품디      

자인 개발의 시각화를 통해 3D 시뮬레이션 경험을 제       

공하며, 글로벌 패션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패션 전      

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업방식은 15주간으로      

세컨드 라이프의 가상 캠퍼스에서 전 과정이 진행되며,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3D      

어패럴 CAD 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수업내용은 패션/      

섬유디자인, 제품 개발, 제작,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프      

로모션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각 단계별 과제를 발표       

하고, 최종 결과물로 학생들 자신의 브랜드 발표가 ‘가       

상 패션쇼’로 진행된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의 벤더      

(Vendor)를 상대로 제품 판매를 하거나 상점을 개설하      

기도 한다. 실례로, Polvinen 교수와 가상 패션인턴십      

(Fashion Research Institute in Second life)에서 교육과      

정을 마친 Missy 학생과의 인터뷰(2009) 내용에 의하      

면, 학생은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가상 패션인터십 동      

안 아바타 의상디자인 전 과정 및 마케팅 교육을 받았        

고, 세컨드 라이프의 벤더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상디      

자인을 홍보 및 판매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패션브랜드를     

런칭하였다고 한다. 

가상 패션교육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는 <Fig. 2>       

와 같이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학생들 자신       

의 브랜드로 컬렉션, 패션쇼와 수주회를 통한 홍보 및       

판매까지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각 단계별 구체적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컨드 라이프 교육단계이다(Second Life Sign     

On). 세컨드 라이프는 현실 세계의 삶과 동일하다. 토     

지를 사고 팔 수 있으며, 건물을 세우고, 친구를 사귀     

고, 쇼핑, 콘서트,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 모든 사회활     

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컨드 라이프에 가입을 하고 계정을 받아 로그인 한 후,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환경에서의 기본 툴을 습     

득해야 한다. 세컨드 라이프의 주요 프로그램 운용기     

술은 세컨드 라이프 메뉴와 인벤토리(Inventory) 관리,     

프레젠테이션 툴 사용법이다. 인벤토리는 캐쉬, 아이템     

등을 관리하며, 파일관리를 하는 주요한 툴이며, 아바     

타 포즈 바꾸기, 스크린 샷(Screen Shot), 채팅, 감정표     

현 등이 프레젠테이션 툴이 있고, 자신의 아바타를 크     

리에이트 하는 아바타 편집(Editing Appearance) 툴 등     

이 있다. 이러한 조작법 교육이 끝나면 자신의 아바타     

를 생성 한 후, 친구들을 만나고 가상 패션교육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     

한 세컨트 라이프 교육은 가상 세계에서의 체험을 극     

대화하여 현실 세계를 확장하게 된다.

둘째, 아바타 생성단계이다(Create Avatar). 세컨드 라     

이프 메뉴에서 Edit >Appearance를 선택하여 자신의 아     

바타를 생성한다. 아바타 팝업창에서 여성과 남성을     

선택한 후, 조절 바를 조작하여 키, 체형 등을 조절하     

면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의     

복의 형태와 색상, 텍스추어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으     

며, 3차원 아바타 체형에 따른 의복디자인을 가능하게     

Fig. 2.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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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셋째, 세컨드 라이프 템플릿을 이용한 티셔츠 제작      

단계이다(First T-Shirt Project in SL). 세컨드 라이프에      

서 주요한 거래물품인 의복을 제작하는 가장 기본적      

인 방법은 제공되는 의복을 이용하는 것과 템플릿을      

사용하여 다양한 의복을 디자인할 수 있다. 세컨드 라       

이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템플릿으로는 미      

드나잇 템플릿, 로빈우드 템플릿 등이 있다. 템플릿은      

아바타의 어느 부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것으로 의복 제작을 보      

다 쉽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템플릿은 포토샵, 페이트       

샵, 김프 등의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유저들이 쉽게 의복 디자인을 할 수 있다(Choi &        

Suh, 2008). <Fig. 3>은 로빈우드 티셔츠 템플릿이며,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과정이다. <Fig. 4>는     

로비우드 바디 템플릿을 이용하여 의복디자인을 하는     

과정이다. 의복 디자인이 완성된 후, 세컨드 라이프에     

접속해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아바타에 착용     

시킬 수 있다. 이 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컴퓨     

터 그래픽스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게 되며, 입체     

적으로 의복제작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     

한 텍스추어와 의상디자인의 변형으로 아이디어를 극     

대화할 수 있다.

넷째, 가상 패션컬렉션과 포트폴리오 제작단계이다    

(Fashion Collection Presentation Package).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텍스추     

어 샘플을 만든다. 다음으로 3D 어패럴 CAD 시스템     

을 활용하여 의복디자인 및 패턴을 제작하고, 가상 봉     

제, 텍스추어 디자인,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의복     

을 제작한다. 제작된 가상 의복의 가상 패션컬렉션은     

수주 전시를 통하여 판매까지 이르게 된다. 제작된 포     

트폴리오는 세컨드 라이프에서 수주회를 위해 디스플     

레이 된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브랜드 콘셉트와     

패션컬렉션을 이해할 수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3D 어패럴 CAD 활용 능력, 창의력, 의복구성의 이해,     

데이터 관리 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가상 패션쇼 단계이다(Prepare for Virtual Fa-     

shion Show). 가상 패션쇼는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     

로서 자신의 브랜드 홍보와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     

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상 패션쇼를 위하여 런     

웨이를 설계하고, 음악, 조명, 모델, 워킹 등 무대 연출     

과 패션쇼 콘셉트를 3D 시뮬레이션하게 된다. 또한 가     

상 패션교육의 최종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     

가상 패션쇼 비디오를 제작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패션쇼 연출과 진행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를 통해 마케팅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 패션감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3. 일본 Ueda Fashion College의 Digital Fashion     

Creators Program ‘2011. 졸업 패션쇼’

일본 우에다패션전문대학은 1941년 개교 이래, 패     

션크리에이터를 배출하고 있으며, 패션의 본고장인 파     

리의 오뜨 꾸뛰르 교육을 최초로 일본에 도입한 패션     

전문대학이다. 패션디자인은 물론 신발, 가방 등을 기     

획에서 생산, 판매까지 패션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     

Fig. 3.  Robin Wood T-shirts template. 

From  Robin Wood T-shirts template. (2007). hppt://www. robin- 

wood.com/Catalog/Technical/Sl-Tuts/SLPages/RSW-

TShirt.html

Fig. 4. Robin Wood body template. 

From Avter UV Templates. (2007). hppt://fashioncad.info/htm/sl/ 

module_ si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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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흡수하여 글로벌 패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       

다. 특히 패션크리에이터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패     

션크리에이터와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상디자인, 의복구성, 텍스타일디자인, 니트디자인 등    

의 전 교과목에 CAD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근        

에는 ‘Digital Fashion Creators Program’으로 디지털 크      

리에이터 인재 육성을 표방하는 일본 Digital Fashion      

ltd.의 3D 어패럴 CAD인 ‘DressigSim’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졸업 패션작품과 가상 패션쇼를 제작하고 있다.      

일본 우에다패션전문대학의 ‘2011 졸업 패션쇼’ 프로     

세스와 각 단계별 내용은 본 연구자가 우에다패션대학      

을 방문하였을 때(2011년 2월 22일~2월 26일), Digital      

Fashion ltd.의 CEO 특강 자료와 우에다패션대학 전공      

교수와의 인터뷰 등의 실증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사      

진자료는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자료와 인터넷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Fig. 5>와 같다. 

우에다패션전문대학의 ‘2011 졸업 패션쇼’에서는 실    

제의상의 졸업 패션쇼와 3D 어패럴 CAD 시스템을 활     

용하여 제작한 가상 의상의 가상 패션쇼가 동시에 진     

행되었다. 수업과정은 첫째, 패션쇼 작품 드로잉의 단     

계로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기 위한 핸드 드로잉의 스     

타일화와 도식화를 그린다(Fig. 5-1). 둘째, 의복설계를     

위한 패턴제작단계이다. 패턴제작은 평면패턴과 입체    

패턴방식을 선택하여 제작한다. 2D의 종이 평면패턴은     

제작 후, 어패럴 CAD로 호환한다. 입체패턴은 ‘Dressing     

Sim Lookstailor’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서 바로     

3D 패턴을 제작한다(Fig. 5-2). 셋째, 3D 원단 물성 드레     

이프 단계로서. ‘DressingSim Digital Fabric Simulation’     

을 활용하여 원단의 디지털 물성 정보를 얻는다(Fig.     

5-3). 넷째, 3D 어패럴 CAD인 ‘DressingSim’을 이용한     
Fig. 5-1. Drawing source: This

researcher picture

(2011).

Fig. 5-5. Real clothing source: This researcher

picture (2011).

Fig. 5. 2011 Graduation fashion show process of Ueda Fashion College.

Fig. 5-6. Real clothing source: This researcher

picture (2011).

Fig. 5-2. 3D Pattern making

source: This resear-

cher picture (2011).

Fig. 5-3. 3D fabric draping

source.

From OGM rendering. (2003).

http://www.dressing

sim.com/DFL_en/product

/OGM/index. html#

Fig. 5-4. 3D Garment simul-

ation source.

From DFL simulation. (2009).

http://www.ceatec.com/

2009/ja/visitor/detail.html?

exh_ id=E090543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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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시뮬레이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DressingSim’     

을 이용하여 가상 봉제를 한 후, 원단의 디지털 물성 정         

보와 함께 3D 가상 의상(Virtual Clothing)을 제작한다      

(Fig. 5-4). 이때 의복의 디자인, 맞음새, 실루엣 등을 확        

인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작품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실제 작품 제작을 완성한다(Fig. 5-5).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실제 작품의 패션쇼를 진행하고,     

아울러 3D 어패럴 CAD를 이용한 가상 패션쇼를 제작,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작      

품 표현 능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채널로 프레젠테       

이션 할 수 있다(Fig. 5-6). 

전공 지도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패션산업은     

다른 선진국 패션산업과 마찬가지로 자국에서의 생산     

보다 제3국의 벤더들을 통한 글로벌 패션산업환경이므     

로, 앞으로의 패션교육은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과 통      

합적 생산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      

양성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 졸업 패션쇼와 같은 3D 어패럴 CAD를 이용한 패        

션교육은 매우 유효하며, 향후 더욱 확대되어 교육되      

어 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4. 국내 3D 어패럴 CAD 시스템 패션교육 활용        

사례

그동안 국내 3D 어패럴 CAD 시스템 교육은 프로그       

램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한 교      

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최근 국내 업계의 3D 가        

상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글       

로벌 패션기업들의 3D어패럴 CAD 시스템의 도입이     

시작되면서 의류학계에서의 3D 어패럴 CAD 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패션 관련 대학들       

의 3D 어패럴 CAD 시스템을 활용한 패션교육 도입도       

시도되고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9년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디지털클로딩센터   

(Digital Clothing Center)는 국내 기술로서 최초 어패럴      

CAD를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3D 어패럴 CAD       

프로그램 ‘DC-Suite’를 개발하였다. 디지털 클로딩 센터     

는 기술 개발, 디지털 클로딩 디자인 기획, 기술 지원, 교         

육지원 등을 목표로 매년 정규 교육과 특강을 패션 관련        

대학 및 기업에 교육지원하면서 국내 3D 어패럴 CAD       

교육 보급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2009년도 여름캠프에서 교육받은 수업내용은, Pattern-    

Making>Panel Creation>Creating Seam>Textile Mapping   

>Garment Simulation의 프로세스로 DC-Suite의 프로    

그램 매뉴얼 사용 중심이었다. 

신라대학교 디지털패션센터는 2010년부터 섬유패션   

산업체에 근무 중인 기술 인력들을 대상으로 실무자     

재교육의 일환으로 미취업 섬유패션 전문 기술인 교     

육, 산학관 연계 기술 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IT융합 패션소재 및 섬유패션 제조기술과정 전     

반에 걸친 교육과정 중, 3D 어패럴 CAD 교육은 이스     

라엘의 Optitex를 활용하여 3D Body 스캔 데이터 활     

용, 실무 패턴 메이킹 및 그레이딩, 3D 가상 의상 시뮬레     

이션, 텍스타일 데이터 활용 등 패션업체 실무자 중심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에서는 2010년도   

2학기 ‘CAD 활용 패션소재 개발 II’ 교과목에서 3D 어패     

럴 CAD를 활용하였다. 교육에 사용된 3D 어패럴 CAD     

프로그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CLO 3D와 DC-Suite     

였다. 교육내용은 3D 어패럴 CAD 프로그램의 매뉴얼 교     

육과 실제 직물의 3D 가상 직물 재현, 3D 어패럴 CAD     

시스템을 활용한 소재 기획 등이었다. 3D 어패럴 CAD     

를 활용한 수업결과, 즉각적인 시각화를 통한 직접적인     

상호작용 등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텍스타     

일 전공 학생들의 의복구성에 대한 이해 확대, 3D 가상     

직물의 DB화 필요성 등이 고취되었다. 

이외에도 일본의 i-designer의 Technoa Korea, CLO     

3D의 (주)클로버추얼패션 등은 자사의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패션 관련 학과와 학회 등에서 패션 관련 학생과     

교수,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3D 어패럴 CAD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V. 사례분석 결과 및 기대효과

1. 3D 가상 패션교육 사례분석 결과

이상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패션 관련     

대학의 3D 시뮬레이션 가상 패션교육을 가상 세계에서     

의 가상 패션교육과 3D 어패럴 CAD를 활용한 패션교육     

영역에서 나누어 그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SFU/FIT의 ‘Ratava's Line(2004)’과 Buffalo State College     

의 SLCC 2007 ‘Educational Simulations in Second Life     

for Fashion Technology Students’의 가상 세계에서의     

가상 패션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 시각적 커뮤니케이     

션, 멀티 태스킹, 협업, 컴퓨터 그래픽 기술 향상, 프레     
– 1119 –



106 한국의류학회지 Vol. 35 No. 9, 2011

   

  

 

   

  

 

 

  

 

 

  

   

   
  

 

 
 
 

 
 

젠테이션 스킬, 마케팅력, 가상 환경을 조직하고, 창조      

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3D 시뮬레이션은 패션      

디자인, 머천다이징, 광고 및 홍보, 비즈니스 플랜, 브       

랜드 콘셉트, 스토어 레이아웃 디자인, 제품 개발, 마케       

팅 등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환경을 제공해주      

었다. 이와 같이 가상 패션교육은 학생들에게 의상디자      

인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통합     

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패션산업환경    

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더불어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과 가상 세계 환경 경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으로 인해 현         

실과 가상 세계에서의 1인 창조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우에다패션전문대학의 3D 어패럴 CAD 시스     

템을 활용한 ‘2011 졸업 패션쇼’는 학생들에게 아이디      

어를 시각화하여 창의성을 향상시켜주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도구로서 활용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패션에 대한 흥         

미와 더불어 컴퓨터 그래픽스, CAD 능력을 증진시켜      

테크니컬 디자이너로서 글로벌 패션산업에 적합한 패     

션 전문 인력으로 육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Digital Fashion ltd.가 목표로 하는 ‘Fashion On Demand’     

와 같은 Web3D 환경에서 ‘Digital Fashion Creator’로     

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     

내 3D 어패럴 CAD 시스템을 활용한 패션교육은 아직     

까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매뉴얼 교     

육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산학연계 프로젝트, 학계 간     

의 협업, 의류학 분야의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2. 3D 가상 패션교육의 기대효과

3D 가상 패션교육의 기대효과는 <Fig. 6>에서와 같     

이 3D 어팰럴 CAD 프로세스에 따라 패션디자인교육,     

의복구성교육, 소재기획교육, 마케팅교육 등 의류학 전     

공 교육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통합교육이 될 것이다.

첫째, 패션디자인교육 측면에서는 아이디어를 입체    

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 창의성과 함께, 무한히 디자     

인을 수정 반복할 수 있어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제품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둘째, 의복구성교육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3D virtual fashion education.

Categorization Country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stic

Virtual fashion
education in
virtual world

Canada
& USA

SFU/FIT

Between two
university

students (w/their
4th year students)

Collaboratively created cyber-fashion show, where sketches     
from FIT fashion designers are turned into 3d avatar models      
by SFU students- all using distance collaborative tools between      
two coasts and countries.
collaborative design/e-learning research project, Designer's 3D     
Gallery

USA
Buffalo State

College

Virtual Fashion
Project developed

for a fashion
course students

Virtual Fashion Student Project SLCC 2007 inSecond Life,      
Virtual Fashion Technology Education: MS WORD, Excel,      
PowerPoint, Adobe Photoshop and Illustrator, 3D apparel CAD      
etc. Virtual Fashion Internships (Fashion Research Institute in      
Second Life), avatar apparel design, Virtual Fashion Show,      
Virtual Fashion Business

Fashion education
with 3D apparel 

CAD

Japan
Ueda Fashion

College

Students of
preparation for a

graduation fashion
show 

Fashion Education with 3D apparel CAD System,Graduation      
Fashion Show, Resources specialist: Creative Designer/Technical     
Designer/Digital Fashion Designer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DCC)

Fashion-related
majors students

and fashion-related
practitioners

DC-Suite Program Manual Training

Silla
University (DFC)

Fashion-related
majors students

and fashion-related
practitioners

OptiTexProgram Manual Training,Retraining Fashion practitioners

Ewha Womans
University

Mater's doctor's
course students

DC-Suite & CLO 3D Program Manual Training, Representationof      
3D Virtual Fabric Simulation, Virtual Textile Planning &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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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가상 마네킹에 드레이핑하여 자유로운 패     

턴제작을 할 수 있고, 2D의 패턴을 호환하여 자유롭게       

변형해 봄으로써 패턴제작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또한, 가상 봉제를 통하여 의복 생산과정의 이해를 증       

진시킬 수 있으며, 3D 텍스처 매핑과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피팅으로 소재의 물성을 적용한 의복의 여       

유분 즉, 완성된 의복의 맞음새와 착장 실루엣을 확인       

할 수 있어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소재기획교육 측면에서는 다양한 컴퓨터 그      

래픽스를 이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DB화 할 수 있       

어 컴퓨터 그래픽스 활용 능력과 함께 컬러와 텍스타       

일 기획 능력을 배양시켜줄 것이다. 또한, 3D 시뮬레이       

션을 통한 3D 텍스추어 매핑은 직관적으로 제품에 어       

울리는 컬러와 텍스타일, 질감을 선정할 수 있게 하여       

패션감성을 높여줄 것이다. 넷째, 마케팅교육 측면에서     

는 가상 패션쇼 기획 능력과 컴퓨터 그래픽스 활용 능        

력으로 패션 전 과정의 DB 구축을 통한 매니지먼트       

능력, 프레젠테이션 스킬, 브랜드 콘셉트 능력, 그 밖의       

광고 및 홍보, 비즈니스 플랜 능력 등 전문 능력을 향         

상시켜줄 것이다. 

3. 도입방안

21C 글로벌 패션산업은 다국적 생산환경과 유통변     

화로 인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통합적 생산관리시스템     

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제품 기획에서부터 소비에 이     

르기까지의 PLM(Product Lifestyle Management)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Wang and Chan(2010)은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SCM     

(Supply Chain Management)으로 통합적 가상 조직망     

(Virtual Organization) 모델을 제시하였다. Shin(2006)    

은 미국 FIT에서 한국의류학회 패션마케팅분과 회원들     

에게 준비한 세미나 내용을 통해 글로벌 패션산업의     

PLM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로 ‘3D 어패럴 CAD 시스     

템의 가상 봉제(V-Sticher)’, ‘Web PDM’, ‘MTM(Measure     

to Measure)’을 소개하였다. 최근 (Ryu et al., 2011)의 한     

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패션협회 ‘2010년도 패션산   

업 인력활용실태 조사사업’ 보고에 의하면, 글로벌 인     

재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필요로 하     

는 전문 인력으로 현지 영업 전문가, 테크니컬 디자이     

너, 소싱 전문가, 소재디자이너, 생산 전문가, 바이어 등     

을 꼽았다. 그 중, 향후 글로벌 패션산업분야의 핵심 인     

력으로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강조하였으며, 패션 관련     

대학과 전문 기관에서 관련 업무 수행 인력 양성이 시급     

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hurtleff(as cited in Kim, 2010)     

는 전 세계적으로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자격조건을     

갖춘 인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의류업체에서 테     

크니컬 디자이너를 구인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테크니컬 디자이너 양성의 시급함을 피력하였다.     

한편 테크니컬 디자이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     

Fig. 6. The expectation effectiveness in the fashion education aspect according to 3D apparel CA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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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009년부터 미국의 유명 패션스쿨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테크니컬 디자인 전공     

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3D 어패럴 CAD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Fig. 7>에서와 같이 3D 어패럴 CAD 시스템은 원       

활한 DATA 호환, 통합적 생산관리, 등으로 기획에서      

생산, 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일원화하여 관      

리하는 PDM(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을 구     

축하여 글로벌 패션산업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가 글로벌 패션산업에서 요구하는 PLM 시스템 구축      

과 더불어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창출, 작업지      

시서 작성, 패턴제도 및 수정, 생산관리, 기술 지도, QC        

(Quality Confirm), 피팅(Fit Approval), 공정분석, 바이     

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테크       

니컬 디자이너 인재 양성을 포함한 글로벌 패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      

달은 우리에게 Web3D 기반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삶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글로벌 패션산업환경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국내·외 패션교육에 있어서 3D     

가상 패션교육 활용 사례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패션인     

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국내 패션     

관련 대학의 새로운 패션교육 시스템으로 가상 세계에     

서의 가상 패션교육과 3D 어패럴 CAD 교육과정 도입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3D 가상 패션교육 활용     

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패션교육 측면에서, 3D 가상 패션교육은 학생     

들의 아이디어 구현 단계에서 3차원 시각화 모델링을     

통하여 패션산업의 이해와 창의성 향상에 혁신적인 학     

습 도구로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D 가상 패션교육은 패션디자인교육, 의복구성교육, 소     

재기획교육, 마케팅교육 등 패션교육 측면에서 디자인     

기획 능력, 완성도 있는 제품 개발 능력, 의복생산과정     

의 이해 증진, 컬러와 텍스타일, 질감에 대한 패션감성     

향상, 컴퓨터 그래픽스 활용 능력으로 패션 전 과정의     

DB 구축을 통한 매니지먼트 능력, 프레젠테이션 스킬,     

브랜드 콘셉트 능력, 그 밖의 광고 및 홍보, 비즈니스     

플랜 능력 등 전문 능력 향상에 있어 높은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가상 세계에서의 가상 패션교육     

은 E-Learning, 타 분야와의 협업, 산학연계 등을 통하여     

새로운 패션교육 방법과 마케팅 환경 개발을 촉진하     

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7. 3D apparel CAD system application for the global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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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글로벌 패션산업 측면에서, IT 패션산업의 핵      

심 기술로 3D 어패럴 CAD 시스템은 글로벌 패션기업       

과 웹기반의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가상 세계       

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와 더불어 신규      

고객 창출에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Web3D 기반       

의 가상 현실은 ‘생산자-판매자-소비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일원화되어 대량생산체제에서 매스 커    

스터마이제이션의 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패션인재 육성 측면에서, 3D 어패럴 CAD       

시스템 활용 교육은 디자인 기획에서 생산, 판매에 이       

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PDM 시스      

템 업무를 수행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PLM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       

벌 패션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적 시스템 운       

용 관리 능력을 지닌 패션 전문 인재 육성과 1인 창조         

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패션 관련 대학과 관련        

전문 기관의 교육과정에 도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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