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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emerging trends in 3D technology adopted in apparel design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for rapid prototyping and effective evaluation of product performanc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authors discussed technical advantages, practical merits and limitations, applications, and on-go-

ing developmental efforts of the following methodologies focusing on 3D body scanning and 3D motion

capture, and 3D virtual fit simulation technologies. Such data-driven technical approaches observed in rec-

ent apparel design research and industry practice are expected to increasingly be adopted in the field to im-

prove consumers' satisfaction with functionality, aesthetics, and comfort of a wide range of apparel products

that include daily wear, sport apparel and protectiv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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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I. 서 론

현대 소비자들은 패션을 통해 자기 중심적 자아 및 스

타일을 표현하고 보다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Loureiro et al., 2017; Navarro &

de Garcillán López-Rúa, 2016). 또한 2000년대 이후 온

라인 의류 시장의 급격한 확장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

게 쉽게 제품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동시에 패션 브랜드

및 유통 업체 간의 심화된 글로벌 경쟁을가속화하였다

(Macchion et al., 2017). 이러한 트렌드와 더불어 이미

일반화된 의류 생산의 글로벌 소싱을 통한 가격 경쟁력

과 신속한 상품 회전만으로는 더 이상 의류 시장에서 우

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Towers & Xu, 2016). 특히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

는 온라인 의류 시장에서는 매일 신상품이 업데이트되

는 의류 제품의 신속한 회전(Ji, 2008), 전 세계 소비자의

사이트 접근용이성 및 국제 배송의 용이성에 의한 소비

자의 국제화 및 업체 간의 글로벌 경쟁(Macchion et al.,

2017), 가격의 공개를 통한 국제 가격 경쟁(Heuer et al.,

2015)의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류 브

랜드의 마케팅과 광고 역시, 기존의 신문 잡지, 공중파

방송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에서 자

체 브랜드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Social media(Face-

book, Instagram 등) 및 휴대폰의 앱(Application)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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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소비자

들은 보다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이러한 멀티채널 정보공유가 일반화된 시장 환경은

패션 트렌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의류 업체 간의 경

쟁 과정에서 판매율이 높은 제품을 쉽고 빠르게 벤치마

킹 또는 모방이 가능하게 하여, 패션 브랜드 간의 고유

한 특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Trend forecasting은 패션산업뿐 아니라, 여러 제조산

업에서 비지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품개발의 출발

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를 고려할 때,

미리 계획된 생산 공정과 현재 고객의 선호와 잠재수요

의 간격을 줄이고, 생산과 디자인의 효율성, 그리고 고객

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중도 높은 시제

품(Prototype)을 빠르게 개발하고 평가하는것이 필요하

다. 또한 과거의 판매경향이나 디자이너의 직관, 또는 트

렌드 정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니즈와 디자인-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검증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각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

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User-centered design proc-

ess) 역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

하고, 제품디자인의 세부 과정에 고객의 수요를 구체적

으로 구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의류학 연구, 패션산업 현장 및 교

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3D 기술동향 및 적용사례들

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 및 적용사례들을 소

개하여, 향후 연구 및 제품개발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I. 3D 바디스캐닝 기술:

신속한 프로토타핑과 성능 평가

3D 바디스캐너는 인체의 360도 3차원 이미지를 구현

하고, 광센서 및 3D graphic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비접촉

정밀 치수 계측이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장점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 및 일부 국가의 글로벌 의류 업체, 소방 및

안전 관련 제품의 사이징 시스템 개발, 드레스폼 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디자인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3D 바디스캐너의 사용은 예

전의 시각적,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했던 사이즈 및 패턴

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디자이너의 판단을, 인체와 의복

의 단면(Cross section) 분석, 의복 및 체표면 길이, 면적,

부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가시적

인 방법으로 디자인, 패턴 및 사이즈 분석하고 평가가 가

능하게 하였다.

1. 최근 연구개발 동향

3D 바디스캐닝 테크놀로지 최근 연구동향은 2015년

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게재된 저널논문 중 Google

Scholar Search Engine을 이용하여 “3D body scanning”

과 의류 분야로 한정하기 위해 “Clothing”, “Wearable”과

같은 검색어를 이용하여 확인된 325개의 연구논문의 초

록을 1차 검토하여, 본 기술논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

연성이 높은 60개의 논문을 발췌 후, 해당 논문의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Fig. 1).

3D 바디스캐닝 기술은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CAD 디자인(n=23), 편안함(n=15), 3D

프린팅(n=11), 보호용 의류(n=7), 사이츠 체계(n=4)로 분

류되었다(Fig. 1). 첫째, Computer-Aided Design(CAD) 프

로그램을 통한 패턴 및 디지털 가상 의류 개발을 위한

적용사례 빈도가 가장 높았다. Song and Ashdown(2015)

은 3D 가상 피팅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제작한 바지의

맞음새와 실루엣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3D 바

디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참여 모델의 신체를 스캔하

여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 제작한 바지의 맞음새 그리고

체형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3D 가상 피

팅 기술은 실제 입은 바지 모습과 맞음새와 실루엣에 차

이가 있었는데, 가상 바지가 실제 바지보다 허리 밑에 표

시되어 있었으며, 가상 기술은 바지를 더 좁게 표현했으

며, 여자 바지의 경우 허리 실루엣에 차이가 존재했으며,

주름 등을 표현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 Ashdown, 2015). 이렇게 3D 바디스캐닝 기술

은 3D 가상 기술에 실제 모델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아

바타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둘째, 의복의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3D 바디스캐

닝 기술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의류

는 특정 동작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하는데, 3D 바디스

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동작 시 변화하는 부분별 신

체 사이즈를 파악하고 3차원 패턴을 개발하고 있다(Je-

ong & Hong, 2015). Jeong and Hong(2015)은 사이클링

의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3D 바디스캐너로 피험자들의

사이클링 동작을 스캔하였다.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

여 동작 시 나타나는 신체 사이즈를 분석하여 패턴을 제

작하여 의복압에 대한 편안함 향상을 위한 의류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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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Kim et al.(2015)은 몸통의 피부 변화량

분석하기 위해 팔의 각도 변화에 따라 3D 스캐너로 체

표면을 스캔하고 인체에 적합한 의복압을 제공하는 컴

프레션 티셔츠를 개발하였다. Gorea and Baytar(2016)은

심리스 스포츠브라의 의복압을 측정하여 편안함을 향

상기키기 위해 3D 바디스캐너를 이용하여 다른 자세에

따른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여 속옷을 개발한 후, 실제

착용 시 자세 변화에 따른 의복압 변화를 측정하였다.

셋째, 3D 프린팅 제작을 위해 3D 바디스캐닝 기술을

적용하여 모델이나 사물을 스캐닝하는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

는데, 스캔한 바디를 3D 프린터로 실제 사이즈 혹은 작

은 사이즈로 제작하여 3D 프린터로 옷과 신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Spahiu et al., 2016). 또한, 3D 바디스캐너와

3D 프린터의 보급이 학교 및 산업체에서 빠르게 확산됨

에 따라, 3D 스캔한 인체 데이터를 50%로 축소하여 3D

프린트한 후 이를 다시 Half-scale dress form으로 개발하

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Vuruskan and Ashdown

(2015, 2016)은 다양한 정지 포즈와 운동 포즈의 신체를

Half-scale dress form으로 개발하여, 빠르고 편리하며 또

한 저렴하게 개별 고객 및 대상의 특정한 용도를 위한 드

레스폼 제작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Vuruskan and Ashdown(2015, 2016)은 Jeong and

Hong(2015)과 다르게 사이클링을 하는 착용자의 자세를

스캔하여, 이를 실제 Half-scale dress form으로 제작하여,

실제 Half-scale과 Full-scale 사이클복으로 제작하여 맞

음새 및 의복압을 평가하였다(Fig. 2).

특히 스포츠웨어의 경우, 경기마다 요구되는 특정한

Fig. 1. 3D body scanning applications in recent research.

Fig. 2. Development of customized dress form of active postures for sportswear development.

From Vuruskan and Ashdown. (2015, 2016). http://lib.dr.iastat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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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따른 신체 치수의 변화는 착용자의 운동 기능

성과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단순히 직립상태의 마

네킹에 입혀서 맞음새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운동복으

로서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운동 시 동작을 직접 드레스폼으로

제작하여 이를 디자인 및 패턴제작, 시제품의 평가에 활

용하는 시도는, 직립형 마네킹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디

자인 및 패턴 관련 문제점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Half-scale dress form을 사용함으로

써 Full-scale form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다 적은 소재와

노력으로 빠르게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Vuruskan and

Ashdown(2015, 2016)은 이러한 방식을 의류 디자인 교육

현장에 적용하며, 온라인 포럼을 통해 학계와 의류 업체

의 의견을 수렴하여, Customized half-scale dress form이

실제로 의류산업 현장에서도 신속한 시제품 제작을 도

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은 대량 생산으로 적합한 의류와 신발을 찾기

어려운 신체 사이즈 및 특징을 지닌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보호 의류 개발 시, 신체 사이즈의 정확한 측정

및 의류와 신체 사이의 공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3D 바

디스캐너를 적용하였다. 의복과 신체 사이의 공간을 가

시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D 바디스캐닝 기술은 일반

기성복뿐 아니라 방호복의 디자인, 맞음새 및 사이즈 시

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Van Seggelen(2015)는 3D 인체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헬멧의 두께를 고려하여 헬멧을 개발하였다. 또

한, 다양한 포즈의 신체를 스캔하여 3D 이미지를 이용하

여 의복의 부피감, 실제 신체 사이즈와 의복의 길이 차

이, 맞음새 등을 정량적 데이터와 함께 시각적으로 규명

함으로써, 디자인 및 사이즈 규격의 개선 평가가 가능하

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면접 및 설문, 또는 사진분석을

통한 의복의 주름, 스트레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여유분

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비해, 반복재현이 가능하

고, 보다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인체의 변화와 의복

의 반응을 평가하여, 이를 디자인과 사이즈 개선에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

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Kim et al.(2015)과 Park

et al.(in print)은 3D 바디스캐닝과 모션캡쳐를 통해 확인

된 동작각도의 차이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소방용 헬멧,

산소탱크 및 소방화의 사이즈가 소방관들의 상체와 하체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Fig. 3).

이 연구에서 드러난 전형적인 소방복과 관련된 디자

인 문제 중 하나는, 물리적 충돌, 낙상, 화상의 위험이 항

상 존재하는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고개를 뒤

로 젖힐 경우, 소방헬맷의 후방 하단이 산소탱크의 상단

과 부딪혀 소방관의 동작을 제한함으로써 소방관의 안전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Park et al.,

2014a, 2014c). 또한 미국의 National Fire Protection As-

sociation([NFPA], 2000) ‘1971 standard on protective en-

semble for structural fire fighting’에 따라, 산소탱크는 화

재 현장에서 30~60분 동안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녀 소방관의 신체

사이즈와 관계없이 각 제조사의 산소탱크는 오직 한 사

Fig. 3. Evaluation of firefighters' mobility while wearing helmet, SCBA and boots, using a 3D body scanner.

From Park et al. (in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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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로 제작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소방화의 높이는

NFPA규정(NFPA, 2000)에 따라, 신발 안창으로부터 반

드시 25.4c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화재 현장에서 고

온의 증기 및 물, 가스, 전기쇼크 및 기타 유해물질로부

터 소방관의 발과 무릎 아래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

적이다. 그러나 소방관의 신장 및 다리 길이와 무관하게

동일 스타일의 소방화는 모두 동일한 높이로 제작되어

왔다. Park et al.(in print)의 연구는 이와 같이 헬멧, 단

일사이즈 산소탱크, 단일높이의 소방화가 다양한 신체

사이즈의 남녀 소방관에게 동일하게 입혀질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및 동작성에 관한 문제들에 주목하여,

3D 바디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소방기구의 사이

즈 체계 및 규정에 따라 제작되는 소방제품들이 소방관

들의 동작성, 화재 현장에서의 부상 가능성 및 안전에 미

치는 영향을 생체역학 데이터를 분석하여 규명하고, 추

후 디자인 및 제품평가 방법의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스캐닝을 통한 인체 각 관절의 동작범위를

분석한 결과, 소방헬멧과 산소탱크의 착용이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Neck extension & hyperextension)과, 상체

의 구부림(Trunk forward flexion)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는 육안으로 주변 위험의 판단이 쉽지 않고, 낙상 및

골절의 위험이 존재하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시야

를 제한하고 만성적인 요통(Backpain)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Park et al., in print).

다섯째, 보다 정확한 의류 맞춤새를 위한 사이즈 체계

개발을 하였다. 기성복 사이즈 체계는 적은 사이즈 옵션

으로 모든 소비자들에게 맞는 옷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사이즈 분류 체계는 타켓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

시키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Pei et al., in print). Pei et al.

(in print)는 여성 소비자의 가슴부위형상을 분류한 최근

연구는 478명의 북아메리카 및 유럽 여성의 3D 바디스

캔 데이터를 통계분석하고, Matlab
®
이라는 공학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분류된 여성의 가슴형상의 대표적 3D

모형을 제안하여, 타겟 고객의 체형에 가장 유사한 마네

킹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가슴형상의

분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체 치수를 통계적인 방법

으로 검증하였다. Griffin et al.(2016)은 기존의 기성복 사

이즈 치수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신체 사이즈 정보가 필

요한 센싱 가능한 스마트 의류들을 개발하는데 그 한계

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NSUR와 CAESAR의 3,982명

대량 인체 사이즈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140명

을 3D 스캐너로 측정하여 생체 신호 센싱 모니터링 의

류를 위한 사이즈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 추후 발전전망

최근에는 3D 바디스캐닝 기술이 의학, 재활치료(예: 의

족/의수 제작 등), 미용,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에서 다양

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빠르

고 사용이 편리한 휴대용 3D 스캐너 제품들이(예: Struc-

ture 3D scanner) 소개되고 있다. 상당수의 3D 바디스캐

너가 물체에 광원(Laser 또는 백색광 또는 적외선)을 투

사하여, 스캔하는 대상 표면에서 광원의 반사 및 흡수 특

성에 기초하여 대상물의 각 부분을 x, y, z 좌표 3차원 공

간의 클라우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3차원의 형상을

갖춘 물체로 구현한다. 따라서 광원에 의해 그림자가 생

기는 부분이나, 혹은 광원과 평행한 면(예: 겨드랑이, 밑

위, 소매 하단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머리와 어깨의

상단 평면부)에서는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데이터가 손실된 주변 부위의 인체 곡률에

기초하여 손실된 부분의 형상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휴대용 고해상도 스캐

너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동안 정확한 캡처와 측정이 불

가능했던 이러한 부위의 스캔이 가능해져, 앞으로 보다

정확한 인체의 3D 측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소형 스캐너의 발달은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의

류, 장애인을 위한 의류 제품, 방호복 등 인체의 활동성

에 사이즈 변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기능성 의류의

패턴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I. 3D 모션캡쳐 테크놀로지

1. 의류 디자인 평가 적용사례: 의복과 신체의 상

호작용에 대한 이해

인체를 보호하고 인체 움직임을 최적화시키는 것은 의

복의 중요한 기능적인 측면 중 하나이다. 특히, 편안한

움직임이 착용자의 만족감과 건강, 안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스포츠의류 및 방호복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동작 관련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이용되

어 왔다. 인터뷰 또는 설문을 통해 특정한 동작 시에 발

생할 수 있는 동작의 제약, 불편함 등을 점수화하여 비

교하기도 하고, 또는 사진이나 비디오 판단을 통해 의복

의 디자인이 착용자의 움직임에 미치는 변화를 평가하

기도 한다. 무게와 부피가 착용자의 움직임에 보다 큰 제

약을 줄 수 있는 군복 및 관련 군장비 디자인의 평가에

서는 특정 동작 및 작업의 성패 여부 또는 동작완료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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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소방복 및 군경용 방탄복 등은 요구되는 보호 기능을 중

점으로 디자인되어, 다양한 특수소재들의 사용으로 대

개 무겁고, 부피가 크고, 또 열과 땀배출이 용이하지 않

아, 착용자의 쾌적성을 저하시키고, 동작을 제한하여, 장

시간 착용 시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증

가된 의복의 무게와 부피는 착용자의 동작을 둔하게 하

고 각 관절의 동작범위를 감소시키거나, 또한 비정상적

인 걸음걸이나 불편한 자세, 근골격계 부상이나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 관련 기능성에 대한

의류 디자인 평가방법 중 최근에는, 3D 모션캡쳐 기술

(Motion capture technology)을 이용하여, 생체역학 데이

터(예: 동작각도 및 속도, 운동 가속도, 질량 중심 이동 추

이 분석 등)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의복의 디자인 및 특

성이 인체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

시도되어왔다. 이러한 모션캡쳐 기술은 주로 걸음걸이

분석(Gait analysis), 스포츠 및 운동 재활치료, 운동 평가

및 트레이닝,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등에 사용되어 왔

으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방호복 및 스포츠 의

류 디자인 평가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3D 모션캡

쳐 기술은 착용자의 주관적 답변에 의존하는 설문이나

인터뷰보다,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를 가능

케 하며, 실제로 착용자에게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는 동

작을 그대로 반복재현한 후, 의복이 인체의 움직임에 미

치는 영향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D 모션캡쳐 기술은 일반적으로 마커기반 시스템(Op-

tical marker-based system)과 가속측정기반 시스템 즉, In-

ertial Measurement Unit(IMU)-based system으로 분류된

다. 마커기반 방식은 측정을 원하는 부위의 주요 관절

에 원형의 재귀반사소재가 코팅된 마커나 자체 발광형

LED 마커를 부착한 후, 측정 공간에 설치된 다수의 적외

선 카메라를 통해 인체에 부착된 마카의 움직임을 3차

원 공간에서 추적 녹화하여, 이를 통해 생체역학 데이터

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마커의 부착을 달리하는 등 개별적으로 최

적화시킨 자료수집이 용이하며, IMU 방식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정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Lloréns et al.,

2015). 그러나, 광학적 반응에 의한 마커 의식에 의존하

므로 주변 환경 및 인접 마커로 인해 발생하는 그림자,

빛 반사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미세한 움

직임 또는 고속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적

외선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의

추적과 편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체 움직임 측정

을 위해서는 마커가 인체에 직접 부착되어야 하므로 대

부분의 측정은 최소한의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마커 위에는 어떠한 의복이 입혀질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마커기반 시스템은 주로 인체의 동작

자체를 측정하거나, 혹은 스포츠브라와 같이 인체와 밀

착된 의복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예: 마커기반 시스템은 주로 스포츠브라의 움

직임 방지 기능, 혹은 특정 스포츠동작의 분석 및 평가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Sohn and Bye(2014)

는 이와 같은 마커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팔과 어깨의

움직임에 따른 상체의 주요 부위 치수 변화를 측정하여,

이를 의복의 여유분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Fig.

4). 해당 연구에서 팔의 회전 시 어깨 관절과 어깨뼈의 움

직임에 따라, 어깨 폭(Shoulder width), 뒤품(Back width),

뒤 겨드랑이(Back arc at the armpit) 등의 증감이 가장 크

게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이를 패턴제작 시 여유분 결정

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ark et al.(2011, 2013, 2014a, 2014b)은 방탄의 무

게 및 무게 분포가 군인의 걸음걸이 및 하체 관절에 미치

는 영향을 마커기반 모션캡쳐(Marker-based motion cap-

ture)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 5). 이 연구에서는

방탄복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골반의 회전(Pelvic rot-

ation)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군인의 보행 시 다리의 보

폭을 감소시키며, 또 골반 후경사 운동(Pelvic tilt)이 증가

하여 상체를 앞으로 구부림에 따라 만성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방탄복의 무게가 증가하더라

도 무게를 좌우, 앞뒤에 균일하게 분산시킬 경우에는 근

골격계에 무리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가속측정 IMU 기반 모션캡쳐 시스템(IMU-based mo-

tion capture system)은 가속도 센서(Inertial sensor)와 자

이로센서(Gyrosensor)를 통해 인체의 각 부분의 움직임

을 측정하며, 시각/광학적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복이 센서를 가리는 여부와 관계없이 인체 동작의 측

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환경의 전자기장에 민감하

여 강한 전자기장 또는 금속물체와 인접한 공간에서는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Lloréns

et al., 2015). Park et al.(in print)은 IMU 기반 모션캡쳐

시스템을 이용하여 남녀 소방관의 보행 시 동작각도를

측정하였으며, 소방복과 산소탱크의 착용이 소방관들의

하체의 동작각도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

다(Fig. 6).

특히 발목과 발볼에서의 전후 회전운동(Flexion-ex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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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의 감소가 소방복과 산소통, 고무 소방화 착용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보행 시 Center of pressure(보

행 시 지면과 접촉하는 발에 형성되는 무게 균형의 중심

점)의 자연스런 좌우(Medial-lateral excursion)/전후(An-

terior-posterior excursion) 운동 폭과 속도를 감속시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소방화의 굽힘유연

도(Longitudinal flexibility)가 떨어질수록 더욱 두드러졌

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발목 관절에 무리를 일으키고

균형감각을 제한하여,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갑작

스런 미끄러짐이나 지면 상황의 변화에 반응해야 할 경

우, 골절 및 탈구 등의 하체의 근골격계 부상을 일으키

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ark et al., 2015b).

발목과 발볼에서의 동작각도의 급격한 감소는 소방화

를 착용한 여성 소방관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Q angle(측면 골반과 슬개골을 있는

대퇴부의 연결각도)이 남성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에 따

라 동일한 디자인과 소재의 소방화를 착용한 경우, 동일

한 외부자극(예를 들어 갑작스런 미끄러짐, 물리적 충돌,

지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의 보행 등)에 대해서 여성

소방관의 하지 근골격계에 미치는 물리적 부담이 더 크

Fig. 4. Use of a marker-based motion capture technology to understand body surface change.

From Sohn and Bye. (2014). p. 176.

Fig. 5. Use of 3D motion capture technology to evaluate impact of garment weight and weight distribution.

From Park et al. (2011).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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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여성 소방관의 하지 부상의 위험도가 남성

소방관보다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Park et al., 2015a).

2. 최근 연구개발 동향

모션캡쳐 테크놀로지의 최근 연구동향은 Google Scho-

lar Search Engine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게재된 저널논문 중 “motion capture”, “cloth-

ing”, “wearable”이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확인된 265개

의 연구논문의 초록을 1차 검토하여, 본 기술논문의 취

지에 부합하는 개연성이 높은 75개의 논문을 발췌 후, 해

당 논문의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여 <Fig. 7>과 같

이 요약하였다.

모션캡쳐 기술을 보다 유용한 최종 application을 개발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총 47개의 연구들이 검색되었다. 이

러한 주제의 논문들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세부 방향

의 연구로 분류되었다: 사용자를 위한 건강관리(Health-

care: n=21), 신체 기능의 강화 및 보완(Enhancing hum-

Fig. 6. Use of IMU-based motion capture system to evaluate impact of firegear on firefighters' mobility and injuries.

Fig. 7. Research trends in 3D motion capture technology (20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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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performance: n=12), 보안 및 안전(Security and Safety:

n=4), 에너지 수집(Energy harvesting: n=3).

건강관리부분에서는 모션캡쳐를 통한 걸음걸이 분석

을 통해 파킨슨병의 진단 및 재활을 돕거나(Cancela et

al., 2014; Del Din et al., 2016; Schlachetzki et al., 2017;

Suzuki et al, 2017; Yang et al., 2016), 부상 및 사고로부

터의 재활치료(Esfahani et al., 2017; Kelly et al., 2013;

Papi et al., 2015), 특정 관절의 잘못된 자세를 진단 및 교

정하는 장갑 또는 의복 형태의 의료 데이터 기구, 노년

층을 위한 입을 수 있는 낙상방지 의료 도구, 원거리 의

료 모니터 및 원거리 재활치료 의복 등 사용자를 위한 실

시간 자세, 동작피드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모션캡쳐 기술이 신체에 부

착 가능한 의복 형태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 실

험실 또는 영상 스튜디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

던 모션캡쳐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자의 건강관

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까운 미래

에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 기능의 강화 및 보완을 주제로 다룬 15개 논문

에는, 가상 현실 공간에서의 게임웨어로서 사용자의 동

작을 실시간으로 가상 현실에 반영하거나(Dayrit et al.,

2017; Rhodin et al., 2016; Sridhar & Sowmya, 2011;

Zhou et al., 2016), 또는 스키, 단거리 경주, 그리고 자세

와 동작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각종 스포츠종목의 효육

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착용 가능한 형태의 모션캡쳐 시

스템 등이 제안되었다(Fasel et al., 2017; Fukuchi et al.,

2017; Harle et al., 2012; Marin-Perianu et al., 2013). 또한

음파(Sonar) 또는 적외선(Infrared)를 투사하여 사용자의

주변에 있는 물체의 크기, 움직임 정도를 예측하여 시

각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시스템도 제안되었다(Bahadir

et al., 2012; Hesch & Roumeliotis, 2010; Khoo et al.,

2013).

보안 및 안전을 주제로 한 논문들에는 가속도 센서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한 동작데이터를 기초로 위험한 공

간에서 업무를 하는 작업자의 안전 및 동작효율성을 확

인하거나(Joshua & Varghese, 2014), 또는 건물 내의 특

정 그룹의 움직임과 안전 여부를 모니터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별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노년층 또는 아동층의 진료 및 안전을 위한 도구

로서 병원이나 관련 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에너지 수집과 관련된 3개의 연구논문은 하체

의 주요 관절부위에 가속도 센서와 소형 충전 기기(Ther-

maoelectric generator)를 부착하여 보행 시 발생하는 신

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도가 제

시되었다(Bhatnagar & Owende, 2015; Proto et al., 2016;

Xu et al., 2013).

이외에 21개의 신기술 개발(New technologies)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최근의 휴대용 카메라 기술 및 소형 센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휴대 또는 착용이 간편하고, 공간

의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한 의복 형태의 모션캡쳐 기술

개발을 다루고 있었으며, 이중 일부의 논문(Cima, 2014;

Dunne, 2010; Esfahani et al., 2016; Lee et al., 2014; Liu

et al., 2016; Shyr et al., 2014)에서는 광섬유(Optic fiber)

또는 유연성이 있는 섬유 소재에 도전(Conductive) 물질

을 스크린 프린트하여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tensile/com-

pressive strain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의 섬유 형태의 모

션센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소형화된 센서

또는 섬유 형태의 웨어러블 모션센서가 의복의 형태로

개발됨에 따라, 의복에 부착된 센서의 이격 등 섬유 소재

에 부착된 센서가 실제 인체의 움직임 측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Technical challenges),

센서 부착 위치 선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확

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Amini

et al., 2011; Michael & Howard, 2016, 2017; Mulyadi et

al., 2017).

IV. 3D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맞음새 체계의 표준화

1. 의류 CAD 시스템을 통한 전산화의 장점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Computer Aided Des-

ign(CAD) 기술은 의류 제품 생산의 자동화 및 생산 기간

단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의류 업계와 학계에

서 널리 상용화된 의류 CAD 시스템으로는 Modaris 3D

Fit(Lectra), VstitcherTM(Browzwear), 3D Suite(OptiTex),

Clo3D(CLO Virtual Fashion Inc.) 등이 있으며, 의류 CAD

시스템의 기능에는, Digitizing(패턴의 전자파일화), 패턴

변형, 마커 메이킹(Marker making), 가상 봉제와 맞음새

평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자

동 마커 메이킹은 스타일 및 사이즈별로 크고 작은 패

턴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재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사

용 원단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 원가 절감에 기

여도가 높고, 이러한 자동화된 마커 메이킹을 숙련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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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사들이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작업방식에 효율

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의류 업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원단을 사용하는 스포츠의류,

방호복, 그리고 유명 패션 잡화 브랜드에서는 CAD 시스

템을 이용한 최적화된 마커 사용으로 원자재 손실을 줄

임으로써 발생하는 부가적 이익은 더욱 크다. 이러한 패

션 CAD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중 3D 가상 맞음새 시

뮬레이션(Virtual fit simulation)은 지난 10여년간 급속도

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해외의 대형 의류 유통

업체 및 브랜드, Target, Kohl's, Nike 그리고 JCPenney

등에서는 Optitex나 이와 유사한 CAD 시스템을 이용한

3D 가상 맞음새 시뮬레이션을 제품개발의 단계에 이미

도입하였다.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과 온라인 쇼

핑이 대세가 된 현재의 의류산업 구조에서 현지 공장과

의사소통을 통해, 제품개발 및 생산을 주관하는 테크니

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er)들의 직무 중 가장 중요

한 것 중의 하나는 맞음새와 사이즈 평가 및 이에 관련

한 패턴수정 및 완제품 품질관리이다. 그러나 언어와 시

간대가 다른 해외 공장과 맞음새와 패턴에 대한 의사소

통을 인터넷 회의 또는 이메일 등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동일

제품의 맞음새와 사이즈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피팅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Op-

titex나 3D CLO 등이 제공하는 실제 모델 사이즈에 기초

한 아바타 제작, 실시간 2D 패턴-3D 가상 봉제된 의복

의 양방향 전환, 3D 가상 재봉(Virtual sewing) 및 맞음새

시뮬레이션 기능은,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보다 쉽게 맞

음새 및 사이즈 문제를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공장

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어, 일부의 대형 의류 유통 업체 및 브랜드가 이미

생산 현장에서 도입하였다. 보통 새로운 디자인을 해외

공장 또는 In-house sample maker가 생산하여, 본 생산

직전의 최종 시제품을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디

자인의 복잡성, 기술적 난이도 및 생산 업체의 노하우에

따라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8주까지 소요되는데, 많

은 경우, 맞음새와 사이즈가 이러한 시제품 개발 과정에

서 대부분의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3D 가상 시뮬레

이션 기능은 이러한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원단 및 부

자재 사용, 디자이너와 Sample maker가 실제 원단 및 부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상 봉제와 맞음새 시뮬레이

션 과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과 맞음새를

미리 예측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 피

팅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상에서 아바타의 사이

즈를 변형함으로써, 각 브랜드의 사이즈별로 표준화시

킨 아바타를 사용함에 따라 맞음새와 사이즈 평가 시 보

다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의사소통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가상

재봉과 맞음새 시뮬레이션은 실제 원단과 부자재 사용

을 감소시키고, 잦은 샘플개발 및 수정, 디자이너와 해외

공장 간의 배달소요(통상 Fedex나 UPS 등 고가의 국제

항공운송에 의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제품개발 과정

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

러한 친환경적 의류 제품개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Le-

wis et al.(2017)은 미국 등 의류 제품 시장이 크고, 소비

가 많은 국가에서 상당량의 중고 의류가 현지에서 재활

용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들로 수출되어 얼마간의 시

간이 경과된 후에 결국 쓰레기 매립지로 이동하는 패턴

에 주목하고, 이러한 중고 의류를 새로운 의류 제품으로

재디자인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사이즈가 큰 중고 남성 의류를 활요하여, 여성을 위한

비지니스 정장 스커트, 조끼, 자켓 등으로 재디자인하되,

충분한 원자재 확보가 가능한 동일한 중고 제품스타일

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여성 의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

을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생산 물량

의 사전 예측을 위해, 원재료로 이용되는 중고 의류의 각

부분을 분해 후 3D apparel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

지타이징한 후, 이를 새롭게 디자인한 각 패턴과 사이즈

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의 패턴의 적합성과 생

산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Fig. 8).

2. 향후 발전방향

Lee et al.(2013)는 72명의 테크니컬 디자이너와의 심

층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이러한 가상 맞음새 시뮬레

이션이 현장의 디자이너에게 간접적인 도움은 줄 수 있

지만, 아직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이러한 접근이 또 하

나의 부가적인 업무,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숙련한

후에야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한, 여전히 실제 사이즈의

실물을 보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업무를 근본적으로 대

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복잡한 디자인

또는 Multi-layered structure(예: 주름, 개더, 안감, 컬러가

있는 네크라인 및 심지 사용 등) 등에는 3D 소프트웨어

를 통한 가상 봉제 및 렌더링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

며, 시뮬레이션된 결과물도 실제 제작된 샘플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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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실물 원단의 물리적 특성

(두께감, 광택 및 표면 특성, 컬러, 스트레치, Drapery 등)

과 프린트 패턴 등의 실물과 유사한 수준의 렌더링이 어

렵고, Grading 및 이에 따른 치수별 맞음새 평가에서도

테크니컬 디자이너에게 시간 및 노력을 절감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ee and Park(2017)은

기본형 원피스를 니트와 우븐 원단을 통해 실물 제작 및

3D 가상으로 제작하여 17명의 의류 전공 대학원생, 4명

의 의류학과 교수, 14명의 업계 경력 6년 이상의 테크니

컬 디자이너에게 평가하게 한 후, 현장 평가와 3D 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가상 맞음새 평가를 했을 경우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의 가상 맞음새 시뮬

레이션 기술이 시제품의 전체적인 모양, 길이, Tightness/

looseness, positioning의 평가에는 도움이 되나, 원단의

특성 및 봉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맞음새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예를 들어, 봉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Hik-

ing, draglines, gapping, puckering, roll out 등의 문제들은

실제 제작된 샘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3D 가상 시

뮬레이션된 가상 의류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 이러

한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단순 봉제, 단순 디자인

의 제품의 맞음새의 일차 평가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

을 권하고 있다. 또한 사용되는 소재의 데이터 베이스가

충분치 않아, 실제로 사용하는 원단의 물리적인 성질(예:

두께, 스트레치, Drapery 등)을 정확하게 구현하기가 어

렵다는 제한점도 지적되었다.

최근에는 3차원 아바타 위에 직접 패턴을 그리거나

여러 점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하는3D to

2D 평면화(Flattening) 기능이 추가되어(예: CLO3D, Op-

titex), 인체에 밀착되는 스포츠웨어나 언더웨어 등의 패

턴디자인이 더욱 용이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화 기

술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논문에서는, 복잡한 곡률이 교

차되는 겨드랑이나 밑위 부분에서의 패턴은 실제로 현

장에서 원단 폭이 정해진 조건 하에 마름질 및 봉제가

어려운 형태의 비효율적 패턴이 제작되며, 결국 디자이

너가 기본 원형 디자인을 이용하여, 재차 패턴을 수정해

야 하는 소요가 빈번히 발생하며, 또한 여유분(Ease)을

적절히 패턴에 반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부족하여, 3D flattening 기능의 이용은, 단순 디자인 Sin-

gle layer의 인체 밀착형 디자인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

을 권하고 있다(Huang et al., 2012).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인체 계측 및 인체와 의복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3D techno-

Fig. 8. Use of Apparel CAD system to estimate production of small items.

From Lewis et al. (2017).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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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y를 다루었으며, 또한 소개된 각 기술의 장점, 현 상

태에서 보여지는 기술적인 제한점, 그리고 최근 발달동

향 등을 간략히 서술하여 향후 연구에 참고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류 시장 및

디자인 교육 환경에서, 고객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의류 제품디자인, 시제품 개발, 평가 등에 2D/3D CAD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3D 맞음새 시뮬레이션, 3D

바디스캔, 그리고 3D 모션캡쳐 시스템 등이 다양한 형

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디자인과 생

산 과정 및 교육 현장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개별화된 고

객의 수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하

며, 빠르고 적중도 높은 시제품 개발 및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3D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방식이, 디자이너와 생산 업

체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중시되던 전통적인 의류

생산 현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의류 제품으로서의

대량 생산을 위해 어떻게 최적화될 것인지를 위해 필요

한 세부 과제들은 추후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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