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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AD system을 활용한 여성재킷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imulation of women’s Jacket using 3D CAD system

곽연신

Younsin, Kwak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재킷의 실제착의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된 가상착의 A, B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가상착의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기본 사이즈 재킷을 입은 표준

사이즈의 피험자 사진을 찍고, 피험자 인체사이즈의 아바타에게 재킷을 가상 착의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여성 재킷

고객 20명에게 이미지를 제시 한 후 설문 조사 방법으로 외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외관 평가에서 실제 재킷과 가

상 재킷 A간의 일치정도를 비교했고, 실제 재킷과 가상 재킷 B간의 일치정도를 비교했다. 그 후 실제착의/가상착의

A와 실제착의/가상착의 B간의 외관 평가 차이를 t-test하였다. 그 결과 원단에 대한 1개 항목, 앞면에 대한 9개 항

목, 옆면에 대한 3개 항목, 뒷면에 대한 6개 항목에서 외관 평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주요어 : 3차원 아바타, 실제착의, 가상착의, 외관평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s for 3D garment simulation system by 
comparison with the difference between real garment and 3D garment simulation A, B of women's jacket. The 
process of the study was to take pictures on the standard sized subject wearing the jacket of basic size, to get 
a avatar from body sizes of the subject, and to obtain images of 3D garment simulation on the avatar. The 
appearance evaluation was resulted by the method of a questionnaire survey after presenting the images to 20 
members of women's jacket customer. On that appearance evaluation,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f same 
degree between the real garment and the Virtual garment A in women's jacket. And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f same degree between the real garment and the Virtual garment B in women's jacket. It was done 
t-test for difference in appearance evaluation between real garment/virtual garment A and Real garment/virtual 
garment B. There were the differences on 4 areas: 1 question on the fabric, 9 questions on the front, 3 
questions on the side, and 6 questions on the back.  

Key words :  3D avatar, real garment, 3D garment simulation, appear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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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패션업계는 산업 패

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술 도입을 시도하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산

업적 결과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상호작용적인

융합 소프트웨어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1] 그 중에서

의복의 3D 시뮬레이션 기술은 디자인 개발과 생산, 유



A study on simulation of women’s Jacket using 3D CAD system

- 192 -

통에 활용되어 시간 단축과 자원 절약을 가능하게 해준

다. 따라서 이 기술은 생산기지와 유통체계의 다각화로

인한 생산관리시스템 표준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패션

기업과 다국적 사이버 쇼핑몰업체에 적극 도입되고 있

다. 한국에서도 2D 패턴, 3D 의상샘플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3D 가상샘플을 만들어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한국 디쓰리디社가 대표

적이다[2].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D CAD 시스템 중 해

외에서 개발된 것으로는 Optitex의 3DRunway(이스라

엘), Lectra의 3Dfit(프랑스), TECHNOA의 i-Designer

(일본) 등의 제품이 있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은

CLO 3D, DC Suite, Narcis 등이 있다. 3D 가상착의 시

스템이 의류상품기획과 전자상거래상의 상품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상착의상태 결과물이

보다 명확하고 실제착의에 근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3].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Park,

Y., & Choi Y. (2013)는 무대의상이 디지털 클로딩되었

을 때 얼마나 현실감 있고 정확하게 표현되는지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물이 실제 의상과 별다른 차이

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일치되었다고 하였다[4]. Lee,

H., & Hong, K. (2017)는 3D 가상착의에서 일반적인

소재특성이 실제스커트 외관을 충분히 표현하는지 알

아보는 연구 결과 cotton gabardine과 wool twill이 가

장 유사하게 표현되었다고 하였다[5]. Lee, S., Choi, K.,

& Kim, J. (201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웨딩드레

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물의상과 비교한 결과 실루엣

이나 주름표현 등에서는 우수한 반면 코사지나 입체적

인 장식물, 광택 소재나 이중소재의 표현 등에서는 다

소 미흡하다고 하였다[6]. Chang, H., & Lee, J. (2017)

는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복의 소재형태

를 재현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실제와 가상 소재의복

의 형태에는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었지만 가상소재

의복의 경우 노드(Node)의 구부러진 형상을 실제와 같

이 세밀하게 재현해 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고 하였다[7].

실제 의복 착의 상태와 한 개의 3D 시뮬레이션 시스

템의 결과물을 비교하는 논문은 소수 있으나 두 개의

3D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실제 의복을 비교한 논문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되어 국내 시장

에서 판매 되고 있는 다수의 의복 3D 시뮬레이션 시스

템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 실제 착의와 가상 착의 두

개 시스템 간의 외관을 평가 한 뒤 그 평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복 3D 시뮬

레이션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여 의

복 3D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활용에 기폭제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20대 여성의 정장 재킷에 대한 실

제착의와 가상착의A,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를

패션의 소비 주체인 20대 여성 집단이 검증함으로써

3D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제 의류제품 개발 업무에

활용 가능케 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에 사용된 3D 가상착의 시스템은 국내에서 개발된 가

상착의 시스템 A와 해외에서 개발된 가상착의 시스템

B이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여성 재킷에 대한 외관평가에 있어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

착의B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 간의 평가 차이가 있는가.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피험자 선정 및 신체 사이즈 계측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시한 표준 사이즈[8]의 20대 초

반 여성을 피험자로 선정한 후 가상착의 시스템 A와

가상착의 시스템 B의 아바타 사이징 항목에 맞추어 피

험자의 신체 치수를 계측하였다. 아바타 사이징 항목과

피험자 신체 치수는 Table 1과 같다.

표 1. 인체 계측 항목

Table 1. Human Body Measurement Items unit: cm

높이 둘레

신장

뒤목점까지높이

허리까지 높이

엉덩이까지높이

등길이는 자동계산

166

140

104

84

36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허벅지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80

60

87

25

20

21.5

14

47

34.8

33

21

길이

어깨길이

팔길이

위팔길이

앞품

뒤품

발길이

39

52.5

29

33

3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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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재킷 실물 제작 및 실제착의 사진 촬영

기본 사이즈 재킷 패턴으로 광목 소재의 재킷을 실

제 제작하여 피험자에게 착장시킨 후 앞면, 옆면, 뒷면

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 때 착장자의 시선과 팔

모양, 팔의 각도를 제한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3. 3D 아바타 생성 및 재킷 가상착의 이미지 저장

가상착의 시스템 A와, 가상착의 시스템 B에서 제공

하는 기본 아바타를 불러온 후 피험자의 인체계측 정보

를 입력하여 아바타의 치수를 수정함으로써 피험자의

가상 인체인 3D 아바타를 시스템 A와 시스템 B에 각

각 제작하였다. 2차원 패턴 CAD 시스템에서 제도한 재

킷 패턴을 DXF 파일로 변환시킨 후 가상착의 시스템

A와, 가상착의 시스템 B에서 불러들여 가상 봉제하여

각 시스템의 아바타에게 착장시켰다. 그 후 가상착의

상태의 앞면, 옆면, 뒷면 이미지를 저장하였다. 시뮬레

이션 된 가상 착의 아바타의 포즈는 실제 착의 촬영 상

태에서의 포즈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이 때 소재의 물

성은 최대한 실제 물성과 같게 표현하였다.

4. 착의 상태 외관 차이 평가

20대 여성의 정장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A 간의 외관 일치정도를 평가하였고, 또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단은

패션을 전공한 20대 초반 여성 31명으로 20대 정장 재

킷의 실제 소비 주체이다. 실제착의와 각 가상착의 간

의 외관 일치정도에 대한 평가문항은 소재 외관 2문항,

앞면 외관 13문항, 옆면 외관 9문항, 뒷면 외관 7문항으

로 총 31문항이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의 외관에

차이가 없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매우 차이가 없음’을 5

점으로 하고 ‘매우 차이가 있음’을 1점으로 한 5점 척도

로 평가하였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가상착의B의 앞

면, 옆면, 뒷면 이미지는Table 2에 나타내었다.

5. 자료 분석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 간의

평가 차이가 있는지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t-test 분

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 사상착의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가상착의 시스템의 기능 향상을 위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2.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A, B 이미지

Table 2. Images of Real Garment and 3D Garment

Simulation A, B

앞면 옆면 뒷면

실

제

착

의

가

상

착

의

A

가

상

착

의

B

Ⅲ. 연구 결과

1.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도 평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도 평가 결과

를 점수 순으로 배열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옆소

매앞뒤군주름, 소매앞뒤진동군주름 등 소매의 주름 표

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바타의 어깨 경

사가 실제 피험자의 어깨 경사와 달라 소매의 군주름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칼라뉘임,

칼라전체외관, 칼라라펠꺾임, 옆칼라뉘임, 칼라라펠크기

등 칼라 표현이 미흡하였다. 칼라의 뉘임 표현이 다르

게 된 것은 아바타의 목너비가 피험자의 목너비와 다르

고 소재의 경직도가 달라 가상착의의 칼라가 몸판에 더

누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칼라의 바른 표현

을 위해서는 아바타의 목너비 치수 지정이 가능해야 한

다. 뒷면외관, 뒤품여분 등 뒷부분 표현이 미흡한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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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바타의 가슴 볼륨이 피험자와 달라서 가슴 쪽으로

재킷이 당겨져 뒤 여분이 앞으로 이동하여 생긴 현상이

다. 앞밑단선, 앞진동둘레선의 표현은 3점을 넘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제착의와가상착의A 간의외관일치도평가-점수순배열
Table 3. Appearance Same Degree Evaluation between
Real Garment and Virtual Garment A - Sort by Score

구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간의
외관 일치도 평가

평균 표준편차

옆면 1 옆소매앞군주름 1.97 0.795

옆면 2 옆소매뒤군주름 1.97 0.836

앞면 3 칼라뉘임 2.06 0.772

뒷면 4 뒷면외관 2.1 0.944

뒷면 5 소매뒤진동군주름 2.13 0.846

원단 6 원단 부드러움 2.16 0.638

앞면 7 앞가슴여분 2.16 0.969

뒷면 8 뒤품여분 2.23 0.956

원단 9 원단의두께 2.32 0.702

앞면 10 앞면외관 2.32 0.909

앞면 11 칼라전체외관 2.35 1.142

앞면 12 소매전체외관 2.35 0.877

앞면 13 소매앞진동군주름 2.35 0.877

뒷면 14 뒤가슴여분 2.35 0.877

앞면 15 칼라라펠꺾임 2.39 0.715

뒷면 16 뒤어깨놓임 2.39 0.803

옆면 17 옆칼라뉘임 2.45 0.723

앞면 18 칼라라펠크기 2.48 1.029

옆면 19 옆가슴둘레여분 2.48 0.851

뒷면 20 뒤진동둘레 2.48 0.962

옆면 21 앞처짐 2.58 0.923

뒷면 22 뒤밑단선 2.61 0.919

앞면 23 앞품여분 2.68 0.702

앞면 24 고지라인위치 2.68 0.871

옆면 25 옆진동둘레선외관 2.71 0.864

옆면 26 옆밑단선 2.77 0.884

옆면 27 옆면외관 2.87 0.922

옆면 28 옆뒤허리선여분 2.9 0.944

앞면 29 어깨 2.97 0.912

앞면 30 앞밑단선 3.16 0.86

앞면 31 앞진동둘레선 3.23 0.884

2.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도 평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도 평가 결과

를 점수 순으로 배열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칼라

라펠크기, 칼라전체외관, 고지라인위치, 칼라라펠꺾임,

옆칼라뉘임, 칼라뉘임, 등 칼라 표현이 미흡였하다. 이

는 소재의 경직도가 달라 가상착의의 칼라가 꺾이는 부

분이 부드럽게 굴려 꺾어지게 표현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옆가슴둘레여분, 옆뒤허리선여분, 옆

면외관의 표현이 미흡하였다. 어깨, 뒤진동둘레, 뒤가슴

여분 표현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피험자의 가슴 볼륨과 아바타의 가슴 볼륨이 유사하

게 표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소매의 여유분과

소매의 주름 등 소매 외관 표현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피험자와 아바타의 어깨 경사, 팔둘레 치수가

유사하게 표현되어 나타난 결과다.

표 4. 실제착의와가상착의B 간의외관일치도평가-점수순배열
Table 4. Appearance Same Degree Evaluation between
Real Garment and Virtual Garment B - Sort by Score

구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간의
외관 일치도 평가

평균 표준편차

앞면 1 칼라라펠크기 1.87 0.763

앞면 2 앞밑단선 2.06 0.892

앞면 3 칼라전체외관 2.19 0.98

앞면 4 고지라인위치 2.19 0.946

옆면 5 옆가슴둘레여분 2.23 0.92

옆면 6 옆뒤허리선여분 2.23 0.845

앞면 7 칼라라펠꺾임 2.39 0.803

옆면 8 옆면외관 2.45 1.028

뒷면 9 뒤밑단선 2.48 0.89

원단 10 원단 부드러움 2.52 0.926

옆면 11 옆칼라뉘임 2.71 0.938

원단 12 원단의두께 2.77 0.805

옆면 13 앞처짐 2.81 0.91

앞면 14 앞면외관 2.84 1.036

앞면 15 칼라뉘임 2.87 0.806

옆면 16 옆진동둘레선외관 2.87 0.885

옆면 17 옆밑단선 2.9 0.87

뒷면 18 소매뒤진동군주름 2.94 1.153

앞면 19 앞품여분 3 0.816

뒷면 20 뒷면외관 3 0.931

뒷면 21 뒤품여분 3 0.856

앞면 22 소매전체외관 3.06 0.998

옆면 23 옆소매앞군주름 3.1 0.944

옆면 24 옆소매뒤군주름 3.13 0.957

앞면 25 앞진동둘레선 3.29 0.824

앞면 26 앞가슴여분 3.32 0.871

앞면 27 소매앞진동군주름 3.42 0.886

뒷면 28 뒤어깨놓임 3.48 0.926

앞면 29 어깨 3.52 0.724

뒷면 30 뒤진동둘레 3.58 0.848

뒷면 31 뒤가슴여분 3.61 0.715

3. 두 평가의 차이 비교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정도 평가 간의

평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

성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일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일치정도 평가 간

의 평가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소매의 형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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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상착의A와 가상착의B 간의 평가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며 가상착의B에서 점수가 높았다. 앞밑단선, 고지

라인위치, 칼라라펠크기, 옆뒤허리선여분 표현은 가상

착의A에서 더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전체외관,

소매앞진동군주름, 옆소매앞뒤군주름 등 소매 표현과

뒷면외관, 뒤어깨놓임, 뒤진동둘레, 뒤품여분, 앞뒤가슴

여분 등 뒷면 표현 그리고 칼라뉘임은 가상착의A에서

더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와 가상착의의 유사정도 점수가 낮은 항목은

칼라에 대한 항목이다. 이는 칼라가 목을 따라 세워지

는 칼라 세움분의 표현이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로 개선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아바타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앞단선과 뒤단선 표현이다. 아바타의 숙이고 젖

히는 자세 표현이 가능해진다면 실사와 가상착의의 표

현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아바타 치수

설정이 가능해진다면 실사와 가상착의의 유사 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물성

이 실제 소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Ⅳ. 결 론

패션산업에서의 IT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패턴 CAD와 디자인 CAD를 사용하여 의류제품의 기획

과 생산 과정의 시간적, 인적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

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류제품의 실제

구매자인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착의와 가상

착의의 외관 일치정도에 대해 확인하고 외관 일치도가

미흡한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

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외관 일치 정도는 소

매와 칼라 표현에서 미흡하였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외관 일치 정도는 칼라

와 옆면의 모습 표현에서 미흡하였다.

-여성 재킷에 대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 간의 일

치정도 평가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 간의 일치정도

평가 간의 평가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소매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상착의A와 가상착의B 간의 평가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의류 매장이나 온

라인 쇼핑몰 등의 마케팅 및 소재기획을 포함한 섬유・
패션 분야에서의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활용도

가 높아져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

다. 또한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로 패션

쇼에 활용할 수 있으며 패션쇼 전문 스텝 양성을 위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교육내용의 지침으로도 활용 가

능하다.

표 5. 실제착의/가상착의A와실제착의/가상착의B간의외관평가차이
Table 5. Difference in Appearance Evaluation between Real
Garment/Virtual Garment A and Real Garment/Virtual Garment B

구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A간
외관일치도
평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B간
외관일치도
평가 t

유

의

확

률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원

단

1 원단두께 2.32 .702 2.77 .805 -2.355* .022

2 원단부드러움 2.16 .638 2.52 .926 -1.757 .084

앞

면

3 앞면외관 2.32 .909 2.84 1.036 -2.085* .041

4 어깨 2.97 .912 3.52 .724 -2.621* .011

5 앞진동둘레선 3.23 .884 3.29 .824 -.297 .767

6 앞밑단선 3.16 .860 2.06 .892 4.928*** .000

7 앞품여분 2.68 .702 3.00 .816 -1.668 .100

8 앞가슴여분 2.16 .969 3.32 .871 -4.961*** .000

9 칼라전체외관 2.35 1.142 2.19 .980 .597 .553

10 고지라인위치 2.68 .871 2.19 .946 2.095* .040

11 칼라라펠크기 2.48 1.029 1.87 .763 2.664* .010

12 칼라뉘임 2.06 .772 2.87 .806 -4.024*** .000

13 칼라라펠꺾임 2.39 .715 2.39 .803 .000 1.000

14 소매전체외관 2.35 .877 3.06 .998 -2.974** .004

15 소매앞진동군주름 2.35 .877 3.42 .886 -4.753*** .000

옆

면

16 옆면외관 2.87 .922 2.45 1.028 1.692 .096

17 옆진동둘레선외관 2.71 .864 2.87 .885 -.726 .471

18 옆밑단선 2.77 .884 2.90 .870 -.579 .565

19 앞처짐 2.58 .923 2.81 .910 -.970 .336

20 옆가슴둘레여분 2.48 .851 2.23 .920 1.146 .256

21 옆뒤허리선여분 2.90 .944 2.23 .845 2.978** .004

22 옆칼라뉘임 2.45 .723 2.71 .938 -1.213 .230

23 옆소매앞군주름 1.97 .795 3.10 .944 -5.094*** .000

24 옆소매뒤군주름 1.97 .836 3.13 .957 -5.088*** .000

뒷

면

25 뒷면외관 2.10 .944 3.00 .931 -3.794*** .000

26 뒤어깨놓임 2.39 .803 3.48 .926 -4.981*** .000

27 뒤진동둘레 2.48 .962 3.58 .848 -4.764*** .000

28 뒤밑단선 2.61 .919 2.48 .890 .562 .576

29 뒤품여분 2.23 .956 3.00 .856 -3.358** .001

30 뒤가슴여분 2.35 .877 3.61 .715 -6.187*** .000

31 소매뒤진동군주름 2.13 .846 2.94 1.153 -3.140** .003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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