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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중국 시장 확대가 가

속화되면서 고소비층을 겨냥한 명품 브랜드뿐만 아

니라 ZARA, UNIQLO와 같은 중위소비층을 위한 패스

트 패션 브랜드도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섬유 및 의류의 판매량이 약 

1,000만 이상에 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智研咨询集团 [Zhiyan Consulting Group], 

2018). 이와 함께 중국 여성복 업체는 2만 개를 넘어

섰으며 점차 증가하는 브랜드 수로 인해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다(“2018消费行业报告——女装篇 [2018 

Consumer industry report——Women's wear]”, 2018).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오늘날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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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면서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어 의류산업에 활용

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데이터화, 디지털화, 네트

워크화, 지능화, 급속화, 자동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류산업의 IT 기술발전은 기업과 기업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신속한 상품개발 및 생산에 도움이 

되어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다(Zhu & Xie, 2017).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GAP, ZARA, H&M 등의 글

로벌 SPA 브랜드들이 많은 국가에 진출하였고(Eum, 

2012)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패션기업은 홍콩, 한국, 중

국, 인도네시아의 에이전시 및 브랜치 오피스(Branch 

office)에 바잉(Buying)과 중간관리를 맡기게 되었다. 

또한 의류벤더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의류제품을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Lee et al., 2013). 이러한 다국

적 무역 환경하에 생겨난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제품

을 생산할 때 의복 피팅, 패턴 수정, 협력업체와 영어

로 원활한 의사소통, 제품의 생산기준을 마련하고 제

품을 완성하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2010). 과거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2D 도식화가 포

함된 테크니컬 패키지를 작성하여 바이어 및 생산공

장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의복의 정면과 후

면만 표현할 수 있고 측면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류생산 시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했다. 최근 3D 시

뮬레이션 기술이 발전하여 의복을 3차원 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게 

되었다. 3D 가상착의 시스템은 현재 미국, 유럽, 한

국, 일본 등 국가에 여러 교육기관 및 의류업체들에 

보급되고 있다(Kang, 2007; Oh, 2011). 3D 가상착의 

기술은 의복의 모든 디테일 부분까지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고 유사 체형 설정, 360° 회전, 원단의 물성 설

정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Kang, 2007).

3D 가상착의 및 실제착의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

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3D 가상착의 이미지를 

2D 이미지와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의류업체에도 3D 

가상착의 기술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의복, 실제착

의의 맞음새와 감성평가를 통하여 이들 간의 유사한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의류

업체에서 샘플 제작 시 3D 가상착의 기술을 사용하

여 의복의 맞음새를 평가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를 위

한 효과적인 상품표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3D 가상착의 기술의 중국 의류산

업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정의 및 업무

오늘날 세계화된 의류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이윤

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설계와 생산, 품질 관리 등 전

체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Ha, 2017). 이에 따라 생겨난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에 등장한 새로운 직종으

로(Lee, 2005) 의류업체들이 자사 상품의 실제적인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특정 상품구

매(Specification buying)를 실행함으로써 바이어인 

대형 의류업체와 ODM인 제조업체에서 새롭게 부각

된 역할이다(Kang & Yoon, 2008). Lee(2013)의 연구

에 따르면 테크니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er)는 

수출 관련 분야의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바이어(Buy-

er) 테크니컬 디자이너, 에이전트(Agency) 테크니컬 

디자이너, 벤더(Vendor) 테크니컬 디자이너, 생산기

지 테크니컬 디자이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바이어 브랜드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디

자인 패키지에 따라 테크니컬 패키지(Technical pack-

age/tech pack)를 작성하여 생산공장이 잘 따를 수 있

도록 도와주고, 핏 프로세스(Fit process)와 관련된 디

벨롭 샘플(Development sample), 핏 샘플(Fit sample), 

PP 샘플(Pre-production sample), TOP 샘플(Top of pro-

duction sample) 등 모든 샘플을 리뷰(Review)하고 샘

플의 승인/미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의류 에이전트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테크니컬 패

키지를 받아서 리뷰하고 의류 벤더 테크니컬 디자이

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작한 모든 샘

플을 검사하여 바이어에게 전송 여부를 결정하며 오

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해결해

준다. 의류 벤더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테크니컬 패

키지의 핏 샘플, 샘플 치수를 확인하고, 핏 코멘트(Fit 

comment)를 리뷰하고, 패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

정사항을 제안하고 발송 여부를 결정한 후, 작업지

시서를 작성하여 패턴사에게 전달한다. 생산기지 테

크니컬 디자이너는 필요에 따라 생산공장 현지에서 

생산관리를 할 수 있는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안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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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생산기지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샘

플과 완제품 간의 품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PP 샘플

의 승인에서부터 출하(Shipping)까지 모든 생산과정

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Lee, 2018). 글로벌 소

싱이 증가하면서 패션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한 글로

벌 패션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필수

적인 직종이 되었다(Ha, 2017).

2. 의류생산과정과 3D 가상착의

최근 국내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국외에서 의복

을 생산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1차 샘플을 통

해 패턴의 적절성, 사이즈, 원단과 디자인 라인 등을 

확인한 후, 2차 샘플은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제작하고 메인 샘플을 생산한다(Kim & Jeong, 

2016). 3D 가상착의 시스템은 개인의 치수에 따라 체

형을 설정하여 가상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원단

의 물리적 특징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식서, 다트, 

너치 등 기본적인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턱(Tuck), 

셔링(Shirring), 플리츠(Pleats), 개더(Gather)와 같은 디

테일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다(Hong, 2013; Lee & 

Sohn, 2011). 3D로 시각화된 의복은 확대 및 360° 회

전이 가능하며 가상의복의 디자인 및 피트성을 파악

하여 평가할 수 있다(Song & Ashdown, 2010). 패션산

업과 3D 시뮬레이션 기술의 융합은 의류기획, 생산 

및 판매 등 다양한 단계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의류제품을 대량생산하기에 앞서 샘플 제작 단계에

서 3D 가상샘플을 먼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감소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비용 절감 위해 실물샘플을 제작하는 

대신 3D 가상샘플을 제작하면 완성된 의복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수정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Lee, 2010; Lee & Sohn, 2011). 또한 3D 가상착의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복의 각 부위별 맞음새를 먼저 

살펴본 후 실물을 제작하면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

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Lee, 2009). 또한 대부분의 

벤더 의류업체에서 국외의 바이어나 공장과 함께 업

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의복의 맞음새 평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은 디

자이너와 패턴사, 테크니컬 디자이너 사이의 업무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ong & Ashd-

own, 201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실제착의 모델 선정 및 이미지 제작

실제착의와 3D 가상착의의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

해 실제착의 모델로 20대 여성 1명을 선정하였다. 선

Types Tasks

Buyer Technical 

Designers

1) Complete technical packages.

2) Review the sample to decide whether the sample is approved/rejected.

3) Devise the common technical specification for brands, helped by production factory.

Agency Technical 

Designers

1) Receive and review the technical packages.

2) Obtain an order and deliver it to the vendor technical designer.

3) Check the sample and decide whether it should be sent to the buyer.

4) List management.

5) When the fit problem occurs, act as a mediator between the vendor and buyer.

Vendor Technical 

Designers

1) Review the fit comments in the technical package.

2) Determine the pattern modification method.

3) Write technical package and request to the patternmaker.

4) Review size of fit samples and technical packages. Determine whether to send the samples. 

5) Confirmation on size spec and grading. Suggest a modification if necessary.

Factory Technical 

Designers

1) Monitor the entire process from pre-production sample approval to shipping.

2) Review the factory pre-production sample.

Adapted from Lee (2013). p. 6–8.

Table 1. Types and tasks of technical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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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연구대상자의 인체 치수는 Song(2003)의 연구

에 따라 의류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성 피팅 모

델의 평균 치수(젖가슴둘레 82.97cm, 허리둘레 65.16

cm, 엉덩이둘레 90.85cm)에 기초하여 표준편차 범위

에 해당된다. 연구대상자의 세부 신체 치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선정된 모델은 실제의복을 착의한 

상태로 정면, 후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2. 2D 도식화 및 3D 가상착의 이미지 제작

Ji(2018)의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 의류수출벤더와 

거래량이 많은 브랜드 10곳을 선정하여 각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시된 아이템의 수량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티셔츠와 원피스의 수량이 높게 나타났

으며 10개 브랜드 중 국내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의 의복을 연구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2D 도식화 작성 시 실제의복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티셔츠 및 원피스 드레스의 정면, 후면을 사

진 촬영하여 Adobe사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에서 사진을 불러온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의복의 2D 

도식화를 제작하였다.

3D 가상착의 의복을 제작하기 위하여 실제의복을 

바탕으로 티셔츠와 원피스 드레스의 패턴을 제작한 

후 이를 디지타이징하여 ‘DXF’ 형식으로 변환하였

다.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인 V-Stitcher 프로그램에

서 3D 가상모델(아바타)의 신체 치수 항목에 계측된 

착의 모델의 인체 치수를 입력하여 3D 가상모델을 

생성하였다. ‘DXF’ 파일을 불러온 후, 패턴을 정렬 

및 배치시켰다. 다트를 포함하여 각 의복의 봉제선

을 설정한 후, 레이어 및 봉제선 연결을 확인하여 시

뮬레이션을 실행하고 3D 가상의복을 생성하였다. 실

제의복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가상 의복의 소재와 물

성, 봉제선을 설정하였으며, 티셔츠의 그래픽, 원피

스 드레스의 꽃무늬 패턴과 지퍼 등의 디테일이 적용

되었다. 소재의 물성값은 실제의복과 유사하게 설정

하였다. 실제의복의 소재의 물성은 각 의복당 10cm×

10cm의 시료를 준비하여 두께는 KS K ISO 5084 표준

에 따라(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7a), 무게는 KS K 0514:2017 표준에 따라

(KATS, 2017b) 측정하였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

여 5번의 반복 측정을 실시한 후 평균값을 구해 적용

하였다. 측정된 두께, 무게의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Table 3>에 제시된 원단의 물성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 외의 물성값은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

는 유사한 소재의 물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인체 치수를 적용시킨 아바타에 의

복을 착용시킨 후, 동일 거리 2m를 유지하며 착의 상

태의 정면, 후면을 촬영하였다. 이미지는 parallel 투

시법으로 저장하였다.

3. 설문조사

의복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실제착의의 외관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 20~30대 일반인 중국 여성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의복에 

대한 실제착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이미지를 평

가할 경우 설문문항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길 수 있

다. 이를 예방하고자 셔츠, 원피스 드레스의 2D 도식

Part Model Size

Height 168.00

Neck 033.00

Shoulders 036.00

Bust 082.00

Under Bust 066.70

Waist 065.00

Hip 090.30

High Hip 080.40

Out-seam 107.00

In-seam 081.00

Thigh 051.00

Knee 034.50

Calf 032.50

Ankle 021.00

Instep 018.80

Foot Width 009.00

Armpit 037.40

Arm Length 056.00

Bicep 023.00

Elbow 021.10

Wrist 014.50

Table 2. Model size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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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3D 가상착의 의복, 실제착의 이미지를 무작위순

으로 설문지에 배치하고 4종류로 분리하여 작성하였

다(Table 4). 4종류로 구분된 설문지는 각각 110명씩 

응답하여 총 440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설문문

항은 맞음새 평가문항, 위치평가 문항, 감성평가 문

항, 연구대상자의 나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맞음새 평가항목은 Yin(2015)의 연구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으며 각 신체 부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

가하였다. 평가항목은 둘레항목과 너비항목[1점(좁

다)~3점(보통)~5점(넓다)], 길이항목[1점(짧다)~3점

(보통)~5점(길다)], 크기항목[1점(작다)~3점(보통)~

5점(크다)], 주름항목[1점(적다)~3점(보통)~5점(많다)],  

두께항목[1점(얇다)~3점(보통)~5점(두껍다)]으로 구

성되었다.

위치평가 항목은 티셔츠의 총길이와 목둘레 위

치, 원피스 드레스의 총길이와 허리선 위치에 대해 

평가한 항목으로 2D 의복과 3D 의복 이미지에 대해

서만 평가하였다.

감성평가 항목은 Shao(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1쌍의 단어에 대해 5단계 평점법으

로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440건 설문지 자료는 110건으로 정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10건 설문지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

차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였고 사후분석/검증은 Scheffe와 Duncan을 사용하

여 통계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티셔츠 평가결과

설문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6.15세로 나타났다. 

티셔츠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실제착의 이미지

는 <Table 5>와 같다.

티셔츠의 맞음새에 대해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

에서 p<.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을 통해 다른 성향을 보이는 집단을 평균 순으로 

a>b>c로 표기하였다(Table 6). 총길이항목에서 2D 도

식화는 3.65로 ‘약간 길다’고 평가되었고 3D 가상착

의 의복은 2.62로 실제착의(2.31)와 유사한 수준으로 

‘약간 짧다’고 평가되었다. 목둘레항목에서 실제착

의는 3.98로 ‘넓다’고 평가되었고 2D 도식화는 3.51

로 약간 넓게 나타났으며 3D 가상착의 의복은 2.60으

로 약간 좁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너비

항목에서 2D 도식화(3.54)는 실제착의(3.79)와 유사

한 수준으로 약간 넓게 평가되었으며, 3D 가상착의 

의복은 2.33으로 ‘약간 좁다’고 평가를 받았다. 가슴

둘레항목에서 실제착의(4.10)는 4.00 이상으로 넓게 

평가되었으며, 2D 도식화는 3.55로 약간 넓게, 3D 가

상착의 의복은 2.72로 약간 좁게 평가되었다. 밑단둘

레 또한 실제착의(4.09)는 4.00 이상으로 ‘넓다’고 평

가되었고 2D 도식화는 3.63으로 ‘약간 넓다’로 평가

Questionnaire Type Content Respondent Number

No. 1 T-shirt 2D Image Dress 3D Image 110

No. 2 Dress 2D Image - 110

No. 3 T-shirt Real Clothing - 110

No. 4 T-shirt 3D Image Dress Real Clothing 110

Total 440

Table 4. Questionnaire type

Item Material Thickness (mm) Weight (g/m2)

T-shirts Cotton 100% 0.486 219

Dress Rayon 100% 0.282 135

Table 3. Fabric physical value of real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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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3D 가상착의 의복은 2.50으로 약간 좁게 

평가되었다. 소매길이항목에서도 실제착의는 3.85, 

2D 도식화는 3.45로 ‘약간 길다’고 나타났으며 3D 가

상착의 의복은 2.46으로 약간 짧은 평가를 받았다. 

소매통항목에서 실제착의(3.98)와  2D 도식화(3.74)는 

4.00에 근접하여 ‘약간 넓다’로 나타났으며, 3D 가상

착의 의복(2.52)을 약간 좁게 평가되었다. 이는 2D 도

식화가 실제착의를 약간 더 유사하게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래픽 크기항목에서도 실제착의(3.86)

는 2D 도식화(3.59)와 4.00에 근접하여 ‘약간 크다’로 

나타났고 3D 가상착의 의복은 2.58으로 ‘약간 작다’

는 평가를 받았다. 군주름항목에서 실제착의는 3.70

으로 ‘약간 많다’로 평가되었으며, 3D 가상착의 의복

(2.50)과 2D 도식화(2.28)는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

Part
Mean (S.D.)

F-value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Real Clothing Total

Total Length 3.65 (1.295) a 2.62 (1.271) b 2.31 (1.393) b 2.86 (1.437) 31.323***

Neckline 3.51 (1.346) b 2.60 (1.258) c 3.98 (1.049) a 3.36 (1.349) 36.217***

Shoulder Length 3.54 (1.290) a 2.33 (1.307) b 3.79 (0.930) a 3.22 (1.346) 47.633***

Chest Circumference 3.55 (1.352) b 2.72 (1.300) c 4.10 (0.898) a 3.45 (1.325) 36.895***

Bottom Opening 3.63 (1.284) b 2.50 (1.325) c 4.09 (1.071) a 3.41 (1.399) 48.518***

Sleeve Length 3.45 (1.246) b 2.46 (1.297) c 3.85 (0.927) a 3.26 (1.304) 41.326***

Sleeve Width 3.74 (1.217) a 2.52 (1.304) b 3.98 (1.133) a 3.41 (1.375) 45.401***

Graphic Size 3.59 (1.214) a 2.58 (1.337) b 3.86 (1.169) a 3.35 (1.356) 32.521***

Wrinkle 2.28 (1.300) b 2.50 (1.290) b 3.70 (1.113) a 2.83 (1.383) 41.879***

Thickness 3.65 (1.238) a 2.61 (1.415) b 3.99 (1.129) a 3.42 (1.393) 35.475***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1: Short (narrow/small/less/thin), 2: Slightly short (narrow/small/less/thin), 3: Neutral, 4: Slightly long (wide/big/many/thick),

5: Long (wide/big/many/thick)

Table 6. T-shirt fit evaluation results N=110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Real Clothing

Front

Back

Table 5.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and real clothing images of T-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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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2D 도식화와 3D 가상착의 의복 모두 실제착

의와 유사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D 티셔츠는 군주름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실제착의

와 다르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두께감항목에서 

실제착의(3.99)와 2D 도식화(3.65)는 4.00에 근접하여 

‘약간 더 두껍다’고 평가하였고 3D 가상착의 의복은 

2.61으로 ‘약간 얇다’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길이항목에서 3D 가

상착의 의복이 2D 도식화보다 실제착의의 맞음새와 

약간 더 유사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너

비, 소매통, 그래픽 크기, 두께감 항목은 2D 도식화가 

3D 가상착의 의복보다 실제착의의 맞음새와 약간 더 

유사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 가슴둘

레, 밑단둘레, 소매길이 4개 항목에서는 실제착의가 

4.00에 가깝게 나타나 약간 넓게(길게) 평가되었고, 

2D 도식화는 대체적으로3.50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3D 가상착의 의복은 2.00 중반대로 약간 좁게(짧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티셔츠 감성평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다. 감성평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p<.001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화려한-매우 수

수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43), 3D 가상착의 의복

(2.53), 실제착의(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D 도식

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수수하게, 3D 가상

착의 의복은 약간 화려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착의는 2.00에 근접하여 나타나 3D 가상착

의 의복보다 약간 화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자

유로운-매우 격식을’ 항목에서 2D 도식화(3.45), 3D 

Part

Mean (S.D.)

F-value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Real
Clothing

Total

Very fancy-Very modest 3.43 (1.364) a 2.53 (1.311) b 2.10 (1.133) c 2.68 (1.385) 31.140***

Very free-Very formal 3.45 (1.331) a 2.65 (1.245) b 2.33 (1.174) b 2.81 (1.333) 23.207***

Very young-Very old 3.65 (1.344) a 2.52 (1.339) b 2.04 (1.141) c 2.74 (1.444) 46.484***

Very refined-Very old fashioned 3.44 (1.310) a 2.55 (1.138) b 2.26 (1.147) b 2.75 (1.298) 28.577***

Very cheerful-Very dignified 3.45 (1.297) a 2.29 (1.251) b 2.41 (1.258) b 2.72 (1.369) 28.019***

Very convenient-Very inconvenient 3.48 (1.262) a 2.27 (1.233) b 2.24 (1.256) b 2.66 (1.375) 35.355***

Very popular-Very unpopular 3.40 (1.349) a 2.25 (1.274) b 2.15 (1.203) b 2.60 (1.394) 32.597***

Very warm-Very cool 3.50 (1.400) b 3.47 (1.179) b 4.15 (0.917) a 3.71 (1.219) 11.422***

Very slim-Very buxom 3.47 (1.311) a 2.33 (1.286) b 2.15 (1.143) b 2.65 (1.376) 36.199***

Very tough-Very soft 2.55 (1.304) c 3.29 (1.390) b 3.95 (0.937) a 3.26 (1.350) 35.901***

Very calm-Very lively 3.62 (1.292) a 3.57 (1.161) a 2.14 (1.245) b 3.11 (1.410) 51.311***

Very heavy-Very light 2.57 (1.288) c 3.73 (1.203) b 4.08 (0.940) a 3.46 (1.319) 51.489***

Very casual-Very formal 3.51 (1.290) a 2.29 (1.168) b 2.28 (1.166) b 2.69 (1.337) 37.468***

Very masculine-Very feminine 2.56 (1.324) b 3.85 (0.930) a 3.79 (1.300) a 3.40 (1.334) 40.240***

Very active-Very inactive 3.66 (1.363) a 2.59 (1.467) b 2.12 (1.123) c 2.79 (1.472) 39.256***

Very attractive-Very unattractive 3.55 (1.282) a 3.59 (1.287) a 2.15 (1.060) b 3.10 (1.383) 49.725***

Very bright-Very dark 3.45 (1.372) a 2.57 (1.302) b 2.28 (1.264) b 2.77 (1.400) 23.374***

Very decorous-Very indecorous 3.38 (1.327) a 2.54 (1.392) b 2.36 (1.209) b 2.76 (1.382) 18.976***

Very decorative-Very simple 3.50 (1.312) a 2.49 (1.319) b 3.82 (1.159) a 3.27 (1.383) 33.004***

Very trendy-Very classic 3.46 (1.304) a 2.70 (1.193) b 2.14 (1.208) c 2.77(1.347) 31.961***

Very elegance-Very sportive 3.50 (1.276) a 3.77 (1.254) a 2.18 (0.997) b 3.15 (1.369) 56.949***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7. T-shirt sensory evaluation results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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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 의복(2.65), 실제착의(2.33)의 순으로 나타

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3D 가상착

의 의복과 실제착의보다 약간 격식 있다고 평가되

었다. 3D 가상착의와 실제착의는 3.00 미만으로 나

타나 약간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착의와 더 유사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세련된-매우 촌스러운’ 항

목에서 2D 도식화(3.44), 3D 가상착의 의복(2.55), 실

제착의(2.26) 순으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

상으로 나타나 3D 가상착의 의복보다 약간 촌스럽

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착의는 2.00에 근접한 점

수로 나타나 3D 가상착의 의복보다 약간 세련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

착의와 더 유사하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경쾌한-매우 중후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45), 실

제착의(2.41), 3D 가상착의 의복(2.29)의 순으로 나

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실제착

의보다 약간 중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3D 가상

착의 의복은 2.00에 근접하게 나타나 실제착의보다 

약간 경쾌하다는 평가를 나타났다. 이를 통해 3D 가

상착의 의복이 실제착의를 약간 더 유사하게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편안한-매우 불편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48), 3D 가상착의 의복(2.27), 

실제착의(2.24) 순으로 평가되었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3D 가상착의 의복보다 약간 불편

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착의와 3D 가

상착의 의복은 유사한 수준으로 2.00에 근접하게 나

타나 2D 도식화에 비하여 약간 편안한 것으로 나타

났다. ‘매우 유행하는-매우 유행하지 않는’ 항목에

서 2D 도식화(3.40), 3D 가상착의 의복(2.25), 실제착

의(2.15)로 평가되었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유행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착의는 2.00

에 근접하여 약간 유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우 

날씬한-매우 풍만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47), 3D 

가상착의 의복(2.33), 실제착의(2.15)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풍만하게 평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착

의는 2.00에 근접하게 나타나 약간 날씬한 평가를 받

았다. 이에 따라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착의를 약

간 더 유사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차

분한-매우 발랄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62), 3D 가

상착의 의복(3.57), 실제착의(2.14)로 나타났다는데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3D 가상착의 의

복과 실제착의보다 약간 발랄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실제착의는 2.00에 근접하여 나타나 3D 가상착

의 의복보다 차분하게 평가를 받았다. ‘매우 캐주얼

한-매우 포멀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51), 3D 가상

착의 의복(2.29), 실제착의(2.28) 순으로 나타났는데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착의 의복이 각각 2.29와 

2.28으로 ‘약간 캐주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2D 도식화는 3.50 이상으로 약간 포멀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매우 남성적인-매우 여성적인’ 항목에서

3D 가상착의 의복(3.85), 실제착의(3.79), 2D 도식화

(2.56) 순으로 평가되었다.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

착의는 4.00에 근접한 점수로 ‘약간 여성적이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2D 도식화는 2.00대로 나타나 실

제착의보다 ‘약간 남성적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

우 밝은-매우 어두운’ 항목에서 2D 도식화(3.45), 3D 

가상착의 의복(2.57), 실제착의(2.28)의 순으로 평가

되었는데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어

둡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착의는 2.00대로 나타

나 약간 밝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우 단정한-매우 

단정하지 않은’ 항목에서 2D 도식화(3.38), 3D 가상

착의 의복(2.54), 실제착의(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단정하지 않

은 평가를 받았으며 3D 가상착의와 실제착의는 2.00

대로 나타나 약간 단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티셔츠 감성평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

과, 21개 항목 중 10개 항목(‘매우 자유로운-매우 격

식을’, ‘매우 세련된-매우 촌스러운’, ‘매우 경쾌한-

매우 중후한’, ‘매우 편안한-매우 불편한’, ‘매우 유행

하는-매우 유행하지 않는’, ‘매우 날씬한-매우 풍만

한’, ‘매우 캐주얼한-매우 포멀한’, ‘매우 남성적인-매

우 여성적인’, ‘매우 밝은-매우 어두운’, ‘매우 단정한

-매우 단정하지 않은’)에서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

착의 의복과 유사하다고 평가되어 3D 가상착의 의복

이 실제의 감성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장식적인-매우 심플한’ 항목은 사후검증 

결과, 2D 도식화가 실제착의와 유사하다고 평가되어 

2D 도식화가 실제의 감성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D 가상착의 의복이 2D 도식

화보다 실제착의 의복의 감성을 좀더 유사하게 표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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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피스 드레스 평가결과

원피스 드레스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의복, 

실제착의 이미지는 <Table 8>과 같다.

원피스 드레스 맞음새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Ta-

ble 9>와 같다. 맞음새의 모든 항목에서 p<.001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마 길이항목에서 2D 

도식화(3.69)와 3D 가상착의 의복(3.65)은 3.00 이상

으로 나타나 ‘약간 길다’로 나타났고 실제착의는 2.88

로 ‘약간 짧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는 2D 도식화와 3D 

가상착의 의복 모두 실제착의와 유사하지 않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목둘레항목에서 3D 가상착의 의복

(3.62)과 2D 도식화(3.50)는 3.00 이상으로 ‘약간 넓

다’고 나타났으며, 실제착의의 경우 2.52로 약간 좁

게 평가되었다. 어깨너비항목에서 2D 도식화(3.70)

와 3D 가상착의 의복(3.48)은 3.00 이상으로 약간 넓

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착의는 2.51로 약간 

좁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항목에서 2D 

도식화(3.83)와 3D 가상착의 의복(3.54)은 3.50 이상

으로 약간 넓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착의

는 2.55로 약간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허리둘레항

목에서 2D 도식화(3.63)는 3D 가상착의 의복(3.50)과 

유사한 수준으로 3.00 이상으로 ‘약간 넓다’로 나타났

으며, 실제착의는 2.43으로 약간 더 좁게 평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항목에서 2D 도식화(3.71)와 

3D 가상착의 의복(3.57)은 3.00 이상으로 약간 넓게 

나타났으며, 실제착의는 2.52로 약간 좁게 평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치마 밑단폭항목에서 2D 도식화(3.88)

와 3D 가상착의 의복(3.57)는 3.00 이상으로 ‘약간 길

다’로 나타났고, 실제착의는 2.44로 약간 더 짧게 평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길이항목에서 2D 도식화

(3.57)와 3D 가상착의 의복(3.57)은 동일하게 ‘약간 

길다’로 나타났으며, 실제착의는 2.44로 ‘약간 짧다’

고 평가를 받았다. 소매통항목에서 2D 도식화(3.64)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Real Clothing

Front

Back

Table 8.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and real clothing images of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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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D 가상착의 의복(3.62)은 3.00 이상으로 약간 넓

게 평가되었으며, 실제착의(2.45)는 약간 더 좁게 평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무늬 크기항목에서 2D 도

식화(3.65)와 3D 가상착의 의복(3.58)은 유사한 수준

으로 3.00 이상으로 ‘약간 크다’로 나타났고, 실제착

의(2.43)는 작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주름항

목에서 3D 가상착의 의복(3.65)과 2D 도식화(3.56)는 

3.00 이상으로 ‘약간 많다’로 나타났으며, 실제착의

(2.38)는 약간 더 적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감

항목에서 2D 도식화(3.72)와 3D 가상착의 의복(3.64)

은 3.00 이상으로 ‘약간 두껍다’로 나타났으며, 실제

착의는 2.45로 ‘약간 얇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2D 도식

화와 3D 가상착의 의복이 3.00 이상으로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실제착의의 경우 3.00 미만으로 나타났다. 

단, 자극물 제작 시 드레스의 스트라이프 간격과 방향

이 실제착의와 약간 다른 점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Table 10>은 원피스 드레스 감성평가 결과이다. 

‘매우 엘레강스한-매우 스포티브한’ 항목에서 유의차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장식적인-매우 심플

한’ 항목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른 항목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화려한-매우 수수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60), 3D 가상착의 의복(2.85), 실제착의(2.58)

의 순으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나

타나 약간 수수하게 평가되었으며 3D 가상착의 의복

과 실제착의는 2.00대로 약간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

았다. ‘매우 자유로운-매우 격식을’ 항목에서 2D 도식

화는 3.68으로 약간 격식 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으

며 3D 가상착의 의복(2.86), 실제착의(2.52)는 3.00 미

만으로 나타나 약간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우 젊은-매우 나이든’ 항목에서 2D 도식화(3.75), 

3D 가상착의 의복(2.79), 실제착의(2.45) 순으로 평가

되었다. 2D 도식화는 3.50 이상으로 약간 나이든 이

미지로 평가를 받았으며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

착의는 3.00 미만으로 나타나 약간 젊은 이미지로 평

가되었다. ‘매우 경쾌한-매우 중후한’ 항목에서 2D 도

식화(3.73), 3D 가상착의 의복(2.85), 실제착의(2.71)

로 평가되었다. 2D 도식화는 4.00에 근접하게 나타나 

약간 중후한 이미지로 평가를 받았으며,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착의는 3.00 미만으로 나타나 ‘약간 경쾌

하다’고 평가되었다. ‘매우 편안한-매우 불편한’ 항목

에서 2D 도식화(3.63), 3D 가상착의 의복(2.85), 실제

Part
Mean (S.D.)

F-value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Real Clothing Total

Skirt Length 3.69 (1.297) a 3.65 (1.281) a 2.88 (1.393) b 3.41 (1.373) 13.091***

Neckline 3.50 (1.179) a 3.62 (1.211) a 2.52 (1.147) b 3.21 (1.275) 28.832***

Shoulder Length 3.70 (1.054) a 3.48 (1.225) a 2.51 (1.413) b 3.23 (1.340) 28.802***

Chest Circumference 3.83 (1.164) a 3.54 (1.283) a 2.55 (1.185) b 3.31 (1.326) 33.311***

Waist Circumference 3.63 (1.039) a 3.50 (1.290) a 2.43 (1.153) b 3.18 (1.281) 35.189***

Hip Circumference 3.71 (1.199) a 3.57 (1.281) a 2.52 (1.304) b 3.27 (1.367) 29.326***

Bottom Opening 3.88 (1.254) a 3.57 (1.323) a 2.44 (1.169) b 3.30 (1.394) 40.748***

Sleeve Length 3.57 (1.281) a 3.57 (1.378) a 2.44 (1.260) b 3.19 (1.409) 27.703***

Sleeve Width 3.64 (1.171) a 3.62 (1.256) a 2.45 (1.146) b 3.23 (1.313) 36.052***

Flower Pattern Size 3.65 (1.114) a 3.58 (1.364) a 2.43 (1.302) b 3.22 (1.380) 32.345***

Wrinkle 3.56 (1.324) a 3.65 (1.237) a 2.38 (1.241) b 3.20 (1.391) 34.482***

Thickness 3.72 (1.242) a 3.64 (1.225) a 2.45 (1.122) b 3.27 (1.328) 38.929***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1: Short (narrow/small/less/thin), 2: Slightly short (narrow/small/less/thin), 3: Neutral, 4: Slightly long (wide/big/many/thick),

5: Long (wide/big/many/thick)

Table 9. Dress fit evaluation results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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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2.83) 순으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

으로 나타나 ‘약간 불편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착의는 3.00 미만

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약간 편안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매우 따뜻한-매우 시원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80), 실제착의(3.25), 3D 가상착의 의복(2.89)

으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4.00에 근접하여 약간 시

원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착의의 경우 3.00에 

근접하여 2D 도식화보다는 낮은 점수로 약간 시원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3D 가상착의 의복은 3.00 

미만으로 ‘약간 따뜻하다’는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우 날씬한-매우 풍만한’ 항목에서 2D 도식

화(3.61), 실제착의(2.70), 3D 가상착의 의복(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로 ‘약간 

풍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D 가상착

의 의복은 실제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약간 날씬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우 뻣뻣함-매우 부드러

움’ 항목에서 2D 도식화(3.65), 실제착의(2.70), 3D 가

상착의 의복(2.66)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2D 도식화

는 3.00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부드럽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D 가상착의 의복은 2.00대로 실

제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약간 뻣뻣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매우 무거움-매우 가벼움’ 항목에서 

2D 도식화(3.61), 실제착의(2.84), 3D 가상착의 의복

(2.73) 순으로 평가되었다. 2D 도식화는 3.00 이상으

로 나타나 약간 가벼운 것으로 평가되고 3D 가상착

의 의복과 실제착의는 3.00 미만으로 나타나 ‘약간 무

겁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우 남성적인-매우 여성적

Part

Mean (S.D.)

F-value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Real
Clothing

Total

Very fancy-Very modest 3.60 (1.205) a 2.85 (1.389) b 2.58 (1.316) b 3.01 (1.372) 018.016***

Very free-Very formal 3.68 (1.100) a 2.86 (1.274) b 2.52 (1.276) b 3.02 (1.310) 026.417***

Very young-Very old 3.75 (1.200) a 2.79 (1.395) b 2.45 (1.296) b 2.99 (1.408) 029.533***

Very refined-Very old fashioned 3.71 (1.237) a 2.93 (1.283) b 2.46 (1.246) c 3.03 (1.353) 027.649***

Very convenient-Very inconvenient 3.63 (1.012) a 2.85 (1.294) b 2.83 (1.579) b 3.10 (1.364) 013.261***

Very popular-Very unpopular 3.56 (1.088) a 2.82 (1.308) b 3.62 (1.109) a 3.33 (1.225) 015.991***

Very cleanly-Very uncleanly 3.63 (1.270) a 2.68 (1.270) b 3.67 (1.402) a 3.33 (1.389) 019.897***

Very warm-Very cool 3.80 (1.179) a 2.89 (1.266) b 3.25 (1.258) b 3.31 (1.287) 015.144***

Very slim-Very buxom 3.61 (1.134) a 2.61 (1.257) b 2.70 (1.201) b 2.97 (1.277) 023.428***

Very tough-Very soft 3.65 (1.154) a 2.66 (1.429) b 2.70 (1.518) b 3.00 (1.445) 018.011***

Very calm-Very lively 3.66 (1.127) a 2.58 (1.455) b 3.68 (1.188) a 3.31 (1.362) 027.279***

Very heavy-Very light 3.61 (1.134) a 2.73 (1.270) b 2.84 (1.260) b 3.06 (1.281) 016.997***

Very casual-Very formal 3.77 (1.163) b 2.58 (1.288) c 4.24 (0.985) a 3.53 (1.344) 060.384***

Very masculine-Very feminine 1.97 (0.933) b 4.06 (0.941) a 4.04 (0.523) a 3.36 (1.279) 233.791***

Very active-Very inactive 3.67 (1.033) a 2.64 (1.525) b 3.04 (1.381) b 3.12 (1.392) 017.014***

Very attractive-Very unattractive 3.75 (1.177) a 2.72 (1.220) b 2.60 (1.435) b 3.02 (1.378) 026.558***

Very bright-Very dark 3.85 (0.975) a 2.58 (1.547) b 3.55 (1.208) a 3.33 (1.374) 030.410***

Very decorous-Very indecorous 3.29 (1.070) a 2.71 (1.410) b 2.65 (1.224) b 2.88 (1.272) 009.020***

Very decorative-Very simple 3.22 (1.112) a 2.72 (1.321) b 2.92 (1.335) ab 2.95 (1.273) 004.387***

Very trendy-Very classic 3.65 (0.874) a 2.55 (1.282) b 2.50 (1.332) b 2.90 (1.291) 033.189***

Very elegance-Very sportive 2.95 (1.337) 2.52 (1.537) 2.84 (1.289) 2.77 (1.400) 00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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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10. Dress sensory evaluate results N=110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2, 2020

– 204 –

인’ 항목에서 3D 가상착의 의복(4.06), 실제착의(4.04), 

2D 도식화(1.97)로 나타났다.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

제착의는 4.00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적인 것으로 평

가된 반면 2D 도식화는 1.97으로 남성적이라는 평가

를 받았다. 이에 따라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착의

를 약간 더 유사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우 활동적인-매우 비활동적인’ 항목에서 2D 도식화

는 3.67, 3D 가상착의 의복은 3.04, 실제착의는 2.64로 

평가되었다. 즉, 2D 도식화와 3D 가상착의 의복은 약

간 비활동적인 이미지로, 실제착의는 약간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 받았다. ‘매우 매력 있는-매우 매력 

없는’ 항목에서 2D 도식화(3.75), 3D 가상착의 의복

(2.72), 실제착의(2.60) 순으로 평가되었다. 2D 도식

화는 4.00에 근접한 점수로 나타나 약간 매력 없는 이

미지로 평가를 받았으며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

착의는 유사한 수준으로 약간 매력 있는 이미지로 

평가받았다. ‘매우 단정한-매우 단정하지 않은’ 항목

에서 2D 도식화(3.29), 3D 가상착의 의복(2.71), 실제

착의(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2D 도식화는 3.00 이

상으로 나타나 의복보다 약간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착의는 유사

한 수준으로 약간 단정한 평가를 나타났다. ‘매우 트

렌디한-매우 클래식한’ 항목에서 2D 도식화(3.65), 

3D 가상착의 의복(2.55), 실제착의(2.50)로 평가되었

다. 2D 도식화는3.00 이상으로 나타나 ‘약간 클래식

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3.00 미만으로 나타난 3D 

가상착의 의복과 실제착의는 유사한 수준으로 ‘약간 

트렌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괄하여 볼 때, 21개 항목 중 14개 항목(‘매우 화

려한-매우 수수한’, ‘매우 자유로운-매우 격식을’, ‘매

우 젊은-매우 나이든’, ‘매우 경쾌한-매우 중후한’, 

‘매우 편안한-매우 불편한’, ‘매우 따뜻한-매우 시원

한’, ‘매우 날씬한-매우 풍만한’, ‘매우 뻣뻣함-매우 

부드러움’, ‘매우 무거움-매우 가벼움’, ‘매우 남성적

인-매우 여성적인’, ‘매우 활동적인-매우 비활동적인’,  

‘매우 매력 있는-매우 매력 없는’, ‘매우 단정한-매우 

단정하지 않은’, ‘매우 트렌디한-매우 클래식한’)에

서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착의와 유사하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는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착의의 

감성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매우 

유행하는-매우 유행하지 않는’, ‘매우 차분한-매우 

발랄한’, ‘매우 밝은-매우 어두운’ 항목은 2D 도식화

가 실제착의와 더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2D 도

식화가 실제착의의 감성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3. 의복의 위치에 대한 평가결과

티셔츠의 목둘레가 신체에 위치할 것 같은 구간에 

대해 평가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1). 

2D 티셔츠의 목둘레가 신체에 위치할 것 같은 구간

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b’가 51명(46.4%)으

로 가장 많았으며 ‘c’가 37명(33.6%), ‘a’가 18(16.4%), 

‘d’가 4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3D 티셔츠의 경

우 ‘a’가 62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b’가 41명

(37.3%), ‘c’가 7명(6.4%) 순으로 나타났고 ‘d’라고 응

답한 경우는 없었다.

종합하여 볼 때, 2D 도식화의 경우 ‘b’, ‘c’, ‘a’ ‘d’ 

순이며 ‘b’와 ‘c’가 80.0%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3D 가상착의는 ‘a’, ‘b’, ‘c’, ‘d’  순으로 나타났고 ‘a’와 

‘b’가 93.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가자들은 3D 

가상착의 의복의 목둘레 위치를 2D 도식화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의 소매길이가 신체에 위치할 것 같은 구간

에 대해 평가한 결과, 2D 도식화와 3D 가상착의 의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2D 티셔츠의 소매길이가 신체에 위치할 것 같은 구

간에 대해 응답한 결과 ‘b’가 69명(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a’가 21명(19.1%), ‘c’가 15명(13.6%), ‘d’

가 5명 (4.5%)으로 응답하였다. 3D 티셔츠의 소매길

이가 신체에 위치할 것 같은 구간에 대한 응답의 경

우 ‘c’가 47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b’가 40명

(36.4%), ‘d’가 12명(10.9%), ‘a’가 11명(10.0%)으로 

나타났다.

2D 티셔츠는 ‘b’, ‘a’, ‘c’, ‘d’ 순으로, 3D 티셔츠는 

‘c’, ‘b’, ‘d’, ‘a’의 순으로 나타나 3D 가상착의 티셔츠

의 소매길이가 2D 도식화에 비해 좀더 길게 평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드레스의 허리선 위치가 신체에 위치할 것 

같은 구간에 대해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3). 

2D 도식화와 3D 가상착의 의복을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2D 원피스 드레스 허리선 위치

는 ‘c. Normal Waist’가 61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b. High-waisted’가 27명(24.5%), ‘d. Low-waiste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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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3D 원피스 드레스

의 경우 ‘c. Normal Waist’가 66명(60.0%)으로 가장 많

았으며 ‘b. High-waisted’가 25명(22.7%), ‘d. Low-wai-

sted’가 19명(17.3%)으로 나타났다.

2D 원피스 드레스와 3D 원피스 드레스 모두 ‘c. Nor-

mal Waist’, ‘b. High-waisted’, ‘d. Low-waisted’ 순으로 

Part
Total χ2-value

a b c d

2D Flat Sketch
18

(016.4)

51

(046.4)

37

(033.6)

4

(003.6)

110

(100.0)

49.742***3D Virtual Clothing
62

(056.4)

41

(037.3)

7

(006.4)

0

(00.0)

110

(100.0)

Total
80

(024.2)

92

(027.9)

44

(013.3)

4

(001.2)

220

(100.0)

***p<.001

Table 11. Neckline positions for T-shirt evaluation Unit: n (%)

Part
Total χ2-value

a b c d

2D Flat Sketch
21

(019.1)

69

(062.7)

15

(013.6)

5

(004.5)

110

(100.0)

30.239***3D   Virtual Clothing
11

(010.0)

40

(036.4)

47

(042.7)

12

(010.9)

110

(100.0)

Total
32

(009.7)

109

(033.0)

62

(018.8)

17

(005.2)

220

(100.0)

***p<.001

Table 12. Sleeve length positions for T-shirt evaluation Unit: n (%)

Part
Total χ2-value

a b c d

2D Flat Sketch
0

(000.0)

27

(024.5)

61

(055.5)

22

(020.0)

110

(100.0)

.4933D Virtual Clothing
0

(000.0)

25

(022.7)

66

(060.0)

19

(017.3)

110

(100.0)

Total
0

(000.0)

52

(015.8)

127

(038.5)

41

(012.4)

220

(100.0)

***p<.001

Table 13. Waist line positions for dress evaluation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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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a. Under Bust’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

다. 2D 원피스 드레스는 ‘c. Normal Waist’와 ‘b. High-

waisted’가 80.0%, 3D 원피스 드레스는 82.7%를 차지

하여 원피스 드레스의 허리선 위치는 2D 원피스 드레

스와 3D 원피스 드레스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드레스의 치마 길이가 신체에 위치할 것 

같은 구간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2D 도식화와 3D 가상착의 의복을 비교한 결과 유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D 원피스 드레스의 치마 

길이의 경우 ‘d. Below Knee’가 55명(50.0%)으로 가

장 많았으며 ‘c. Knee’가 31명(28.2%), ‘e. Calf’가 24명

(21.8%), ‘a. Mini’와 ‘b. Above Knee’는 응답자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3D 원피스 드레스 치마 길이의 

경우 ‘c. Knee’가 53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d. 

Below Knee’가 39명(35.5%), ‘b. Above Knee’와 ‘e. Calf’

가 9명(8.2%)을 차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D 원피스 드레스는 ‘d. Below 

Knee’(50.0%)와 ‘c. Knee’(28.2%)가 전체의 78.2%를, 

3D 원피스 드레스는 ‘c. Knee’(48.2%)와 ‘d. Below Kn-

ee’(35.5%)가 전체의 83.7%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3D 원피스 드레스의 치마 길이를 2D 치마 길이에 비

해 좀더 길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30대 중국 여성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티셔츠, 원피스 드레스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실제착의 간의 유사한 정도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티셔츠의 맞음새 평가결과는 

총길이를 제외하고 어깨너비, 소매통, 그래픽 크기, 

두께감 4개 항목은 2D 도식화가 3D 가상착의 의복보

다 실제착의의 맞음새와 약간 더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목둘레, 가슴둘레, 밑단둘레, 소매길이 4개 

항목에서는 실제착의(약간 더 넓게, 약간 더 길게), 2D 

도식화(약간 넓게, 약간 길게), 3D 가상착의 의복(약

간 좁게, 약간 짧게)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티셔츠의 

감성 평가결과는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착의를 2D 

도식화보다 더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드레스의 맞음새 평가결과는 목둘레, 군

주름, 소매길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D 가

상착의 의복이 2D 도식화보다 실제착의의 맞음새를 

더 유사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 드레

스의 감성 평가결과는 티셔츠와 동일하게 3D 가상

착의 의복이 실제착의를 2D 도식화보다 약간 더 유

사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t
Total χ2-value

a b c d e

2D Flat Sketch
0

(000.0)

0

(000.0)

31

(028.2)

55

(050.0)

24

(021.8)

110

(100.0)

24.303***3D Virtual Clothing
0

(000.0)

9

(008.2)

53

(048.2)

39

(035.5)

9

(008.2)

110

(100.0)

Total
0

(000.0)

9

(002.7)

84

(025.5)

94

(028.5)

33

(010.0)

220

(100.0)

***p<.001

Table 14. Skirt length positions for dress evaluation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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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D 가상착의 의복을 제시할 때 2D 

도식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아바타

를 제외하고 3D 의복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3D 가상

의복의 맞음새 평가가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실제로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아바타 위에 3D 

가상의복을 입힌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음새 평

가에 중요할 것이다.  티셔츠와 원피스 드레스에 대

한 감성평가는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의복을 더 

유사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기업

에서는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상품의 감성을 표

현하는 VMD, 광고 등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의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아이템별로 구분

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를 줄인 이점도 있

었으나 서로 다른 집단이 같은 아이템에 대한 2D 도

식화, 3D 가상착의 의복, 실제착의를 독립적으로 평

가하였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단, 평가자의 수가 각 이미지당 110명으로 많은 수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고 사료

된다. 2D 도식화는 평면으로 펼쳐져 있으므로 입체

적으로 입혀져 있는 3D 가상착의 의복보다 일반적

으로 더 넓게 보일 수 있으며 3D 가상착의 의복은 3D 

아바타에 입힌 상택에서 제작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체 두께, 곡선, 소재에 따라 의복이 입체적으로 좁

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재 물성을 실제와 완벽히 동일하

게 측정하여 입력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사진의 이미지는 perspective view이고 3D의 이

미지는 parallel view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평가에 다

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

는 이미지 구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3D 가상의복을 

아바타에 착용시킨 상태에서의 평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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