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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접어들어 등장한 새로운 결혼문화 중 하나

인 스몰웨딩(small wedding)은 결혼식 자체에 고비용

을 지출하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에 피로를 느낀 

신혼부부에게 신선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트렌

드모니터(Trend Monitor)가 2020년에 미혼남녀를 대

상으로 실시한 결혼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

면 미혼남녀는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식’ 36.1%,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 32.3%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

식’이란 응답 비율은 6.5%에 그쳤다(Jeon, 2020).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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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3D digital design technology with traditional 

hand-drawn designs of a transformable dress for a small wedding.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this empirical 

study analyzed the tendencies of small wedding dress design, concluding that a transformable dress for a small

wedding consists of a bodice, skirt, and outer skirt or gown with train, each of which has five possible designs, 

resulting in 15 virtual items within the 3D program. The 3D program provides the benefit of easy design devel-

opment as well as reduced costs and design time. Specifically, the random combination of 15 items with layers

in the 3D program produced 150 different styles in 5 hours, while hand-drawing 150 dresses took 50 hours. 

Moreover, the 3D program does not need any material, but 150 physical drawings required a sketchbook, pen-

cil, eraser, and marker, total cost 31,100 won. Additionally, the 3D whole-body scan helps the bride decide 

which design she prefers through virtual try-ons. Eventually, the 3D program could help a bride decide what she

prefers and produce it with virtual simulation, resulting in reduced time an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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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

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타인을 의식하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내실 있는 결혼식

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7). 취업포털 잡코리아(Job Korea)가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한 결혼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87.6%가 스몰웨딩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

났다(Lee, 2017). 따라서 스몰웨딩은 현재 대부분의 젊

은이들이 선호하는 결혼식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스몰웨딩은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비용을 절약

하면서도 개인 취향에 맞추어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소도 야외나 좁은 장소

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화려하고 부피가 큰 기존 웨

딩드레스는 불편하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고비

용으로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웨딩드레스는 예식에서 

한 번밖에 입을 수 없고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 자원낭

비가 발생해서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면서

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몰웨딩용 웨딩드레

스를 추구하게 되었다.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류산업에는 의상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패

턴 제작, 그레이딩, 재단 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2D 

의상 CAD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통 의류산업 생산과정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접

어들어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일상 소비활동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에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구매형태는 과거 오프라인(off-line) 중

심의 시장에서 온라인(on-line)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다(Dong, 2009). 스몰웨딩의 소비자들도 인터넷을 통

해 다량의 정보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고 저

렴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드레스의 사이즈 

확인이 어렵고 피팅(fitting)이 불가한 단점이 있다. 최

근에는 3D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신체측정, 3D 의상 시뮬

레이션, 가상피팅 등 여러 방면에서 효율성이 증가되

고 있다. 3D 디지털 기술은 제품 제작 시간이나 피팅 시

간을 단축시키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향후 3D 디지털 기술이 의류산업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웨딩드레

스 분야에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샘

플을 개발하고 레이어링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

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D 프로그램을 예복 혹은 웨딩드레스 분야에 활용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2020)는 �3D 가상의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가족예복 디자인개발�에서 3D 

가상의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족예복 디자인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루엣과 소재 표현 및 색채 등이 얼

마나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

해 가족예복 산업에 패션 IT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을 제안하였다. Lee(2013)는 �3D 컴퓨터 그

래픽스에 의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에서 3D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여 웨딩드레스 작품을 제작한 후 실물

의상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주름 및 트

리밍 장식의 표현은 뛰어나지만 폭이 넒은 실루엣은 

3D로 표현 불가능하고, 코사지와 아플리케 장식기법, 

이중 소재나 비즈 등의 표현이 어렵고 광택감의 표현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Yuan et al.(2016)은 DC Suite 

5.0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통 웨딩드레스 4벌을 제작

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 시 패턴 수정이 간편하고, 소재 

표현이 가능하며 쉽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다는 효율

성을 검증하였다. Yuan and Bae(2017)는 �The compa-

rative analysis of 3D software virtual and actual wed-

ding dress�에서 3D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가상의상을 

실제 모델과 동일한 얼굴과 신체사이즈의 아바타에 

착용시켜 실제의 모습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3D 디지

털 기술을 웨딩산업에 적용 시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나 

세밀한 작업이 오래 걸리고 색상과 소재의 표현이 실물

과 차이가 난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3D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디자인 및 의상 제작 시 많은 

장점이 있다는 점을 주로 제시하였고, 실제적인 효율

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본 연

구에서는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자인 전개에서

부터 시뮬레이션까지 실물의상 제작과 소요되는 시간

(디자인, 패턴 제작 및 수정, 피팅)과 재료비용(옷감, 부

자재, 봉제, 패턴 제작)을 비교하여 실제적인 3D 프로

그램의 웨딩드레스 업계 활용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몰웨딩에 적합한 웨딩드레

스를 결혼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착용이 가능하도

록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쉽고 다양하게 형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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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능한 디자인을 제시하고, 실제 수작업을 통한 

디자인 과정의 시간과 재료비용을 비교함으로써 3D 디

지털 기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

헌연구에서는 서적, 미디어, 인터넷 자료, 관련 기사 등

을 중심으로 웨딩산업의 3D 기술 활용현황을 고찰하

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드레스 브랜드 10개를 대상

으로 스몰웨딩/셀프웨딩/패밀리웨딩/하우스웨딩 등

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시판되고 있는 스몰웨딩용 드레

스 397점을 분석 자료로 도출 후 디자인 요소를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 따라 스몰웨딩용 트랜스포머블 드레스를 디자인 후 

TG3D Studio사에서 개발한 전신스캐너 Scanatic 360 

Body Scanner_TG1000을 사용하여 실제 모델을 스캔

하였다. 생성한 3D 아바타를 활용하여 Ko(2015)의 �디

지털 클로딩 개론�에서 설명한 제작기법을 참고하여 

버추얼 클로딩 기술을 사용하는 3D 프로그램 DC Suite 

5.0의 가상공간에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II. 웨딩산업의 3D 테크놀로지활용현황

현재 웨딩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3D 기술에는 버추

얼 클로딩(virtual clothing), 버추얼 피팅(virtual fitting), 

버추얼 패션쇼(virtual fashion show)가 있다.

버추얼 클로딩은 <Fig. 1>처럼 2D 의상패턴을 활용

하여 실제 의복의 제작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실제 의상과 유사한 사실적인 움직임이 부여되

는 옷의 형태를 컴퓨터상에서 재현하는 기술이다(Ko, 

2009). 3D 공간에서 현실 환경의 물리속성, 물체의 운

Fig. 1. Virtual clothing. (DC Suite 5.0 software).

Captured by author (2020, September 5).

동, 회전, 충돌 등의 현상을 계산하여 실제처럼 재현하

기 때문에 의상의 실제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 2D 의상

패턴과 3D 가상의상을 동기화하여 패턴을 의상으로 

만들었을 때의 형태와 바디에 얼마나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패턴 수정을 2D와 3D 상에서 동

시에 할 수 있어 결과를 확인하기에 직관적이고 간편

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는 의류업체는 디자인 개발 단계에

서 단시간동안 다양한 디자인을 아바타에 3D로 입혀

보고 수정하여 바로 생산 단계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실제 샘플의상을 여러 번 제작하는 전통적인 생산방식

보다 시간, 재료비용 및 인건비를 절약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버추얼 클로딩 기술은 의류산업의 생산

방식을 향상시킨 기술이지만 전통 의류산업 종사자들

이 새 기술을 학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별히 

웨딩드레스는 구조가 복잡하고 부자재와 입체 장식이 

많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웨딩

업체들이 사용하기 힘든 상태로 이에 특화된 프로그램

의 개발과 사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버추얼 피팅은 2D의 실물의상 이미지를 3D의 아바

타에 구현하여 실제 피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

는 것이다. 이 기술은 현재 주로 매직미러(magic mirror) 

<Fig. 2>와 온라인 쇼핑몰(online shopping mall)<Fig. 

3>에서 제공하는 2가지 형식의 피팅 서비스가 있다. 매

직미러는 증강 현실 피팅 서비스로 사람이 모니터 앞에 

서면 모니터에 달린 카메라가 스캔하여 모니터상에 띄

우고, 미리 준비된 옷을 찍은 모습에 맞춰 피팅하는 시

스템이다(Yuan & Bae, 2017).

Fig. 2. Virtual fitting-magic mirror.

Retrieved from 实体或将再被挤压！马云刘犟东布局电商

2.0, VR成主力！ [The entity may be squeezed again! Jack 

Ma, Liu Qiangdong deploys e-commerce 2.0, VR becomes 

the main force!] (2018). https://www.soh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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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rtual fitting-online shopping mall.

Retrieved from Logan (n.d.). https://www.spotless.co.uk

이 기술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를 매

장에 도입하면 고객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옷을 착용해 

보고 착장 시의 모습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웨딩드레

스 매장에서 사진으로 찍은 드레스를 매직미러를 통해 

인물의 실루엣에 맞춰 보여주는 사례가 있지만, 사용

자가 입고 있는 의상 테두리를 스캔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고, 사용

자가 움직일 때 옷의 형태나 주름이 부자연스럽게 표현

되는 현상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피팅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치수를 입력하고 

얼굴형, 피부색,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면 사이트에서 

이를 반영한 개인의 아바타를 생성한다(Yuan & Bae, 

2017). 사용자가 사이트에 준비된 의상과 신발 등의 상

품을 임의로 클릭해서 아바타에 입혀 보고 상품의 착장 

모습을 360도로 회전시켜 확인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실제 체형적 특징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

재는 IT 및 모바일 기기 사용에 능숙한 20~30대 MZ세

대(Millenium & Z generation의 합성어: 198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를 지칭한다)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매장 

및 백화점에서 이 기술을 활용한 매직미러 기기를 매장

에 도입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Baek & Bae, 2021).

버추얼 패션쇼는 3D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패션

쇼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로 가상의 인물에 착용된 의

상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3DS Max, Maya 등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여 제작한다. 디자이너가 원하

는 영상 효과대로 인물과 의상의 형태, 재질, 움직임 등

을 가상의 표현방법으로 제작한다(Fig. 4). 이 기술은 

애니메이션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제작 시간이 길고 

비용도 높아 웨딩산업의 생산 판매과정에서 부적합하

여 회사 홍보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Fig. 4. Virtual fashion show.

Retrieved from Esé Azénabor (n.d.). 
https://www.eseazenabor.com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버추얼 클로딩이다. 실

제 생산에서 사용하는 2D 의상패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3D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전신스캔을 통해 만든 

아바타에게 입혀 착장 모습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소

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

술이다.

 

III. 3D 트랜스포머블웨딩드레스

디자인및전개

1.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

새로운 혼례형태인 스몰웨딩은 초기에 연예인 중심

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예식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

하게 되었다. 스몰웨딩의 특징은 소규모 예식을 기본으

로 하고 예식절차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결혼

식 본연의 의미를 지향하며 결혼비용을 절약하는 것

이다. 스몰웨딩은 과도하게 장식된 예식장이나 값비싼 

뷔페 대신 레스토랑이나 카페, 공원 등의 소규모 장소

를 대여하여(Son, 2014) 가족과 소수의 지인들에게 축

복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들이 만든 식순으로 

가볍게 시간을 즐기는 파티분위기로 진행된다. 따라

서 스몰웨딩의 소비자들이 전통의 화려하고 비싼 레

이스나 비즈로 장식하는 웨딩드레스 대신 간소화된 심

플한 드레스를 선호한다.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는 저

렴하고 작은 식장에 어울리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용도 및 활동성이 높은 스타일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켰다.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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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9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시판되고 

있는 국내 드레스 브랜드 10개(서울드레스, 숲속드레

스, 메이부띠끄, 라 라 힐, 미뇽라핸느, 마이수드레스, 멜

로랜드, 쑤앤코, 온리웨딩, 릴리드레스)를 대상으로 선

정 후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에서 ‘스몰웨딩/셀프웨딩/

패밀리웨딩/하우스웨딩’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추

출된 스몰웨딩용 드레스 397점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다. 도출된 자료를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의 디

자인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실루엣 분석결과는 A라인 실루엣 232점(58.5%), 머

메이드 실루엣 78점(19.6%), X라인 실루엣 50점(12.6%), 

H라인 실루엣 37점(9.3%)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5). 

길이로 분석한 결과는 풀렝스 256점(64.5%), 미디 97점

(24.4%), 니렝스 22점(5.5%), 미니 22점(5.5%)의 순으

로 나타났다(Fig. 6). 전체적으로 신체비율이 예뻐 보이

는 A라인 실루엣의 풀렝스 웨딩드레스가 가장 높은 빈

도로 나타났다.

색상 분석결과는 화이트 383점(96.5%), 아이보리 

6점(1.5%), 기타 유채색 5점(1.3%), 베이지 3점(0.8%)

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7). 웨딩에서는 순결을 상징하

는 화이트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소재 분석결과는 레이스 177점(44.6%), 새틴 93점

(23.4%), 튤 54점(13.6%), 시폰 35점(8.8%), 오간자 29점

(7.3%), 코튼 23점(2.3%)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8). 여

성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양한 문양을 입체적으로 표

현해내는 레이스가 선호된다.

네크라인 유형 분석결과는 베어탑 네크라인 170점

(42.8%), 브이 네크라인 76점(19.1%), 스쿠프 네크라인 

65점 (16.4%), 오프숄더 네크라인 54점(13.6%), 기타 네

크라인 32점(8.1%)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9). 슬리브 

분석결과는 슬리브리스 126점(31.7%), 쇼트 슬리브 94점

(23.7%), 캡 슬리브 51점(12.8%), 롱 슬리브 49점(12.3%), 

3/4 슬리브 48점(12.1%), 1/2 슬리브 29점(7.3%)의 순으

로 나타났다(Fig. 10).

전체적으로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 풀랭스(64.5%)의 A라인 실루엣(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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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은 화이트(96.5%), 소재는 레이스(44.6%), 디테일

은 베어탑 네크라인(42.8%)과 슬리브리스(31.7%)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1) 작품 제작 의도

기존의 웨딩드레스는 한 벌로 제작되어 디자인이 제

한되고 결혼식 외의 자리에서 착용할 수 없어 자원낭비

의 문제가 발생한다.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는 전통 웨

딩드레스에 비해 부피와 길이가 줄어들고, 화려하거나 

과장된 장식을 절제한 활동적인 스타일이라서 결혼식

뿐만 아니라 연회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실

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므로 다양하게 착용이 가능한 

점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몰웨딩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함과 동시에 재활용

하기 어려워 자원이 낭비되는 기존 웨딩드레스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드레스를 상의, 하의, 겉옷 3종류로 나

누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트랜스포머블 드레스를 제

시하였다.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 분석결

과에 따라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 각 요소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특성들을 반영하여 상의, 하의, 겉옷 

세 아이템을 각각 5개씩 디자인하였다. 총 15개 디자인

을 조합하면 최대 150가지의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의상의 활용도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D 전신스캐너를 통해 모델의 아바타

(avatar)를 생성한 후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유자

제로 디자인을 조합해서 모델의 아바타에 착용해봄으

로써 3D 소프트웨어를 웨딩산업에 도입했을 때의 시간

과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때 모델 아바타는 실

제 착용자의 얼굴과 체형으로 제작 가능하므로 보다 활

용도 높은 디자인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작품 제작 방법

3D 의상 제작을 위해 TG3D Studio에서 개발한 DC 

Suite 5.0의 2D CAD 기능을 사용해서 디자인에 따라 의

상패턴을 제작한다. 프로그램에 내장된 전 사이즈의 아

바타 중에 의상패턴의 사이즈에 맞는 아바타를 골라 불

러온다. 완성한 2D 패턴을 패널(panel)로 만들어 3D 공

간에 동기화하고 아바타 주변에 의상구성에 맞게 배치

를 한 다음에 봉제를 구현한다. 패널에 물성 기능이 있

어 실제 원단의 무게, 드레이프성, 강도에 맞춰 패널의 

물성 값을 조절하고 패널의 두께도 실제 원단의 두께와 

같이 설정한다. 3D Garment Layer 기능을 활용하여 상

의, 하의, 겉옷을 각각 5가지로 디자인하여 총 15개의 의

상을 레이어(layer)로 구분해서 한 아바타에 따로 시뮬

레이션을 해서 입힌다. 의상 시뮬레이션 완성 후 Scana-

tic Nuno Fabric Scanner로 원단 샘플을 스캔해서 자동

으로 생성한 텍스타일(textile), 텍스쳐(texture), 스페큘

러(specular), 문양 사이즈 파일을 다운받아 DC Suite 5.0

에 불러와서 가상의상에 적용한다. 문양이 큰 원단은 스

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서 포토샵(photo-

shop)에서 편집하고 3D 의상에 적용한다. 직접 편집한 텍

스타일 이미지는 텍스쳐와 스페큘러가 없어서 DC Suite 

5.0에서 자동으로 텍스쳐를 생성하고 셰이더(shader) 

기능으로 원단의 광택을 조절한다. 완성한 가상의상을 

뷰어로 조절한 후 DC Suite 5.0의 캡쳐 기능으로 가상

의상의 앞/뒷모습을 이미지 파일로 내보낸다.

3D 의상 제작 방법의 전개도는 <Fig.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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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렌스포머블 기본 아이템 디자인

앞서 다룬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풀랭스의 A라인 실루엣, 화이트, 레

이스 소재, 베어탑 네크라인과 슬리브리스가 높게 나

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상

의 5개, 하의 5개, 겉옷 5개의 아이템의 실루엣은 A라

인, 길이는 풀랭스, 색상은 화이트, 소재는 레이스, 디

테일은 베어탑 네크라인과 슬리브리스 등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1) 상의 디자인

상의 디자인 5개는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을 바탕으로 화이트 레이스 소재를 사용하고 베어

탑 네크라인과 슬리브리스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Table 1). 1번 디자인은 앞 중심이 깊게 파인 스위트 하

트 베어탑, 슬리브리스 형태의 섹시한 스타일이다. 2번 

디자인은 원형 가슴라인 베어탑에 투명한 망사로 주름 

잡은 팔에 장식을 더하였다. 3번 디자인은 시스루스타

일이며 베어탑에 반투명한 망사를 한 겹 더해 귀여운 

퍼프소매를 디자인하였다. 4번 디자인은 일상에서 편

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어깨에 얇은 끈을 부착하였다. 

평상시에 코트 혹은 카디건과 매치해서 입기 편한 디자

인이다. 5번 디자인은 허리를 노출하는 짧은 크롭탑에 

가슴부분에 프릴을 장식하였다.

 

2) 하의 디자인

하의 디자인 5개는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에서 제일 높은 빈도로 나타난 화이트 레이스 소재

를 사용하고 풀랭스의 A라인 실루엣을 활용하였다(Ta-

ble 2). 1번 디자인은 허리에 풍성한 잔주름을 잡아서 

활동하기 편하도록 발등 덮는 정도의 풀렝스 길이로 디

자인하였다. 2번 디자인은 로우힙 라인에 주름을 잡아 

귀엽고 가벼워 보이게 디자인하였다. 3번 디자인은 단

순한 언밸런스 A라인 실루엣에 앞트임을 주어 걷기 편

하게 디자인하였다. 4번 디자인은 언밸런스 머메이드 

1 2 3 4 5

Table 1. 5 designs' style drawing of the upper garment

1 2 3 4 5

Table 2. 5 designs' style drawing of the lower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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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에 프릴을 더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5번 디자인은 플리츠 스커트로 많은 주름을 넣어 풍성

함을 강조하였다.

3) 겉옷 디자인

겉옷 디자인 5개는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에서 제일 높은 빈도로 나타난 화이트 레이스 소재

를 사용하고 풀랭스의 A라인 실루엣을 활용하였다(Ta-

ble 3). 1번 디자인은 허리에 개더를 풍성하게 넣고 앞 

중심을 개방하여 날개형태로 디자인하여 착용감을 가

볍게 하였다. 2번 디자인은 바닥에 닿는 길이의 A라인 

스커트의 양쪽 허리에 대칭되는 큰 프릴을 레이어드해

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3번 디자인은 앞부

분이 측면부터 뒷부분이 바닥에 끌리는 티어드 스커트

다. 4번 디자인은 상체는 앞자락이 트인 단추를 채우는 

조끼형태이고, 허리라인부터 햄라인으로 갈수록 넓어

지며 앞이 짧고 뒤가 길게 디자인되었으며 허리 뒷 중

심에 큰 리본을 장식하여 뒷모습에 디자인 포인트를 

두었다. 5번 디자인은 망토형 겉옷으로 어깨부터 팔

을 덮고 등쪽에 바닥에 끌릴 정도의 긴 플리츠를 부착

하였다.

위의 15개의 아이템 디자인을 DC Suite 5.0 프로그

램에서 2D 패턴으로 제작하여 3D 상에서 아바타에 입

혀 시뮬레이션한 가상의상의 정면 화면을 표로 정리하

면 <Table 4>와 같다. 

IV. 트랜스포머블웨딩드레스디자인및

실물의상디자인비교

본 장에서는 매치가 가능한 트랜스포머블 드레스를 

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아이템을 상의 5개, 하의 5개, 겉

옷 5개로 디자인하여 총 150가지의 스타일을 제시하였

다. <Table 5>는 25가지 투피스의 매치방식이고 <Table 

6>은 125가지 쓰리피스의 매치방식이다.

가상드레스를 모델에게 입혀보기 위해 전신스캐너

를 사용하였고, 실제 모델을 스캔을 통해 3D 아바타를 

생성하였다. 완성된 3D 의상을 DC Suite 5.0에서 레이

어별로 MTM 클라우드(cloud)에 올린 다음에 아이패

드(iPad)의 Cloudzet Store 앱(app)을 열어 MTM 클라

우드에 올린 15개 아이템을 화면에 띄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상의, 하의, 겉옷을 선택해서 조합하였다. 조

합된 3D 의상은 VTO(virtual try on) 기능을 사용해서 모

델의 스캔바디(scanbody) 아바타에 자동으로 착용시

킬 수 있다. 이를 <Fig. 12>‒<Fig. 16>과 같이 앞/뒤/옆

면의 모습을 캡쳐(capture)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는데 3D 프로그램을 사

용할 경우 소요된 시간은 상의 5분, 하의 5분, 겉옷 30분 

각 5개씩 디자인을 전개하면 상의 25분, 하의 25분, 겉

옷 150분 총 200분, 레이어 시뮬레이션 35분, 캡쳐 5분, 

텍스타일(레이스) 포토샵 작업 60분, 총 300분, 시간으

로 5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핸드 드로잉으로 표현할 

때는 10개의 디자인 스케치의 평균값인 20분에 150개

의 드로잉을 곱할 경우 총 3,000분, 시간으로는 50시간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D 프로그

램으로 디자인 시 5시간이 소요되고, 수작업으로 디자

인 시 50시간이 소요되어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0분

의 1의 시간으로 150개의 디자인 전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자인 전개에만 소요되는 시간이고 의

상 제작까지 고려한다면 디자인 선택, 피팅, 소재 구입 

및 선택 등에 있어서 더욱 많은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재료비용은 3D 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컴

퓨터 사용에 따른 약간의 전력이 소모되는 것을 제외하 

면 실질적인 재료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수

1 2 3 4 5

Table 3. 5 designs’ style drawing of the outer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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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Upper 

garment

Lower 

garment

Outer 

garment

Table 4. Virtual clothing of 15 items

작업으로 핸드 드로잉 시에는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마커펜(흰색의 음영 표현이므로 2가지 색만 사용함), 

총 31,100원이 소요되었다. 이는 디자인 전개에만 소요

되는 재료비용이고 의상 제작까지 고려한다면 피팅, 소

재 구입 및 봉제 등에 있어서 더욱 많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디자인 단계에서는 시간은 5시간 

대 50시간으로 90%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재료비용

은 0원 대 31,100원으로 100%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디자인 전개에만 소요되는 시간

과 재료비용이므로 의상 제작 및 완성 단계까지 고려

한다면 디자인 선택, 피팅, 소재 구입 및 패턴 제작, 봉

제 등에 있어서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

로 예상된다.

V. 결   론

웨딩문화가 변화하고 스몰웨딩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스몰웨딩은 소규모 예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식

절차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 대신 결혼식 본연의 의미

를지향하며 결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특징

이다.  소비자들은 개인 취향에 맞춘 나만의 결혼식과 

웨딩드레스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 웨딩드레스 

제작 과정에는 대량의 원단과 부자재, 수공이 사용되

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는 부피 및 길이가 줄어들고, 

화려하거나 과장된 장식을 절제한 활동적인 스타일

이라서 결혼식뿐만 아니라 연회나 일상생활에서도 착

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다.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을 웨딩산업에 도입할 경

우, 소비자들이 웨딩드레스를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가상에서 신부의 아바타를 통해 여러 벌의 웨딩드레

스 착장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부분을 쉽게 

수정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과 재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3D 프로그램을 웨딩산업에 도입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몰웨딩용 웨딩드레스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스몰웨딩용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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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 lower garment matching method

Table 5. 150 matching method of transformable wedding dress-upper & lower garment

 

스포머블 드레스를 상의, 하의, 겉옷 3가지 아이템으로 

나눠 5개씩 디자인한 후 총 15개 아이템의 가상의상을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자인 조합함으로써 투피

스 25가지, 쓰리피스 125가지 총 150가지 조합의 디자인

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재료비용 측면에서 

3D 디지털 기술 활용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시간 측면에서, 전신스캔을 통해 신부의 3D 아

바타를 제작하고 3D 프로그램상 레이어 기능을 통해 

15개 디자인을 레이어로 구분해서 제작된 아바타에 착

장 후 레이어의 쇼 기능을 이용해 임의로 조합하면 최대 

150가지의 다양한 스타일이 300분(5시간) 이내에 가능

하였다. 이를 실제 수작업으로 핸드 드로잉하였을 경우 

3,000분(50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이 90% 절감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재료비용 측면에서, 3D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3D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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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 lower & outer garment matching method

Table 6. 150 matching method of transformable wedding dress-upper & lower & outer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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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 lower & outer garment matching method

Table 6. Continued

Fig. 12. Scan body avatar wearing effect-1.

     

Fig. 13. Scan body avatar wearing effe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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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can body avatar wearing effect-3.

    

Fig. 15. Scan body avatar wearing effect-4.

Fig. 16. Scan body avatar wearing effect-5.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기료 부담 이외에는 다른 재

료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실제 수작업으로 스케

치하고 일러스트로 제작하였을 경우 스케치북, 연필, 지

우개, 마커펜이 사용되었고 31,100원의 재료비가 소요

되어 불필요한 종이 및 재료의 낭비 없이 비용이 100% 

절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로그램을 웨딩산업에 도입하

여 새로운 웨딩드레스 디자인 프로세스 및 시간, 재료

비용의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웨딩산업에서 3D 프로

그램을 활용할 경우 실물드레스 샘플을 제작할 필요 없

이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후 선택하여 생산이 가능하므로 디자인 시간 및 재료비

용을 줄이고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전통 웨딩

산업에서 발생했던 드레스 피팅 시간 및 웨딩드레스의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비자의 드레스를 

선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고 다양한 디자인을 가상으로 착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상착의에 의한 새로운 의상디자인 및 제

작 프로세스는 현재 웨딩산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미래 

웨딩산업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

구는 실물의상을 제작하지 않고 디자인에서 마무리한 

관계로 디자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료비용만을 비교

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가상의상과 실물의상 제작 

시 소요되는 시간과 재료비용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관점에서 가상의상과 실물의상의 유사도 및 정

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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