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5, No. 1 (Jan. 2015) pp. 104-117 http://dx.doi.org/10.7233/jksc.2015.65.1.104

니트 CAD시스템의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니트디자인

이 슬 아․이 윤 미․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한양여자대학교 니트패션디자인과 부교수․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Knit� Design� Using�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Program�

of� Knit� CAD� System

Seul-A� Lee․Yoon� Mee� Lee․Younhee� Le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Dept. of Knit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투고일: 2014. 9. 4, 심사(수정)일: 2014. 12. 17, 게재확정일: 2014. 12. 22)

ABSTRACT1)

Recently,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integrating with The IT industry in order to develop 
in various ways.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utilize the 3D CAD system, which would reduce 
time and cost while producing samples, and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brand 
and its cooperators by deploying knit designs using Knit CAD system’s 3D virtual clothing 
program. The research method was reference, Internet resources 3D fashion CAD system and 3D 
Knit CAD system. Based on the data, simulation of the complete design of 4 deployed knit de-
signs was done by using 3D virtual clothing program of the Knit CAD system utilizing knit de-
sign elements. One of each design element among the virtual clothing designs was chosen to pro-
duce real clothing, and the experts did verification on the appearance assessment of 3D virtual 
clothing knit designs of the Knit CAD system. As a result, 3D virtual clothing knit design of the 
Knit CAD system proved itself as an efficient system in terms of time an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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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첨단산업을 이용한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

여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빠

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더불어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인식되어오던 패션산업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된 기술

연구 및 응용분야가 생겨나면서 점차 넓고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산업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3D 프로그램을 활용한 CAD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1)

CAD(computer-aided design)는 컴퓨터 지원 설계

를 컴퓨터 기반도구로써 3D CAD 시스템은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인 3D(three dimension, three di-

mensional)와 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CAD를 결

합한 시스템이다. CAD 시스템의 도입은 컴퓨터 기

술의 급진적으로 발전된 1970년부터이며 국내에선

2D CAD 시스템의 도입이 1980년부터 본격화 하였

으며 그 이후 2D CAD 시스템의 안정을 찾은 후

1990년대 말부터 가상착의와 같은 3D CAD 시스템

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2) 3D CAD

시스템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컴

퓨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의상 CAD의 보급이 확대되

면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

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니트산업에서는 캐주얼에만 국한되었던 니트

를 드레이프성과 보온성 및 활동성의 특성과 더불어

기능성을 추가시켜 스포츠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제품으로 적용되면서 패션산업분야에 경쟁력을

더하고 있다. 그 결과 니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빨라진 패션 사이클에 대응

하기 위하여 디자인 작업 시간의 단축과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니트 디자인 CAD 시스

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D 시뮬레이션에 대한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일어

나고 있는 분야중 하나인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

의상의 시각적 표현에만 중점을 둔 연구에서 현재는

의상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실제 의상의 특성 연구

를 통한 의상분야와의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실제 의상의 특징과 움직임의 원리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의류학 분야에서의 3D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3차원 인체 계측, 가상현실, CAD/CAM 결합 기술

등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실무에서는 아직까

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도입단계이며 니트에 관한

3D CAD 시스템의 세분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knit CAD 시스템의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니트디자인을 전개하고 샘

플 제작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가져다주며 브

랜드와 협력업체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3D

CAD 시스템의 실용화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knit 3D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니트디자인을 전개하고 실물 니트웨어의 제작을 통

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통합적 프로세스의 실용방안

과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을 밝히므로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UI(user interface)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3D 니트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니트에 대

한 일반적 고찰과 의상 3D CAD 시스템과 3D 니트

CAD 시스템에 대해 문헌과 선행연구 및 인터넷 관

련 자료를 조사한다. 둘째, 3D knit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니트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요소 중 조직,

게이지, 원사, 컬러를 활용한 가상착의 디자인을 전개

한 후 완성 모습을 시뮬레이션 한다. 셋째, 가상착의

와 실물의복의 비교평가를 위해 니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에 적합한 니트 디자인을 전개하여 시

뮬레이션 가상착의 및 니트 디자인 실물의복을 제작

한다. 넷째, 니트 CAD 시스템의 활용한 3D가상착의

와 실제착의에 관하여 의류학전공자들과 실무 니트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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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니트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요소
니트는 앵글로 색슨(anglo Saxon)어인 Cynttan,

Kotten, Netten, Chitten, Knetten 등에서 유래된 단

어이며 니트의 개념은 손뜨개로 의복을 만든다는 뜻

으로 씨실 또는 날실에 의해서 형성된 루프(loop)가

연결 되어서 형성 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재료

와 기법을 불문하고 모든 것의 편직물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실 또는 끈 상태의 소재에 의해서 루

프를 형성하여 연결한 선 상태나 면 상태로 구성하

는 수법 및 제품을 뜻한다.4)

편성의 수단에 따라 수편성물과 기계편성물이 있

으며 편성물은 구조와 편성방법에 따라 크게 위편성

과 경편성으로 분류하며, 일명 환편기로 불리는 원형

편기와 횡편기로 불리는 평형편기, 기타 트리콧 편기,

라셀 편기 등으로 분류한다.5) 니트는 루프로 이뤄져

있으며 일반우븐과는 다른 신축성, 드레이프성, 다공

성, 유연성 등과 같은 의복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6)

니트 디자인은 일반적인 우븐 디자인과 달리 원사

부터 편직까지 직접 작업을 관리해야 하는 프로세스

로 진행된다. 니트웨어를 디자인하기위한 구성요소로

는 크게 소재, 선, 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재는 디

자인요소로 니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며 특성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원사, 편직 방법, 조직, 밀도,

게이지, 패턴 등이 해당된다. 선은 의복의 전체적인

외형을 형성하여 다양한 디자인 변화를 줄 수 있으

며 실루엣, 여유분, 아이템, 디테일 등이 해당된다.

색채는 가장 가시성이 뛰어난 요소로서 다양한 감성

과 패션 이미지를 전달한다.7) 니트 패션은 이미 만

들어진 원단을 선택하여 디자인하는 우븐류와는 다

르게 원사 선택부터 컬러, 장식, 조직 등을 선택하여

디자인의 다양화를 추구 할 수 있다.8) 본 연구를 위

한 니트 디자인을 위한 요소 선정은 세분화된 요소

중 조직, 게이지, 컬러와 니트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원사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요

소로 선정하였다.

첫째, 조직(structure)은 기본조직과 변화조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기본조직에는 코의 연결방식에

따라 평편(plain Stitch), 고무편(rib Stitch) 조직과

이러한 기본 조직을 응용한 변화조직으로 펄편(purl

Stitch), 터크편(tuck Stitch), 부편(miss), 레이스편

(lace Stitch), 케이블편(cable Stitch) 등의 여러 가

지 변화조직이 있다. 또한 배색을 응용하는 편직방법

으로는 컬러 자카드 방법과 인타르시아 기법으로 크

게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조직만으로도 다양한

표현 특성이 나타나지만 기법과 기법의 간격을 조절

하거나, 너비, 길이 등에 변화를 주거나 혹은 실의

굵기에 변화를 주어 반복함으로써 일정한 패턴의 변

화를 표현할 수 있다.9)

둘째, 니트의 게이지(gauge)는 편직기의 바늘 수

의 밀도를 의미하며 침상에 배치된 간격의 조밀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일정거리 사이에 있는 바늘 수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게이지란 바늘 밀도에 해당하므

로 게이지가 크다는 것은 일정거리 사이에 가는 바

늘이 좁은 간격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며

침기에서 침성되는 편지는 웨일(wale)밀도와 코스

(course) 밀도가 크기 때문에 루프 밀도(stitch Density)

가 증가되어 치밀한 조직이 된다.10) 게이지는 원사의

질과 굵기, 바늘의 굵기,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편물의 모든 작품의 코

수와 단수를 산출하게 된다.11) 게이지에 대한 기계의

분류로는 일반적으로는 5G 이하를 로우 게이지 (low

Gauge), 7~10G를 미들 게이지(middle Gauge), 12G

이상을 하이게이지 (high Gauge)로 구분한다.<표 1>

셋째, 원사(yarn)는 직물의 재료이며 가늘고 긴 집

합체를 실이라 하며 편사에 사용하는 실은 편사라 한

다. 원사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용자들이 편리성을 위

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많아서 실을 체계적으로 분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12) 니트는 직물

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므로 니트의 특징을

살려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디자인과 의복의 종류,

뜨는 방법에 따라서 실로서 요구되는 조건을 고려하

여 이에 적합한 실을 사용해야 한다. 편직하는 동안

재료에 장력이 주어지므로 실은 강도와 탄력성이 풍

부해야하며 편물의 평면을 고르게 하려면 굴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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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실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부드러운 촉감을 살

리려면 실의 꼬임수가 많은 것보다는 실의 꼬임수가

적고 유연한 실을 사용해야하고 일광에 강하며 염색

성이 좋고, 방충, 방축 가공이 되어 있는 편사를 선택

해야 한다. 또한 마찰이 크면 실이 끊어지므로 실의

잔털이 마찰계수를 크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잔털이

적은 실을 사용하여 야 한다.13) 다음 <표 2>는 니트

CAD 템에서 활용 가능한 장식사의 종류이다.

넷째, 색채(color)는 시각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자

극인 가시광선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에너지 스펙

트럼 중 약 380nm~780nm의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색감을 일으킨다.14) 색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각하

는 패션디자인의 주요소로서 다양한 감정효과를 지

니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특정한 스타일에 동조하고 그것이 보편화되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행의 속성이 적용될 때 유

로우 게이지 (Low Gauge)

- 3 Gauge -

미들 게이지 (Middle Gauge)

- 7 Gauge -

하이 게이지 (High Gauge)

- 12 Gauge -

- 한양여자대학교 니트연구소

<표 2> 3D CAD 시스템의 장식사 종류 및 편직상태

슬럽사

(Slub Yarn)

스파이럴사

(Spiral Yarn)

놉사

(Knot Yarn)

부클사

(Boucle Yarn)

이색연사

(Grandrelle Yarn)

셔닐사

(Chenille Yarn)

- 저자 그림

<표 1> 게이지에 따른 편성물 및 편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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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색이 된다. 패션제품의 유행색과 그 주기는 다른

디자인 분야와는 차이가 있는데 패션의 짧은 주기를

지닌 특성상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며 한정된 색영역

인 자동차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색영역을 지닌다.15) 니트는 편직방법에 따라 색채의

교환이 자유로운 니트는 편직시 서로 다른 색채의

원사를 혼합하는 기법과 컬러 자카드와 인타르시아

(intarsia) 기법이 있으며 니트웨어에서만 표현되는

독특한 색채 조화를 나타낸다.16)

2. Knit (3D) CAD 시스템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모든 산업 분야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3차원 그래픽 기술의 도입은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 인문 등의 전 분야에 걸

쳐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가상착의에 관한 기능

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영화 및 게임 애

니메이션 분야로 캐릭터에 의복을 시뮬레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그래픽 기술 및 다양한 분야의 유

기적인 결합이 필요한 만큼 제약을 받고 있다.

의상 3D CAD 시스템은 패턴 제작 및 재단, 봉제

등의 과정을 기계화 도입과 다양한 디자인 장비들의

발전과 결합하여 디자인 프로세스 구축의 발전과 함

께 패션 제품의 고급화와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시

장의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17)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디테일한 작업을 통하

여 다양한 디자인과 품평이 가능해지고, 수요자의 다

양한 취향을 고려하며 빠른 패션 사이클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의 시장

사이클에 맞춘 생산 방식과도 부합한다.18)

국내 3D CAD 시스템은 활발히 연구 진행 중이며

특히 패션분야에서 의상 CAD를 기초로 한 3D CAD

시스템의 연구는 디자인 연구 및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D CAD 시스템

은 의상 CAD 시스템에 기반을 두어 3차원 기술을

도입하여 의복을 3차원 인체 모델 위에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의복을 다각화하며, 의복을 모델에 가상착

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19)

국내에 대표적인 패션 3D CAD 시스템으로는 건

국대학교의 i-Fashion, 서울대학교의 DC-Suite, 클로

버츄얼패션의 CLO, D&M사의 Narcis 등이 활발히

연구 진행중이며 해외에서는 일본의 I-Designer, 이스

라엘 Browswear사의 V-Stitcher, 3D Runway Designer

사의 Optex., 프랑스의 Lectra사의 3D-Fit 등이 있다

3D CAD 시스템이 활성화 됨에 따라 분야도 점차

세분화 되어지면서 일반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니트에 대해서 Knit CAD 시스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Knit 3D CAD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는

김소진 외20)에 따르면 3D 외관착용에 대한 연구로

편성물의 역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3D CAD 시스템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적합한 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일반직물과 다른 제작

프로세스 가진 니트에 대한 Knit 3D CAD 시스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패션산업 분야의 니트 전문 3D CAD 시스템은 대표

적으로 일본의 SHIMASEIKI사의 SDS-ONE APEX3

과 독일의 STOLL사의 M1프로그램이 있다. SDS-

ONE APEX3는 일본 SHIMASEKI사에서 개발한 원

사입력부터 패턴, 스타일화, 3D 시뮬레이션까지 니트

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SYSTEM에서 해

결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3D CAD SYSTEM의 니

트 원단을 스캔에서 맵핑하는 작업인 반면에 SDS-

ONE APEX3는 자카드 패턴이나 다양한 조직 패턴

이 데이터베이스로 탑재되어 있어서 편성되는 원단

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면서 오리지널 조직을 앞·뒷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21)<표 3>

M1 프로그램은 독일의 STOLL사가 개발한 프로

그램으로 스톨의 패턴워크스테이션으로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시스템이다. 디자이너

와 편직 기술자들 간의 서로 다른 패턴 적용 방식에

서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인 M1은 디자이너와 편직

기술자에게 같은 방식의 패턴을 작성 할 수 있게 함

으로써 동일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니

트 디자인 시스템이다.22)

STOLL사는 ENEAS사와 협력하여 디자인과 시

뮬레이션의 뛰어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쉽고 빠

르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으며 M1 Plus와 호환되

어 사용할 수 있다. 3D simulation으로 모델에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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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혀볼 수 있으며 패션쇼로 보여줄 수 있다.23)

Ⅲ. 가상착의 니트디자인 전개
본 연구는 SDS-ONE APEX3에 저장되어있는 기

본 패턴 데이터를 수정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디자

인과 아이템 결정 후 사이즈를 수정하여 전개한 작

업으로 길이나 리브 조직 등을 치수를 입력하여 수

정하였다. 3D Modelist 시스템에서 가상 모델은 아바

타와 토르소 바디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바디로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1. 조직 활용 가상착의 니트디자인
Cable 조직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시뮬레이션 후의

외관착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관의 형태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하여 로우게이지(3G)사용하였다. 조

직의 선정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ble 조

기 능

PGM System

패턴 캐드 시스템으로 패턴

메이킹, 그레이딩, 마킹 작업

가능

Knit Design

System

니트 디자인에 관한 조직개발

및 컬러웨이, 원사 선정, 루프

시뮬레이션 등 가능

Knit System

PGM 시스템, Knit Design

시스템에서 작업한 니트

디자인을 편직할 수 있도록

변환

3D Modelist 3D 가상착의 및 시뮬레이션

- SHIMASEIKI 연구소

<표 3> SDS-ONE APEX3 기능 및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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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변형하여 활용하였으며 스트라이프 문양과 혼

합하여 래글런 슬리브의 디자인으로 전개하였다. 전

체적으로 조직이 들어간 디자인에 문양을 넣었을 때

와 평편에 문양을 넣을 경우와의 조직 짜임에 의한

문양의 변형을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문양 크기와

조직을 쉽게 디자인 할 수 있었다.<그림 1>

2. 게이지 활용 가상착의 니트 디자인
게이지의 구분에 따른 외관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우게이지(low gauge)의 3G와 미들게이지(middle

gauge)의 7G, 하이게이지(high gauge)의 14G로 나

누어 Links-Links 조직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게

<그림 1> 조직을 활용한 니트 디자인

- 저자 그림

<그림 2> 게이지를 활용한 니트 디자인

- 저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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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 따라 자동으로 원사의 합수를 계산해주어 디

자인시 좀 더 정확한 가상착의를 볼 수 있으며 같은

디자인이라도 게이지의 차이만으로 시각적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2>

3. 원사 활용 가상착의 니트디자인
원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여러번의 시험 편직 및

샘플 작업이 필요한 장식사 중 굵기가 불규칙한 슬

럽사(slub yarn)로 선정하였다. 굵은 슬럽사의 텍스

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색의 3가지 원사를 사

용하였으며 5G로 편직하였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원

피스 디자인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외관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디자인하였다. 장식사와 같이 조직

의 짜임을 예상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조직과 문양을 원사에 맞게 디자인 할

수 있었다.<그림 3>

<그림 3> 게이지를 활용한 니트 디자인

- 저자 그림

<그림 4> 컬러를 활용한 니트 디자인

- 저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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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컬러 활용 가상착의 디자인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써 하운드투스 체크를

활용하였으며 3가지 색상의 컬러웨이를 통하여 외관

착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디자인 하였다. 7G로 편직

하였으며 디스플레이 모니터와 스캐너, 프린터 등의

입출력기기의 색조를 동일 해주는 CMS(Color Ma-

nagement system)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4>

Ⅳ. 실물 니트웨어 제작 및
가상착의와의 평가

3D 가상착의 니트 디자인 전개 후, 니트디자인 요

소를 잘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 4개를 선정하여 실

물제작 함으로써 외관착의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실무 적용에 관한 외관착의 특성, 실용화 및 개선 방

안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물의복 제작에서는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SES

123SI 편직기로 편직, 완성하였으며 실물 의복 제작

후 3D 시뮬레이션한 바디사이즈와 같은 바디를 사용

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실물의복을 촬영할 때 생

기는 조명에 의한 데이터 차이는 가상의복과 비교하

기 위하여 Photoshop CS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

의복 색상을 재현하였다.

가상착의와 실제착의의 외관착의 유사성 및 실용

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외관착의 평가에서는 의류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니트 디자이너 1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3D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디자인은 이미지로 제시하

였으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동시에 보

여주며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을 중심

으로 외관착의 평가에 관한 10문항과 실무 적용에

관한 7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무 적

용성과 외관표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다.<표 5>

첫째, 조직에 대한 평가로 바디의 굴곡에 따라 코

의 크기의 변화가 큰 Rib 조직으로 실무에서는 1×1

또는 2×2 Rib 조직을 많이 사용하지만 조직의 변화

를 자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3×3 Rib 선정하였다. 가

상의복은 실물의복의 게이지크기와 유사하다’와 ‘가

상의복은 실물의복의 편물의 두께감과 유사하다’항복

은 4.20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슴과 엉덩이와

같이 의복압이 큰 부분에서는 신축성이 좋은 니트의

특성상 원단이 늘어남에 따라 코의 크기가 변화하였

으며 같은 종류의 실로 맵핑하였을 경우 실물의복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가상착의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5>

둘째, 게이지에 활용한 디자인 중 3×3 Rib 조직을

활용하여 5G와 7G로 합수는 각각 8합과 5합으로 선

정하였다. 원사부터 게이지 선정까지 모든 작업을 포

함하는 니트 프로세스는 디자이너의 감각만으로는

편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작업이므로 시뮬레이

션을 활용하여 외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가상의복

과 실물의복의 비교평가에서는 조직과 컬러에서는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과 게이지의 표현 정

도에서도 무리 없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가상의복과

실물의복의 두께감에서는 실제착의에서는 게이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으며 조직과 루프의 크기에 변

화가 있었으나 가상착의에서는 두께감과 실루엣에서

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가슴부분과 같이 굴곡이 있

는 부분은 게이지의 크기에 따라 조직과 루프의 크

기의 차이를 보였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3D 모델링을 먼저 작업한 후

그 위에 맵핑하는 형식인 프로그램 특성상 실루엣에

서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셋째, 원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써 장식사인 종류

인 스날사(Snarl yarn)을 선정하였다. 장식사는 입체

감이 큰 스날사(Snarl Yarn)와 기본조직인 평편

(Plain Stitch)을 이용하였으며 원사를 스캔 받아 데

이터 작업을 거친 후 시뮬레이션 하였다. 전체적인

길이감과 컬러에서는 높은 유사성을 보였지만 실루

엣과 디테일에서 스날사의 입체감 있는 외관표현의

유사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일반 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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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식사와 같은 입체감있는 원사의 시뮬레이션

표현기술이 부족함이 나타났으며 장식사를 스캔 받

은 경우 원사의 물성값이 제외되기 때문에 외관표현

이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원사의 경우에는

요소 맵핑 디자인

조직

원사: wool 50% +acrylic

50%(2/30)

게이지: 3G

조직: cable

컬러: Ivory, red

게이지

원사: wool 50% +acrylic

40% + silk 10%

(2/30)

게이지: 3G, 7G, 14G

조직: Links-Links

컬러: black, grey

원사

원사: 슬럽사(slub yarn)wool

50% +Cotton

40%(2/18)

게이지: 5G

조직: plain sitich

컬러: grey, pink, black, white

컬러

원사: wool 50% +acrylic

40% + silk 10%

(2/30)

게이지: 7G

조직: piain stich

컬러: white, black, pink, pale

pink, blue, sky blue

- 저자 그림

<표 4> 니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3D 가상착의 니트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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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 실제 착의

조

직

게

이

지

5G 7G 5G 7G

원

사

Snal yarn (1합)

컬

러

- 저자 그림

<표 5> 니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3D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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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없이 잘 표현되었으며 스날사에서는 실제 원사

에서의 느껴지는 광택감이 가상 시뮬레이션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으며 두께감과 입체감에서 또한 차이

를 보였다.

넷째,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써 White, Black,

Pink를 이용한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컬

러 재현 방법으로는 원사를 스캔한 후 실제 원사를

팬텀컬러에서 육안 비교를 통한 방법과 CMS(Color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전자를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모니터상

의 컬러와 실물의복 컬러 그리고 사진 상의 컬러가

데이터로 전송되면서 외부환경에 의하여 각각 다르

게 표현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으며 White와

Black의 표현은 컬러가 있는 다른 색상에 비해 유사

하게 표현되었으며 그 외의 요소인 실루엣과 조직

및 게이지의 표현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컬러는 Photoshop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RGB 값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가상착의 컬

러 표현이 실제착의 보다 선명하게 표현되었으며 가

상착의와 실제착의의 색상의 차이는 스캔 데이터 및

진 촬영 데이터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의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한 차이로 보인다.

다섯째, 3D KNIT CAD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

에 대한 실무 실용화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

하여 국내 브랜드 및 프로모션에 종사하는 니트 디

자이너 15명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다. 3D KNIT CAD

시스템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시하였으며 설문 문항

은 실무 적용에 관한 문항과 기타 의견으로 구성하

였다<표 6>. 평가 결과 전체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3.53점으로 실무 실용화 가능성에대한 평가로는 가장

높은 점수로 ‘컬러웨이 활용(4.27점)’이라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게이지 활용 (3.87점)’, ‘조직 활용(3.80

점)’,‘니트 디자인 도움(3.67점)’ 순으로 디자인을 하

면서 다양한 게이지와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

지 느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니트 디자인 요소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원사의 활용(3.20)’으로 나타났

으며 ‘시제품 대체(3.07점)’ 항목 또한 아직 시제품

사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실무와 관

련하여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테스트와 교육을 거친 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항목으로 실무적용(3.07점)

과 교육(3.27)에 관한 평가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타 의견에서는 직접 다양한 컬러의 원

사를 이용하여 시직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장식사 등의 입체감이 있는 원사의 맵핑

표현정도가 디테일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가상착의

결과가 좋을 때 샘플 진행까지 연결 될 수 있으므로

결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 하였다. 실무 작

순위 항 목 M(S.D)

1 컬러웨이 활용 4.27(0.59)

2 게이지 활용 3.87(0.83)

3 조직 활용 3.80(0.94)

4 니트 디자인 도움 3.67(0.72)

5 샘플 편직 대체 3.53(0.91)

5 협력업체와 커뮤니케이션에 가상 피드백 3.53(0.74)

7 원사 활용 3.20(1.09)

8 시제품 대체 3.07(0.96)

기타항목
실무적용에 있어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3.07(1.03)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 3.27(1.33)

전체 평균 3.53(0.91)

<표 6> KNIT 3D CAD 시스템의 실무 적용 가능성에 관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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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면서 야근 및 업무량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프로그램을 교육받으면서 사용하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국과 같이 테크니컬 디

자이너가 활성화 된다면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류 산업 구조에서는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전략할 소지가 많을 것 이라고 하였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턴 및 소재 디자이너들과의 협

력이 필요함으로 도입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하였지만 도입에 있어서는 앞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라고 응답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knit System의 3D 가상 프로그램을 활

용한 니트 디자인에 앞서 니트와 3D CAD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3D 니트 디자인을 실시하였으

며 니트 디자인 2벌을 실물의복으로 제작하여 디자

인 전개 및 가상착의 디자인과 실물 디자인의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니트 디자인을 위한

요소를 조사하고 니트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요소별 조직, 게이지, 원사, 컬러에 중점을 둔 3D 가

상착의 디자인을 전개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다

양한 표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축성이 큰 Rib 조직

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면 디자인 시 패턴

작업이나 원사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니트 디자인 전개 시

게이지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디자인과 게이지의 효

과가 적절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조직의 활용에 있어서도 니트

디자이너에게 부족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을 맵핑이

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으

며, 다양한 원사의 활용 및 사용할 원사를 스캔하여

직접 맵핑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컬러 디자인 활용 시에도 컴퓨터에서 빠

르게 다른 컬러로의 대치와 문양이나 패턴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

둘째, 니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니트 디자인 4

개를 디자인하여 실물 니트웨어로 제작하여 가상착

의와의 차이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 조직의 외관표현

결과에서는 3D 가상착의와 실제착의의 유사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게이지의 외관표현 결과에서는 3×3

Rib 조직을 활용한 디자인을 5G, 7G를 사용하여 편

직하였으며 게이지 및 조직, 컬러에서는 높은 유사성

을 보였다. 두께 및 실루엣에서는 게이지 에 차이에

따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며 실루엣에 있어서는 시

뮬레이션 과정에서 3D 모델링을 먼저 작업한 후 그

위에 맵핑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컬러에서의 외관표현결과 가상착의와

실제착의의 컬러의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모니

터상과 실물의복 및 사진촬영상의 컬러 데이터가 각

각 다르기 때문에 표현상의 한계점이 있었으며 무채

색은 유채색보다 컬러표현의 유사성이 높음을 확인

하였다.

셋째, 3D KNIT CAD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한 실무 실용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로는 다

양한 컬러웨이 및 게이지 조직 등을 맵핑해 보는 것

에 대하여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며 원

사에 관한 맵핑은 니트 디자인을 위한 요소에 대한

문항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원사의 특성

과 관련하여 표현 정도가 디테일하지 못하기 때문이

며 이를 가상착의 결과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샘플

진행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 적용에 있어서의 시스템 도입 정도와 시제품

대체 사용도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왔으며 이는

실무에 적용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용될 것과 기

업의 투자와 디자이너들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근 및 업무량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교육을 받으면

서 사용하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결과로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디자인을 통하

여 외관착의에 대해 비교해 봄으로써 실용화 및 개

선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knit

CAD 시스템의 3D 가상착의 니트 디자인이 작업에

서 시간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 의류산업현황에

서 니트 프로그램은 주로 협력업체와 니트웨어 제작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디자인 기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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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 사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디자

인 기획을 업무로 하는 니트 디자이너들의 3D knit

CAD를 통한 디자인 교육과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캔 데이터 및 입력데이터와 실제데이

터에서 컬러, 물성, 광택 등에서의 차이에 의해 오차

가 나타나며 시뮬레이션의 정확성과 시간 및 비용절

감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찾아나가

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3D knit CAD 시스템에

대한 더욱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효

과적인 니트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는 3D 산업과 니트 패션 산업의 융합

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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