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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hensive research must be conducted on manufacturing techniques 

such as patterns and sewing, with the understanding of material properties to 

satisfy consumers' emotions with a strong fashion trend orientation. Phys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 and the overall silhouette and feeling of the garment can 

change depending on how sewing is conducted.To examine the completeness 

of a finished garment depending on different kinds of clothing material, this 

study fabricated an actual garment and a 3D virtual garment as well using 

3D CAD IMAGE SYSTEM (CLO 3D, DC Suite, etc.) for a comparative analysis. 

These two methods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is study 

selected fiv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lothing material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appearance differences between actual clothing and 

virtual clothing by material. Additionally, the study verified the similarity 

between actual clothing and virtual clothing by comparing their physical 

properties by material, and evaluated the objectivity and accuracy of the 

reproducibility of material properties of virtual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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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의복은 제 의 피부로 불릴 만큼 인체에 가장 가까운 구조2

물로서 차원적인 옷감을 차원의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2 3

다 의복은 그 구성방법과 사용된 소재의 특성에 따라 물. 

리적 감성적 특성이 바뀌고 각기 다른 실루엣의 특성을 , 

보이므로 소재와 패턴에 대한 이해 없이 의복을 제작하는 

것은 소비자의 패션감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동일한 디. 

자인과 패턴으로 제작되더라도 소재에 따라 다른 실루엣으

로 표현되므로 소재의 특성에 따라 의복의 패턴이 다르게 

제작되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소재의 종류에 따라 의복의 실루엣과 봉제 후의 외관 변  

화와 적합한 디자인 표현 패턴을 구성에 대한 정보 등 종, 

합적인 완성상태에 대한 간이 품평 시, 3D CAD IMAGE 

등 을 이용하면 컴퓨터에서 SYSTEM(CLO 3D, DC Suite )

사실적인 차원의 의복을 제작할 수 있다3 . 차원 가상착의 3

시스템을 통한 의류상품기획과 전자상거래상의 상품정보제

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착의상태 결과물이 보

다 명확하고 실제착의에 근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 

서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검증이 3

필요하며 의류소재 물성에 관련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이 중

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통한 . 3

의복의 재현이 얼마나 실제의 소재의 물성과 유사하게 표

현될 수 있는지가 디지털 클로딩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

다. 의류제품생산현장에서 직접 샘플제작에 따른 공정에 

비해서 시간과 생산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방법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가상프로그

램을 활용한 기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

Table� 1.� Design� Selection� (Muslin-Cotton� Plain)

0° 45° 90° 135° 180°

다. 

가상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존연구에서는 소재  들의 역학적 

특성치를 구한 값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3D CAD SYSTEM 

하여 의복을 가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실물 제작 이전에 어

떠한 외관을 갖게 되는지 미리 예측해보거나(Lee, 2010) 실, 

제 소재와 프로그램상 소재의 물성비교(Lee, & Kim,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외관평가2011), (Lee, & Lee, 

2013 등의 연구가 이루; Park & Lee, 2012; Park, 2013)

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소재의 물성변화를 의복의 외관평. 

가와 함께 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외관평가  

를 통해 각 소재별 물성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실

제 소재물성치와 프로그램 물성치 비교를 통해 디지털 클

로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류상품 기획 시 중요한 가상의

복의 소재재현의 유사표현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및� 내용.�Ⅱ

실험복�디자인�선정1.�

본 연구용 실험복 디자인은 시각적인 분산요소를 배제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을 선정하였으며 소재의 물성차이를 ,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플레어디테일을 활용한 원피스드레

스이다 몸판의 앞판과 뒤판은 암홀프린세스라인으로 구성. 

하였으며 민소매의 플레어스커트 디자인이다 기본 실험의, . 

는 광목으로 제작하였으며 비교 실험의는 동일(Table 1), 

한 디자인의 면데님 실크공단 울개버딘 편성물로 소재를, , , 



32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달리하여 제작하였다.  

실제의복과 가상의복 간의 소재에 따른 피팅일치도를 판  

단하기 위해 하여 원피스드레스의 패턴제작은 신체밀착형 

원형인 보디스 원형제도법을 사용하였다ESMOD . 

가상의복제작2.�

가상의복 제작은 서울대학교 디지털 클로딩 센터에서 개발

된 국내의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DC Suite)

와 같이 제작된 패턴을 프로그램으로 입력 후 Table 2 2D

시뮬레이션을 하고 렌더링 작업 직물의 물성값을 입력하, 

여 가상의복을 완성한다 이를 통해 같은 디자인의 패턴으. 

로 가지 소재를 제작하여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착의 외5

관평가를 통해 소재표현을 비교하였다. (Kim, 2006; Jun 

2008; Lee, 2008). 

�
Table� 2.� � Work� Process� of� the� DC� Suite�

Process Division

Input of pattern

 

Clean lines of the pattern

 

Simulation

 

Modify Material Properties

                     

의류소재�선정�및� 기본물성�분석3.�

실험시료로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소재의 물DC Suit 

성 재현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께 조직 등 차, 

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광목 면데님 실크공단 울개버딘, , , , 

편성물을 선정하고 기본물성인 중량 두께 공기투과도, , , 

강연도 인장특성을 측정하였다 또Flexometer (KS K0539), . 

한 의복의 구성선을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는 무늬가 

없는 무지 원단을 선택하였다.

중량은 전자저울  (Electronic Balance, Type EB-330HU, 

Capacity 330g /Readability 0.001g, SHIMADZU, Japan)

에서 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3 .

두께는 두께 측정기 에서   (Mitutoyo, No. 2040F, Japan)

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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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gle� Data� Measurement� for� Material� Comparison� Actual� and� Virtual� Clothing

angle 0° 90° 180°

Measurement

  

각 소재의 통기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기투과도시험기  

(Textest FX 3300 Air Permeability Tester, Switzerland)

를 사용하여 의 조건 하에서 공기투과도를 회 측정125Pa 3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측정치 단위는 이다. / /s .㎤ ㎠

드레이프 강연도 는 밀려나간 시험편의 길이 에서   (C) (L)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cm) = L/2

플렉스 강연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 는 단위   . , W

면적당 중량 이다(g/cm2) .

  G(cm·f) = C3 x W

인장시험기 를 사  (Testometric, Model Micro 350, U.K)

용하여 일정한 인장변형 및 회복과정 중의 응력을 측정하

였다 시료크기는 로 하였고 시료는 경사 위사방향. 5X25cm ·

에 따라 성질이 상이하므로 시료 방향별로 측정하였다 실. 

험조건은 Speed=10.00mm/min, Length =200.omm, 

신장 시 응력 으로 측정하였다Load@3mm gf/cm(3mm ) .

소재별�실제의복과�가상의복의�외관평가�비교분석4.�

본 연구는   국내의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 을 (DC Suite)

활용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한 소재의 물성재현성에 대

해 검증하고자 가지 소재별 착의실험복을 5 실제의복과 가

상의복으로 제작하여 착의실험을 실행하였다. 

  적용 신체치수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84cm, 65cm, 

덩이둘레 앞중심길이 등길이 어깨가91cm, 34.5cm 39cm, 

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12cm, 32cm, 

사이길이 목옆젖꼭지길이 젖꼭지사이수평35cm, 24.5cm, 

길이 이다17cm . 

실제의복은 선정된 신체치수를 일치하는 드레스폼과 피  

험자를 선정하여 착용하였다.

가상의복은 선정된 신체치수와 프로그램  3D (DC Suite)

의 아바타 신체치수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시뮬레이션하였

다. 

드레스폼과 피험자에게 착의시켜 사진을 촬영하였다  . 촬

영에 사용된 카메라 렌즈는 광학 배3 :f=7.3~21.9mm 

환산시 이다 촬영거리는 멀(35mm :34~102mm), F2.8-F5.2 . 

리할수록 정투영도에 가까운 인체도가 얻어지므로 피사체

에서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로 하였으며 뒷면 스2000mm , 

크린에서 피사체가 서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는 로 200mm

하였다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삼각대를 사용하. 

였다 카메라의 높이는 피사체의 허리둘레선 부위에 카메. 

라의 중심고가 위치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촬영 후 

실물크기의 크기로 출력하여 각도계측에 사용하였다1/10 . 

사진 촬영에 사용된 스크린은 크기 검정색 바180×90cm, 

탕에 흰색 라인테이프를 이용하여 간격으로 3mm 100mm

수직수평선이 그려진 배경지 앞에서 개 각도5 (0°, 45°, ․
로 촬영하였다 피험자의 경우 90°, 135°, 180°) . 디지털 

클로딩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복이 착의된 포즈와 같은 

자세로 촬영하였다. 정면 측면 후면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 . 

차 착의평가는 실제의복의 소재 간 차이점을 단순 비교  1

분석하기 위해 고정된 드레스폼에 착장하였다 각 소재의 . 

물성에 따른 객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재별 원피스

드레스의 플레어 외곽 각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방법은 

과 같Table 3 다.

차 착의평가는 선정된 신체치수와 프로그램  2 3D (DC 

Suite)의 아바타 신체치수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소재별 비교분석을 위해 실제의복과 디지털 클로

딩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의복의 착의평가는 차 평가와 1

마찬가지로 원피스드레스의 플레어부분의 각도를 측정하였

으며 착의평가 검사항목은 선행연구 에서 실시, (Ki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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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외관에 대한 관능평가방, 

법을 사용하였다 평가항목은 정면 항목 측면 항목 후. 3 , 3 , 

면 항목 전체 실루엣 항목과 각도 항목으로 총 항목3 , 2 3 14

이다. 본 연구의 착의평가를 위해 가상의복이 착의된 포즈

와 같은 모습의 포즈를 취한 피험자들을 촬영하여 비교자

료를 제작하여 평가자들이 보며 평가지에 응답하게 하였

다 평가방법은 점 척도 에 의해 정면. 5 (Linkert-type scale)

측면 후면 의 실루엣과 소재 항목의 경(0°), (90°), (180°)

우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비슷하다1( ), 2( ), 3( ), 4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자료는 ( ), 5( ) .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평균과 표SPSS/WIN 21.0 , 

준편차를 산출하고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및 사후검증 을 실시하였다variance) (Duncan) .

의류소재별 실루엣 변화를 측정  ,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소재물성의 유사성을 비교 검증하여 가상의복의 소재 재현

성에 대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결과�및� 고찰.�Ⅲ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류상품 

기획 시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소재물성차이를 비교분석

하여 가상의복의 소재재현의 유사표현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의류소재1.�

의류소재의 기본적 물성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류소재는 종 광목 면데님 실크공5 ( , , 

Table� 4.� Characteristics� of� Fabric� Specimens

Specimen Fiber� Composition� Fabric� Structure
Weight
(g/ )㎡

Thickness
(mm)

Air� Permeability

( / /s)㎤ ㎠

Cotton Muslin Cotton 100% Plain 1140 0.25 40.84

Silk Satin Silk 100% Satin 677.5 0.15 62.28

Cotton Denim Cotton 100% Twill 3305 0.79 8.78

Wool Gabardine Wool 100% Twill 2322.5 0.40 11.9

Knit
Cotton 60%

Polyester 40%

1X1 

Rib stitch
2297.5 0.75 60

단 울개버딘 편성물 이며 기본물성에 대한 측정결과는 , , )

와같다 소재Table 4 . 의 무게는 의복의 착용감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드레이프성과도 관계가 깊다. 울

개버딘과 면데님은 직물시료 중 단위면적 당 중량이 높은 

소재이고 실크공단은 비교적 가벼운 소재이다 공기투과도, . 

는 치밀한 조직의 면데님이 가장 낮고 울개버딘 광목 순, , 

으로 높아지고 있다 두께는 면데님이 가장 두껍고. 

편성물 울개버딘 순으로 얇아지고 있다(0.79mm), , .

의 드레이프 강연도 는 소재가   Table 5 (Drape Stiffness)

자체 하중에 의해 아래로 처진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강. 

연도는 촉감과 함께 드레이프성에 영향을 미치고 옷의 형, 

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실의 특성 및 소재의 구성방

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경사가 위사보다 뻣

뻣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자직 구조의 실크 필라멘트사, 

는 위사가 경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데님은 다른

소재와 달리 표면과 이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크공. 

단은 두께가 얇고 상당히 유연한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양모직물은 경사와 위사방향으로 유사한 드레이프 강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플렉스 강연도 는 드레이프 강연도 에 단위 무게   (Sf) (Sd)

당 중량 이 곱해져서 각 시료의 중량에 따른 강연도의 (W)

상관성을 분석할 때 쓰이는 물리적 특성이다. 플렉스 강연

도 에서도 데님의 표면경사방향이 가장 빳빳(Flex Stiffness)

한 상태이며 위사방향은 유연한 편이다, . 

인장특성 값2) 

선정된 시료의 신축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3mm 

장과 회복에 대한 응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장 . 3mm 

시 응력이 높을수록 소재가 신장할 때 높은 힘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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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미이다 즉 신장시 응력이 높을수록 잘 늘어나지 . 

않는 소재임을 의미한다. 인장특성을 측정한 경사와 위사

의 값은 과 같다 측정값을 보면 Figure 1 . 소재를 구성하는 

섬유나 실 직물의 기본적인 인장특성 중 영률이 영향을 , 

많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률이 높은 견섬유로 구. 

성된 실크공단의 경우 신장시 응력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재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의 영향도 큰 .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로 구성된 편성물조직의 경우 . loop

사용한 섬유의 영향보다 조직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

을 낮은 응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견섬유를 사용하. 

Table� 5.� Flexometer� Test� Result

Specimen
Drape� Stiffness(cm) Flex� Stiffness(cm·f)

Warp Filling Warp Filling

Cotton Muslin 2.296 2.225 1.380 1.256

Silk Satin 1.717 1.9 0.344 0.466

Cotton Denim
2.383 1.4 4.479 0.908

1.467 1.75 1.045 1.774

Wool Gabardine 1.592 1.35 0.936 0.571

Knit 1.45 0.85 0.701 0.141

Warp Filling

Figure� 1.� Load� @� 3mm� gf/cm

더라도 편성물조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신장변형시 응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신장된 길이 . 3mm

가 아닌 좀더 실용적인 구간에서는 신장과 회복의 경향이 

변화할 수 있다.

실제 소재 물성치와 디지털 클로딩 물성치의 비교분석3)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물성값을 에 Table 6

나타냈다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에서 실제의복과 가상의. 

복의 착의평가를 통해 나타난 수정항목에 대해 직물 물성 

치 를 조절하여 직물의 속성에 따른 드(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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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Fabric� Material� Properties

� �
Cotton�Muslin Silk� Satin Cotton� Denim Wool� Gabardine Knit

Density 0.0080 0.0150 0.0100 0.0100 0.0100

Stretch Resistance 8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10.0000

Shear Resistance 0.1000 0.0300 0.1000 0.1000 0.1000

Stretch Damp 0.0100 0.0100 0.0050 0.0050 0.0010

Bend Resistance 0.0300 0.0050 0.0500 0.0500 0.0150

Bend Damp 0.0010 0.0010 0.0010 0.0010 0.0500

Bend Yield 0.0000 0.0000 0.0050 0.0050 0.1000

Bend Plasticity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Air Drag 0.0100 0.0100 0.0100 0.0100 0.0100

Viscous Damp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Friction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레이핑 시뮬레이션 을 실행하였다 완(Draping Simulation) . 

성된 가상의복에서 직물 물성치를 적용할 패널을 선택하여 

오른쪽 창 의 직물 물성치(Properties Input) (Material 

에서 수치를 변경하였다Properties) .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 직물 물성치와 실제 소재의 물  

성치 중 강연도를 비교해보니 실제 소재는 경사는 실크공

단 광목 울개버딘 면데님 편성물 위사는 실크공단 면데> > > > , >

님 광목 울개버딘 편성물순서의 강연도를 나타내고 있고 > > >

프로그램 물성치는 실크공단 울개버딘 면데님 편성물 광, , > >

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프로그램에서는 . 경 위사 방향에 ,

대한 값을 조절할 수 없고 프로그램 물성치가 섬유의 특, 

성 실의구조 조직의 특성을 특징을 표현하기에는 세밀, , 

하게 나누어 있지 않은점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

로 추측된다 공기투과도에서도 각각 다른 값을 보이고 . 

있는 실제 소재와 달리 통상 의 값을 사용하는 가상 0.01

프로그램에서는 소재에 따른 물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소재별�가상의복과�실제의복의�비교분석2.�

소재별 실제의복의 비교분석1) 

가지의 소재별 광목 면데님 실크공단 울개버딘 편성물5 ( , , , , )

특징을 실루엣으로 비교분석하기에 용이한 프린세스라인

플레어 원피스드레스로 실험복의 실루엣을 비교하였으며 

착의된 모습은 과 같다Table 7 . 

가상착의 비교에 선행하여 실제의복의 실루엣 비교를 통  

해 각 소재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 Table 8

과 같다. 

실루엣 비교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원피스드레스의 플레  

어 부분 각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각도는 드레스폼과 . 

인체 프로그램의 아바타 착장 시뮬레이션의 좌우 양측, 3D 

의 각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는 의복이 착용. 

된 상태가 인체의 곡선과 봉제된 상태 소재의 차이로 인, 

해 좌우 각도가 동일하게 측정되지 않아 평균치를 사용하

여 평가하였다.

정면의 플레어 각도의 경우 광목  >면데님 울개버딘> >실크

공단>편성물의 순으로 광목이 가장 넓게, , 편성물이 가장  

좁게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과 후면의 경우는 . 면

데님 광목 울개버딘> > >실크공단>편성물의 순으로, 면데님의 

플레어 표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관적 평가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소재의 물  

성 분석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와 같이 면데님과 울개버딘은 단위면적당 중량이 높고 

조직이므로 플레어 각도가 크게 나타났다 광목의 경Twill . 

우 조직으로 형태유지를 위해 후처리 가공으로 인해 Plain

단위면적당 중량은 면데님과 울개버딘보다 낮지만 플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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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ilhouette� Comparison� of� Materials

Angle
Fabric� Type

0° 45° 90° 135° 180°

Cotton Muslin

Silk Satin

Cotton Denim

Wool Gabardine

K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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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Angle� for� Actual� Clothing� by� Material�

Fabric� Type
Item

Cotton�

Muslin

Silk�
Satin

Cotton

Denim

Wool�

Gabardine
Knit F-test

0° Front Flare Angle
M 16.75a 10.25bc 15.50ab 12.25bc 8.00c

4.539
SD 3.18 1.06 1.41 3.88 0.70

90° Side Flare Angle
M 12.00ab 8.75b 16.00a 10.50ab 8.25b

3.498
SD 2.82 1.06 4.24 0.70 0.35

180° Back Flare Angle
M 15.50a 11.25bc 16.50a 12.50b 9.75c

15.393**
SD 1.41 1.06 0.70 0.70 1.06

*p<0.05, **p<0.01, ***p=0.001

Duncan result : a>b>c

각도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실크공단의 경우 두께가 얇고 . 

유연하고 니트직물의 경우 니트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드, 

레이프성이 높아 플레어 각도가 작게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소재의 직조된 실의 경사가 위사보다 뻣뻣한 특성을 가

지고 있는데 플렉스 강연도 에 분석에 의하(Flex Stiffness)

면 데님의 표면경사방향이 가장 빳빳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가지의 소재 중 면데님이 원피스드레스의 플레어 각5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소재별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비교분석2) 

소재별 가상 의복과 실제의복의 비교분석을 위해 촬영분 

중 정면 측면 후면의 가지 각도의 착의상태를 비교하였, , 3

다 비교에 사용된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외관 착의상태. 

는 에 제시하였다 가지 소재로 제작된 실제의복Table 9 . 5

과 가상착의된 원피스드레스 외관의 유사성을 평가하였으

며 그 결과는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정면과 후면, Table 10 . 

의 프린세스 라인 형태와 보디스 맞음새 항목의 경우 데님

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으며 앞판과 뒤판이 , 

연결된 암홀선의 맞음새는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일치도

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가상의복이 아바. 

타의 신체와의 밀착되어 시뮬레이션되는 동안 실제의복이 

인체에 입혀지는 상태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라, 

메트릭 바디와 의복이 밀착되는 정도가 실제인체에 실제의

복이 착용되는 밀착도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허리둘레선 항목에서는 정면과 측면보다 후면의 일치도  

가 낮게 나타났다 소재별 기본물성에 기인한 것으로 실크. 

소재의 경우 두께가 가장 얇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특성으

로 인해 플레어와 뒤중심선의 봉제선이 뒤처짐현상의 발생

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암홀선의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진동둘레의 파임이 실제  

의복에 비해 가상의복이 더 느슨한 상태로 표현되었다.

밑단의 플레어 위치는 정면과 측면의 가상의복과 실제의  

복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후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소재의 그레이프성에 따른 형태고정성과 봉제상. 

의 문제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실제. 

의복의 원피스드레스 길이가 가상의복보다 더 길게 나타났

다.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유사도 평가에서 실크공단와 울  

개버딘 편성물소재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이 가지 소, . 3

재의 물성차이를 표현하는데 있어 드레이프성과 신축성이 

높은 소재의 경우 늘어지는 축의 값을 실제와 유사하게 Y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크. 

공단와 울개버딘 편성물소재는 암홀선모양 밑단의 플레어 , , 

모양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원단의 늘어짐이 적은 울의 

경우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일치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유사도 평가에서 광목와 면데님  

소재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이 가지 소재의 물성차이. 2

를 표현하는데 있어 드레이프성과 신축성이 적은 소재의 

경우 늘어지는 축의 값을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된다는 Y

것을 알 수 있다 데님소재는 진동둘레모양과 옆선 위치. , 

밑단의 플레어 모양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원단의 늘어

짐이 적어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이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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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ppearance� Comparison� of� Actual� and� Virtual� Fabric� by� Material

� � � � Fabric� Type
Item

Cotton�Muslin Silk� Satin Cotton� Denim Wool� Gabardine Knit

0°

Actual 

Fabric

Virtual

Fabric

90°

Actual 

Fabric

Virtual

Fabric

180°

Actual 

Fabric

Virtual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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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ppearance� Evaluation� Analysis� of� Actual� and� Virtual� Fabric� by� Material

Fabric� Type
Item

Cotton�

Muslin
Silk� Satin

Cotton

Denim

Wool�

Gabardine
Knit F-test

0°

Armhole princess line 

shape 

M 3.25a 2.50a 4.75b 2.75a 3.25a
7.625**

SD 0.95 0.57 0.50 0.50 0.50

Waist line position
M 4.50a 4.00ab 3.50b 3.50b 4.50a

3.750*
SD 0.57 0.00 0.57 0.57 0.57

Flare line silhouette
M 4.25a 4.25a 4.75a 2.50b 4.25a

11.250***
SD 0.50 0.50 0.50 0.57 0.50

90°

Armhole line fitting
M 3.25b 4.25a 4.00ab 3.50ab 3.25b

2.357
SD 0.50 0.50 0.81 0.57 0.50

Waist line position
M 3.25c 4.75a 4.00b 3.25c 4.75a

11.250***
SD 0.50 0.50 0.00 0.50 0.50

Flare line silhouette
M 3.50cd 4.75a 4.50ab 3.75bc 2.75d

9.088**
SD 0.57 0.50 0.57 0.50 0.50

180

°

Armhole princess line 

shape 

M 2.75b 3.00b 4.00a 2.75b 3.00b
2.932

SD 0.50 0.81 0.00 0.50 0.81

Waist line position
M 3.25b 2.50b 4.50a 2.75b 3.25b

8.382**
SD 0.50 0.57 0.50 0.00 0.50

Flare line silhouette
M 4.25ab 3.50cd 4.75a 3.00d 3.75bc

8.423**
SD 0.50 0.57 0.50 0.00 0.50

Total silhouette 
M 4.25b 4.75ab 5.00a 2.75c 4.75ab

16.500***
SD 0.50 0.50 0.00 0.50 0.50

Total texture 
M 4.00bc 4.75ab 5.00a 3.25c 4.25ab

6.618**
SD 0.00 0.50 0.00 0.50 0.95

*p<0.05, **p<0.01, ***p=0.001

1: Not similar at all, 5: Very similar

Duncan result : a>b>c>d

측면의 프린세스라인의 유의차도 크게 나타났으며 후면형

태 항목에서는 암홀선과 밑단플레어 위치에 대한 유의차가 

나타났다 플레어의 디테일 표현이 실제에 비해 크고 단단. 

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면데님소재로 .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정면의 프린세스라인 형태와 위

치 측면에서 바라본 앞판과 뒤판의 허리둘레선 실루엣에, 

서 점이상으로 실제의복과 비슷한 외관을 보였다4.0 . 

전체적인 실루엣 평가 항목의 경우 면데님 실크공단 편  > , 

성물 광목 울개버딘의 순으로 일치도를 보였으며 재질에 > > , 

관한 항목 중 주관평가의 경우 가상의복이 실제의복보다 

딱딱하고 거칠고 두껍게 표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플레어 각도 비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면 플레어 각도의 경우 광목과 (Table 11). 

울개버딘의 일치도가 가장 낮았으며 데님의 일치도가 높, 

게 나타났다 측면의 경우 정면과 다르게 데님의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울개버딘의 일치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후면의 경우 광목과 데님의 일치도가 높고 울개버. , 

딘의 일치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의 직물   

물성치와 실제 소재의 물성치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이경 위사 . , 

방향에 대한 값의 조절이 용이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 0,01

의 값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물성치가 섬세한 섬유

의 특성을 표현하기에는 세분화되지 않은 점이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외관평가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원인으로 추측

된다.

결론4.�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인 를 활DC Suite



장희경� 이정민� 디지털�클로딩을�활용한�가상의복의�소재별�비교분석·� /� � � � � � � 41

Table� 11.� Comparison� of� Angle� for� Actual� and� Virtual� bClothing

Fabric� Type
Item

Cotton�

Muslin
Silk� Satin

Cotton

Denim

Wool�

Gabardine
Knit F-test

0°

Front 

flare 

angle

A/C
M 20.00a 8.00b 17.50a 12.00b 9.50b

15.691**
SD 1.41 0.70 1.41 0.00 3.53

V/C
M 13.75ab 10.75b 16.00a 16.50a 11.75b

5.395*
SD 2.47 1.76 1.41 0.70 0.35

90°

Side

flare 

angle

A/C
M 14.75a 8.50b 17.25a 11.75ab 8.50b

5.647*
SD 1.76 0.70 4.59 1.06 0.70

V/C
M 13.50a 7.00a 12.25a 11.75a 8.25a

2.425
SD 4.94 1.41 1.76 1.06 1.06

180°

Back

flare 

angle

A/C
M 17.50a 9.75c 14.50ab 12.50bc 10.50c

10.836*
SD 0.70 1.76 2.12 0.70 0.70

V/C
M 17.00a 11.50c 14.00abc 15.50ab 12.50bc

6.567*
SD 0.70 0.00 1.41 0.70 2.12

*p<0.05, **p<0.01, ***p=0.001

Duncan result : a>b>c

A/C : Actual Clothing, V/C : Virtual Clothing

용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한 의류 소재의 물성 재현성

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다섯가지 소재의 실질적 , 

표현과 가상표현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고 소재의 물리적

인 특성과 프로그램상의 물성치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험복으로 사용한 의류소재는 종 광목 면데님 실크   5 ( , , 

공단 울개버딘 편성물 이며 기본물성에 대해 측정하고 동, , ) , 

일한 패턴으로 제작된 실험복의 착의 외관평가를 통한 소

재별 실루엣비교 결과 스커트부분의 패턴 상 플레어디테, 

일부분이 동량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외관평가 결과를 

보였다.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복의 소재형태를   3

재현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실제와 가상 소재의복의 형태, 

에는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었지만 가상소재의복의 경

우 노드 의 구부러진 형상을 실제와 같이 세밀하게 (Node)

재현해 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랐다.

현재 소재의 물성 값은 가상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물성  

값을 기본으로 수작업에 의해 여러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당한 수치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상프로

그램이 가지고 있는 물성값만으로는 섬유와 실의구조 직, 

물구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기존의 프로그램 물성 조절 기능 이외

에도 시료별 세밀한 물성 표현이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적용기술의 

개발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직

물구조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디테일이 포함된 디자인을 

선정하여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사용되고 , 

있는 다양한 디지털 클로딩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프로그

램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행지향성이 강한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소재의 이해와 더불어 패턴 및 봉제 등의 제작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소재. 

의 물성과 패턴의 상관관계에 따른 소재특성별 패턴의 변

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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