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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임

The domestic fashion industry is not able to exceed the level of fashion that 

exists in advanced countries due to the relatively weak design competitiveness 

and the differentiated capability of product development. In order for the 

domestic fashion industry to become a growth industry that is valued in the 

world market of infinite competition, a step-by-step support system that can 

demonstrate and maintain the creative ability of designers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template - based 3D virtual fashion technology and a 

digital fashion platform based on it. The proposed template - based 3D virtual 

fashion technology is designed to clearly communicate the intention of 

designers and to be able to instantaneously view the results, thereby reducing 

the time and cost of producing prototypes. In addition, the digital fashion 

platform based on the template is designed as a collaborative platform based 

on idea sharing, which dramatically improve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prototype and initiating the product planning and manufacturing stages. This 

new technology ca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 business environment 

and a new area within the existing fashion industry and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indust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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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배경�및�목적1.�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의 확산은 패션산업의 제반 환경에

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품 기획 디자인 생산 물류 유통. , , , , , 

판매 고객관리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진 작업 공정의 , 

자동화와 생산 기술의 고도화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오며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 

래나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의상 재현기술이 활성화되

는 등 달라진 환경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를   3

위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 발전은 아날로그적 특성을 

넘어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차원 . ‘3

가상착장 시스템 은 다국적 생산 환경과 유통의 변화로 표’

준화된 통합적 생산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패션

기업과 웹 기반의 사이버쇼핑몰업체 등에도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정보기술과 인터넷 기반 통신(Lee & Sohn, 2012), 

기술이 더해지면서 소비자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

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된 . Optitex, CLO 3D, 

등의 가상착장 시스템은 의류 예I-Designer, Narcis, iVirds 

비생산 단계에서 패턴 제작만으로도 의복을 가상모델에 적

용시킴으로써 실제 샘플제작으로 인한 (Lee & Lee, 2013)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인 생산시스템 ·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업체 실무자와 (Do, 2010).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원 가상착장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 3

조사한 결과 실무자와 소비자의 이상이 그 활용을 긍, 50%

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ek, Lee & Kim, 

2009).

그러나 지금까지 패션산업에 도입된 차원 디지털 기술은   3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되기보다는 가상현실에서 디자인을 

시뮬레이션 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가상착장 모델의 실, 

제 시제품으로의 안정적 구현을 위한 시도 및 다양한 연구

사례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패션산업은 상대적 . 

디자인의 열세와 글로벌 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인한 차별화

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해 패션 선진국의 벽

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 2012

차원 가상의상 재현성 평가를 위하여 개사의 브랜드를 럭시라이프스타 빈폴맨즈 빈폴레이디 빈폴골프 빈폴아1) 3 6 A( ), B( ), C( ), D( ), E(
웃도어 알세 중국대상 로 명명하였음), F( - ) .

년 기준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패션디자인 인력 배출은 

매년 명의 졸업생 중 명이 취업할 만큼 풍부한 5,020 2,161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타일 창조와 (Kim, 2014), 

의상디자인 교육에 편중 의류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재교육 , 

없이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곤란해 패스트 패션(Fast 

이라는 전 세계적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Fashion)

정이다.

따라서 무한 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지향하  

는 성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창의적 역

량을 발휘하고 의류 제작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단계별 지

원 시스템과 패션산업의 특성상 다단계의 공정이 상호 작용

하는 복잡한 분업 형태로 인한 스트림 간 장애요인(stream)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스타일 창작과 표현에는 능숙하지만 차  2

원 패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류 제작 능력이 미흡한 국

내 신진 디자이너와 중소 패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템플‘

릿 기반의 차원 디지털 패션 기술 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3 ’

단계의 제조 관련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패션 플‘

랫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디지털 패션 플랫폼’ . 

은 제품 기획의 시제품 확인 및 제조 생산 단계를 획기적으

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유를 지향하는 혁신적 유

형으로 설계함으로써 기존 패션산업에 새로운 패션 비즈니, 

스 환경과 영역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및�내용2.�

본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원 디지털 패션 플랫폼 프로토타입 설계의 효율  , 3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방안을 연구하

였다 이를 위해서 실제의상과 차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 3

여 제작한 가상착장 모델을 비교 평가하여 재현성을 검증하

였다 재현성 검증은 국내 어패럴 기업 개사. 6 1)를 선정하여 

사용자 명을 대상으로 차원 패션 기술을 사용 후 175 3 CAD 

가상 샘플 개발시간 측정 아이템별 구현도 제작업무 , , 3D 

부담 등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및 개선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템플릿을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차원 가상 패션 기  , 3

술의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국내외 일반인 및 디자이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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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shion� Industry� in� the� Digital� Age
(Joo, 2014, p.38)

명을 대상으로 인지 조사를 진행하고 설계할 디지털 패158

션 플랫폼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설문평가를 실시하였

다. 

셋째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템플릿 기반 차원 가상 패  , 3

션 기술 설계 및 디지털 패션 플랫폼 설계를 제안하였다.

문헌�고찰II.�

패션산업의�디지털화1.�

패션산업의 디지털화1) 

패션산업이란 섬유소재에 관련되는 산업을 비롯하여 소재 

판매업 의류 제조업 의류 판매업 등을 포함하여 패셔너블, , 

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하며 패, 

션 제품의 기획 제조 판매의 모든 단계를 체계화해야 비로, , 

소 성립되는 산업으로 소재 봉제가공 판매 등의 유기적 결, , 

합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패션산업은 . 

소비자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변하기 쉬운 성향에 

따라 고객 중심화 경향을 보이는데 투입된 자원의 물질적 , 

가치보다 상품의 감각적 심리적 가치가 더 높고 생산 및 공· , 

급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품의 다양화 다단계 프로세스, , 

제품주기 단축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패션산업에서 디지털 환경을 수용하는 것을 패션  

산업의 디지털화라고 한다 즉 디지털화 된 매체(Lee, 2001). 

나 장비의 도입 및 사용 유무형의 패션정보를 디지털 방식, 

으로 처리하거나 유통 또는 활용하는 현상 등을 말하며 이, 

러한 현상은 패션산업의 여러 현장에서 자동화 정보화 인, , 

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e- . 

이렇게 컴퓨터와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화의 기술적 

이점을 패션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패션디자인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패션산업의 체질 개혁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Kang, 2008). 

패션 시스템 이란 패션과 패션산업 변화  (Fashion system)

의 전체적인 과정과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

는 개념인데 디지털 기술은 패션산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공, 

정의 자동화를 만들었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혁명적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정보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기

존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패션 시스템은 디지털화 된 패션산업 (Kang, 2001). 

시스템의 구성 요인들이 연결고리를 가지는 수직적 스트림

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

으로 모든 산업이 맞물려 그물망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Joo, 

2014)(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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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이하 은 산  ( , ICT)

업 문화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산업정보화를 통해 ,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반해 패션산업은 전통적 산업 또는 사양 산업이, , 

라고 치부되고 있었고 산업 쪽에서도 패션 산업과의 , ICT 

융합을 시도한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패션산업 시스. 

템에 있어서 디지털화 양상은 기존의 브랜드 디자인 소재 , , 

등에 의해 창출되었던 의류시장에 새로운 지식 집약적 부가

가치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등을 , 

통해 새로운 패션 상품과 콘텐츠의 생산과 제공을 가능하게 

하면서 더욱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

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한국패션협회는 년 월 산업. 2014 9

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패션 지식 기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패션 테크 를 구축하기로 하‘ (Digital Fashion Tech)’

는 등 국내 패션업계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분야 ICT 

및 빅 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디지털 마케팅 기술 등을 (IoT), 

통한 패션산업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패션2) 

디지털 패션은 디지털 매체와 장비를 사용하거나 패션산업 

관련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활용하는 것인데 디지털과 패션이 (Kang & Kwon, 2004), 

상호작용을 통해 융합된 형태를 말한다 패션과 (Kho, 2016).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융합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영화, 

게임 등 디지털 기반 문화 콘텐츠에 등장하는 가상의상에서

부터 의상디자인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하이테크, 

가 의상과 결합된 웨어러블 패션 온라인상에서의 유통과 관, 

련된 디지털 패션 마케팅 디지털과 패션쇼가 결합된 디지털 , 

패션쇼 다기능 의류 신소재인 스마트 섬유 등 기존의 패션, 

이 활용되는 범주를 넘어 현재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

게 확산되고 있다(Wu, Kang, Ko, Kim, Kim, & Ko, 

2013).

대표적인 디지털 패션의 유형을 살펴보면 차원 디지털   , 3

기술을 활용한 가상 패션 디자인과 디지털 영상 및 관련 장

치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패션쇼‘ ’(Kim & Ki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높은 정2015), 

보 파급력을 지닌 모바일 패션 콘텐츠 섬유 ‘ ’(Sung, 2012), 

및 의류와 가 융합되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디지털 IT

기기와 상호 작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웨어‘ ’(Lee, Kim &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디지털 콘텐Ryu, 2013), 

츠를 현실세계와 융합시킨 증강현실 패션 콘텐츠‘ ’(Tak &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종 콘텐츠와 메시지를 전Kim, 2013), 

달하며 브랜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

사이니지 및 디지털 인스톨레이션(Digital Signage) (Digital 

비언어적인 요소인 화보가 강조되Installation)’(Lee, 2014), 

는 패션 매거진 과 시즌의 콘셉트를 이미지로 전달하는 룩‘ ’ ‘

북 등이 있다’(Kho, 2016) .

패션�디자인에�이용되는� 시스템2.� CAD�

디자인 1) CAD

디자인 는 제품 기획과 직물 디자인 단계의 디자인 과CAD

정에서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는 , 

사의 이나 가 있고 의상전용 Adobe Photoshop Illustrator , 

로는 일본의 한국의 와  CAD 4D-BOX, CLO 3D Style CAD

미국의 와 프랑스의 Tex-pro, U4ia Artworks Studio, 

중국의 슬로베니아의 네Lectra, CADWARK, Arah Weave, 

덜란드의 등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 시Nedgraphics . CAD 

스템은 작업의 신속성 작업의 표준화 기획업무의 자동화, , , 

사용의 간편화 도구의 단일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디자인, , 

의 변경 변형 응용의 편의성 업무수준 및 신뢰도의 향상을 · · , 

가져 왔지만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사용법과 활용 숙, CAD 

련을 위한 장시간의 훈련이 요구되는 단점도 있다(Park, 

2003). 

패턴 2) CAD

패턴 는 디자인 공정 이후에 사용되는 시스템으CAD CAD 

로 직접 생산과 연결되는데 패턴 입력을 위한 디지타이징, 

과 스캐닝 패턴 제작 및 수정을 위한 (Digitizing) (Scanning), 

패턴 메이킹 과 패턴 알트레이션(Pattern Marking)

크기를 조절하는 그레이딩 과 제단 위(Alteration), (Grading)

치를 표시하는 마커 메이킹 의 기능을 갖고 (Maker Making)

있다 의류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Choi, 1996). 

로는 미국의 와 프랑스의 CAD Gerber Micro dynamics, 

스페인의 이스라엘의 영국의 Lectra, Investronica, OptiTex, 

독일의 캐나다의 일본의 Crispin, Assyst, Pad System, 

등이 있다 국내 의류제작 Yuka, Toray, Kawakami, Ashai . 

업체 중 패턴 를 활용하는 업체 수는 서울 시내 소재 CAD

업체 기준으로 년 약 개사에 불과했지만1996 430 (Cho, 

현재에는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되었다1996), . 

차원 3) 3 CAD

차원 는 평면적 소재인 원단에 차원의 부품을 조합3 CAD 2

하여 차원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입체로의 시각적인 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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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증강 가상현실, (Argumented & Virtual Reality, A & 

기술에 접목하여 실감 재현 기술을 구현한 시스템VR) CAD 

을 말한다 대표적인 차원 로는 (Kang, 2008). 3 CAD MAYA, 

3D-MAX, Auto CAD, Softimage, Modo, Al lmplant, 

Motion Bulider, Boujou Moujou, Endorphin, Morpheme, 

Syflex, Real Flow, Solid Works, UGS NX, Pro/E, 

등이 있고 주로 기계설계 엔지니어 디자인 범Wavefront , ( ), 

용설계 그래픽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상과 , . 

관련해서는 등의 MAYA, 3D-MAX, Auto CAD, Syflex 

프로그램이 주로 쓰이고 있으나 의상의 다양한 물리적인 특, 

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사실적 표현을 위한 많은 제작시간이 

소요되거나 가상공간에서 패턴의 개수나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수록 마찰계수가 증가하여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현

실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솔루. 

션인 는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극복했DC Suite, CLO 3D

기 때문에 사실적 의상 구현이 가능하다(Choi & Kim, 

2012).

차원�가상 패션�기술3.� 3 (Virtual)�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의 지원 시스템인 차원 어패럴 캐드 3 3

시스템 은 가상착장 모델 생성에서부(Apparel CAD System)

터 제품디자인 패턴 설계 텍스타일과 아트워크, , (Artwork), 

이미지 맵핑 물성 조절 가상 봉제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 , , 

패턴 수정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수행함으로써 의류제품 개

발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년 알렉산더 맥퀸(Oh & Ryu, 2015). 2009

(Alexander Mcqueen)1)이 프랑스 파리에서의 패션쇼를 웹 

사이트에 생중계한 이후 의 패션쇼Burberry 2011 F/W 

의 체험 (2010), Topshop VR 2014 F/W(2013), RALPH 

의 여성 컬렉션 등은 각종 장치와 LAUREN 2015 S/S (2014) 

디지털 영상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패션쇼를 선보였으며 의, 

류 패턴 데이터를 기반한 차원 가상착장 제품으로 CAD 3

의 클로버추얼패션의 영우FXGear FX Mirror, CLO 3D, 

의 등 차원 가상 피팅 솔루션이 출시되어CnI Tex Coordi 3 ,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은 패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3

하며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차원 . 3

가상 패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개 CAD 5

영국의 패션디자이너 지방시 하우스 수석 디자이너 역임 년 1) Alexander Mcqueen(1969. 3. 17.~2010. 2. 11). . 1996 2001 , 2003～
미국 패션디자이너 협회 올해의 세계 디자이너상 수상 년 올해의 베스트 브리티시 디자이너상 수상(CFDA) , 1996, 1997, 2001

회사로 미국 사의 이스라엘 , Browzwear VStitcher, Optitex

사의 독일 사의 한국 3D Suite, Human Solutions Vidya, 

사의 와 CLO Virtual Fashion CLO 3D Marvelous 

사의 가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Designer, Physan DC Suite . 

직물 소재의 드레이핑 시뮬레이션에 의한 시각적 결과물에

서 벗어나 정교한 가상 패션의상 모델링을 지원하게 됨으로, 

서 의복공학 기획 제조 유통까지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 , , , 

으며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 기술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은 디자이너가 원하는 도식화나 패  3

턴을 찾고 모니터 상에서 가상 아바타가 입고 있는 패션의

상에 여러 가지 컬러를 대입하여 실시간으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크기의 패턴을 그대로 스캔 받아 

바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복종 유형별 의류 디자인 셔, (

츠 자켓 니트 팬츠 스커트 등 이 차원 가상 샘플로 블록, , , , ) 3

화 되어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하여 또 다른 샘플을 얻

을 수 있어 상품제작의 작업능률과 속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특히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을 이용한 상품기획은 패. , 3

션 상품기획 자료 및 시장조사 비용은 필요하지만 그 이후 

기획 과정상의 비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뿐만 아니라 국

내외 수주회 진행 완성된 디자인 변경과 디자인 요소 추가 , 

및 삭제가 가능하고 실제 패션 제품이 없이도 가상 패션 , 

디자인 상태만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재현성

이 우수하다(Figure 2). 

이러한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은 패션산업 내 새롭게 등장  3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세부 콘텐츠인 스마트 의류 디자

인기획 유비쿼터스 패션 트랜드 스마트 의류 소재 스마트 , , , 

의류 플랫 패턴 스마트 의류 차원 패턴 아이패션 , 3 CAD, 

디자인 스마트 의류 인터커넥팅 테크니컬 디자인 등, , (TD) 

의 분야에서도 괄목한 성장이 기대되며 게임 애니메이션, , 

영화영상 광고 스포츠 관련 산업 부문의 패션 디지털 콘텐, , ․
츠 및 시제품 제작 등 후방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또한 매

우 크다. 

국내 어패럴 의류업체에서는 국내 의류 벤더사를 중심으  

로 의류제품개발 과정에서 차원 어패럴 캐드 시스템 상용3

화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영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한세실업 주 세아상역 신성통상 노브랜드를 비롯한 개 ( ), , , 7

의류회사에서 차원 어패럴 캐드 시스템을 실무에 적극적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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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ality� Comparison� of� Actual� Sample� vs� Virtual� Sample

Placement by Size

Placement by Fabric       Measuring the Amount of Fabric Placement Required

Figure� 3.� Virtual� Costume� Utilization� Area

로 사용하고 있다.

차원�가상 피팅�시스템4.� 3 (Virtual)�

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은 차원 어패럴 프로그램을 3 3 CAD 

이용하여 제작된 가상의복을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운영체계의 한 형태로 컴퓨터 또는 웹상의 가상이라는 공간, 

에서 행해지는 시뮬레이션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차원 어. 3

패럴 시스템의 전 과정이 용이하도록 개발 및 보급되CAD 

면서 상품 품평 시에 디자인 패턴 소재 색상을 즉시 변경, , , 

할 수 있어 다양한 가상 샘플의 제작이 용이하여 시간과 ,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Oh & Ryu, 2015). 

한 기존의 완성품 샘플 교환 방식에서 실시간 데이터 교환 

방식을 실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생산 기업 간의 빠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 가상 피팅 시스. 3

템은 어패럴 산업에서도 활용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샘

플 작업과 온라인상에서의 새로운 쇼핑 환경 제시 및 오프

라인 쇼핑의 한계점 극복 가상 서비스체험을 제공하고 소비, 

자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

이다(Kang, 2007). 

차원 가상 피팅 시스템의 활용도는 의류업계를 넘어 애  3

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의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에서의 사, , 

실적 의상 표현에 활용되고 기술과 차원 (Figure 3) IT Web 3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로서의 뉴 패러다임I-business

으로 작용되고 있다(Han, 2014).

차원 가상 피팅 기술을 이용한 차원 어패럴 캐드 소프  3 3

트웨어는 미국의 프랑스의 CID Concept 3D, Lectra 

미국 사의 캐나다System, Gerber AM-EE-SW 3D System, 

의 일본의 등으로 PAD 3D  System, Toyobo 3D System 

발전되었다 한국에서는 년대부터 (Dai & Zhou, 2008). 2000

본격적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국내외에 상용화 되고 있는 프, 

로그램은 미국 사의 이스라엘 사Gerber V-Stitcher, Opti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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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랑스 사의 일본 3D Runway, Lectra 3D fit, 

사의 국내의 TECHNO A i-Designer, Narcis, DC Suite, 

등이 있다CLO 3D (Lee & Sohn, 2012).

연구�분석�및�제안III.�

본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을 통3

한 의상제작 및 실무사용 가능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 

템플릿 기반 차원 가상 패션 기술 설계와 디지털 패션 플3

랫폼 설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Figure� 4.� Reproducibility� Survey� Design� in� Industrial� CLO� 3D

Figure� 5.� Industrial� Field� Evaluation�
(Park, 2017, p.45)

차원�가상�패션�기술의�재현성�검증1.� 3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의 재현성 확인을 위해 브랜드 복종3 , , 

타겟이 다른 국내 대기업 브랜드 개사 갤럭시 빈6 ( (Galaxy), 

폴 의 맨즈 레이디즈 골프웨어(Bean Pole) (Men's), (Ladies), 

아웃도어 알쎄 를 대상으(Golf wear), (Outdoor), (ALCEE))

로 임의 선정하고 가상의상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Figure 

4). 

개 스타일 총 개 브랜드의 개 아이템 의 차원 가  202 ( 6 10 ) 3

상의상을 제작하여 실제 제품과 비교하며 가상의상에 나타

난 문제부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타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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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종에서도 공통적으로 평가 가능한 개 디테일 관련 26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평가자는 각 브랜드의 디자인실장 디, , 

자이너 모델 포함 총 명으로 구성하였다, 14 (Figure 5).

가상의상 착의 평가 개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26 (Table 

장식 개 항목 봉재 개 항목 여밈 개 항목 패턴 및 1), 8 , 6 , 5 , 

치수 개 항목 관련 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디테일 항7 . 

목인 장식 관련 항목 개 의류 착장 시 옷을 고정시키는 76 , 

여밈 관련 항목 개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향후 관65

련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봉제 패턴 및 치수와 관련, , 

된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덜 지적되어 차원 가3

상 패션 기술을 통한 의상제작 및 실무사용 가능성을 긍정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Virtual� Clothing� Repeatability�

No. Problem� Area A B C D E F Sum(%)

1

Decoration

Pocket 4 3 3 3 1 14

76 43.4%

2 Waffen 2 1 3

3 Logo 1 1 1 3

4 Vijo 1 4 1 6

5 Label 1 1 1 3

6 Embroidery 2 3 1 6

7 Wrinkle 3 3 2 9 20 37

8 Duck 4 4

9

Sewing

Crease shearing 2 1 3

16 9.1%

10 Stitch wellbeing loop 1 1 2

11 Chin 1 1

12 Quilt marking 1 3 1 1 6

13 Shoulder center mark expression 1 1

14 Dart 2 1 3

15

Closure

Button 9 16 1 7 2 35

65 37.1%

16 End of sleeve button 5 4 9

17 Snap 1 2 2 8 13

18 Buckle 1 1

19 Belt 4 1 2 7

20

Patterns and 

Dimensions

Incision 1 1

18 10.3%

21 Hat (Hood) 1 1 2

22 Color 1 1 2

23 Sleeve 1 3 2 6

24 Size 3 3

25 Lip pattern 1 2 3

26 Cloaks and Patterns 1 1

Total 30 47 20 35 39 4 175(100%)

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템플릿�기반의�기술�인지도�검증2.�

템플릿 기반의 기술 인지도 측정을 위하여 먼저 대학교수 , 

및 기술 전문가 패션 디자이너 총 명의 선정위원이 , 6

비교 테스트 공모를 통해 접수된 Real-Virtual Garments 

의류 악세사리 디자이너 명의 선정 작품 총 아이템, 10 ( 50 )

의 창의력 작품성 패턴 템플릿 사용가능성 가상의상 제작 , , , 

가능성 가상패션쇼 제작 가능성에 대해 총 점을 기준으, 100

로 점 이상의 작품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산업현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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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urvey� Space
(Park, 2017, p.52)

장 의류생산 프로세스 기반 프로토타입 테스트 추진을 위하

여 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전시장 부스 위치 실제의상 및 10 , 

가상의상 동영상 등 각 구성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

적으로 배열하였다(Figure 6). 

템플릿 기반 기술 인지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먼저 가상의상만을 확인하고 의상 구매가 가능한 지에 2), 

대한 질문 점 보통 점 긍정(5-point Likert scale, ‘3 , / 4 , / 5

점 매우 긍정 으로 평가 에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결, ’ )

과가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산업현장 적용 가60% , 

능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작된 의상 종류 중 원피. , 

스 스커트 코트 재킷 팬츠 순으로 적절성이 높은 것으, , , , 

로 평가되어 마케팅 활용 시 적절성이 높은 의상 순으로 , 

차원 가상의상을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패턴 3 . 

템플릿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 사용 희망 정

도를 알아본 결과 평균 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프로, 4.24

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실루엣 컬러 소재에 . , , 

대한 실제의상과의 유사 정도와 개선 필요성을 질문한 결

과 실루엣에서 재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각각의 평균값 실루엣 평균 컬러 평균 소재 평( / 3.90, / 3.87, /

균 에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3.55)

로 판단된다 개선에 대한 의견에서는 실루엣 평균. ( 2.43), 

컬러 평균 소재 평균 로 보통 이하의 낮은 개( 2.68), ( 2.27)

선 요구가 나타나 재현율과의 해석이 교차되었다, .

템플릿�기반� 차원�가상�패션�기술�설계3.� 3

스타일 창작과 표현에는 능숙하지만 차원 패턴에 대한 이2

해 부족으로 제작 능력이 미흡한 국내 신진 디자이너와 중

소 패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템플릿 기반의 차원 가상 3

패션 기술은 현존하는 국내외 최고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템플릿 기반의 차원 가상 패션 . 3

기술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기존 기술과 비교해 볼 때 패턴 , 

디자인과 패턴 간 재봉에서 출발하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의상 요소 패턴 블록 만 선택하면 ( )

이미 재봉까지 완성된 템플릿 의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무리 정형화된 디자(Figure 7), 

인의 옷이라도 패턴들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외부에서 불러

들여서 새롭게 재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새로운 , 

방법에서는 원하는 디자인의 패턴 블록을 고르기만 하면 자

동으로 재봉이 완성된 상태에서 세부 디자인을 할 수 있으

므로 가상 의상을 디자인하는 출발선 자체를 매우 앞당길 

수 있다.

특히 템플릿 기반의 차원 패션 디자인 방법은 첫째 반  , 3 , 

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패턴 간 재봉 작업을 자동

화시켜 줌으로써 사용자의 작업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둘째. , 

의상 구성 요소 패턴 블록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 )

아 나감으로써 차원 패턴 디자인도 매번 처음부터2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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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mplate-Based� Technology� Awareness� Survey� Results

Intention� to� Purchase� a� Virtual� Costume Appropriate� Costume

Whether� to� Use Similar,� Needs� Improvement

Recall� Rate Need� for� Improvement

Figure� 7.� Concept� of� Template-Based� 3D� Virtual� Fash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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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정형화된 패턴 블록에서부터 디

자인을 출발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재활용 및 기존보다 , 

효율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기본 패턴을 템플릿으로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을 기능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패턴의 블록화가 필요한데 옷의 구성상 , 

구분되는 패턴 집합체인 소매 칼라 몸판 후드 등의 패턴, , , 

을 블록화 하면 각각의 패턴 블록은 자신만의 고유 폴리곤 

구조를 가지며 각 폴리곤의 변은 자동 재봉을 위한 메타 ,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이때 패턴 블록 폴리곤은 기. 

본적으로 프리셋 데이터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임의의 패턴 , 

블록 폴리곤을 직접 그릴 수도 있다 이러한 패턴 블록에 . 

만들어진 패턴을 패턴 블록 폴리곤 안에 드래그 앤 드롭으

로 가져다 놓음으로써 패턴이 패턴블록에 등록되고 패턴의 , 

각 라인이 패턴 블록 폴리곤의 어떤 변과 매치가 되는지, 

블록을 디자인 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연결하게 된다.

화된 패턴 블록들을 조합하여 패턴 블록과 패턴 블록   DB , 

간 재봉 과정을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패턴 템플릿을 생성하

게 되면 몸판 패턴 블록과 소매 패턴 블록을 조합한 셔츠 T

템플릿이 만들어 지고 셔츠 패턴 템플릿은 몸판 패턴 블, Y

록과 소매 패턴 블록 커프스 패턴 블록 칼라 패턴 블록 , , 

T-shirt pattern template configuration▲ Y-shirt pattern template configuration▲ 

       (Create actual pattern block)            (Defining pattern blocks,                (Sewing pattern block)

                                                   sewing in (patterns) 

Figure� 8.� Configuration� Pattern� Template� for� Each� Shirt

조합하여 생성하게 된다(Figure 8).

을 생성하려고 하는 패턴 블록과 패턴 간의 매개 변수화 된 

연결 정보를 생성하고 패턴 블록을 파일로 저장하여 화, DB

하면 패턴 블록과 패턴 블록간의 매개 변수화된 연결 정보, 

는 패턴 템플릿에서 저장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패턴 블, 

록이 교체되더라도 새로운 재봉과정 없이 자동 재봉이 이루

어진다(Figure 9).

하나의 템플릿 단위에서 패턴 블록 단위는 다른 스타일의   

패턴 블록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패턴 블록의 교체가 일어나, 

더라도 연결 정보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 재봉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바뀐 패턴 블록에 대해 더 이상 재봉

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Figure 10).

차원 가상의상의 제작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의 파일형식  3

이 호환될 수 있어야 하는데 파일형식 호환 테스트 결과 , 2

차원 패턴 지원 파일형식인 파일 형식과 그래AAMA, TIIP 

픽 지원파일 형식인 파일 형식의 구AI, PSD, SVG, SVGZ 

현 플로터 형식 지원파일인 파일 비표준 등의 , HPGL , FEED 

구현 파일 등의 구현이 가, Bitmap, TIFF, JPG, PNG, PICT

능하여야 한다.



박재현� 박민희� 김선희� 송영호� 차원�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한�디지털�패션�플랫폼�프로토타입�설계�연구�·� ·� ·� /� 3 � � � � � � 99

Figure� 9.� Block� Replacement� Technology� Example(Short� Sleeves� Long� Sleeves)→�

 

A : (T-Shirt) When the length difference is 10.5mm, front armhole line seam 11mm difference detection

B : (Shirt) When length difference 10.5mm is specified, back armhole line seam 12mm difference detection

C : (Pants) Length 1mm when specified, waist Dart line 2mm difference detection

D : (One-piece) When 20mm length difference is specified, armhole line seam 25mm difference detection, waist line 

23mm difference detection

Figure� 10.� Automatic� Sewing� Error� Se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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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패션�플랫폼의�설계4.�

패션산업 현장의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의 시장에서 살아남

기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강렬한 관심을 갖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 상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축만 되면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에 . 

제조 기반을 갖춘 수출형 제조 어패럴 기업이나 기획 OEM 

및 유통 중심의 내수 기반 중견 어패럴 브랜드는 각각의 필

요에 따른 시스템과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익성 확충 

목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활

발한 반면 패션 관련 국내 기업 총 개 가운데 , 3,544 3,078

개 의 중소 패션기업들은 자본력의 열세와 시스템의 부(87%)

재로 기업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전형적인 플랫폼 유형인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

가 노출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단방향성 주관적인 가, 

치평가 폐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플랫폼 ,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의 플랫폼을 지향해야 한다

(Figure 11). 

디지털화 하는 패션산업에 최적화된 디지털 패션 플랫폼  

은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API(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Programming Interface, 

스 를 통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서비스를 가능하게 )

하는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디지털 패션 플랫폼은 주 사용자인 

디자이너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이디어 

Figure� 11.� Changes� in� Open� Innovation�Method
(SERI, 2013, p.2, Reconfiguration)

공유 지향의 시스템 설계와 패션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견인을 목적으로 하ICT 

였다(Figure 12).

디자이너의 창의적 사고를 보다 더 원활하게 원하는   3D 

모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가상 의상 디자인 기술3D 

을 바탕으로 의류 개발을 하는 작업자와의 온라인 협업 시

스템을 구축하고 온 오프라인이 연동하는 서비스 플랫폼 , -

구축을 통해 디자이너 가상의류 개발자 와 생산자 간 협(3D )

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핵심 . 

코어기술인 패턴 템플릿 기반의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이 장3

착되어 의류제작 스트림 간 간극의 최소화를 실현하는 스마

트한 디지털 패션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창의적 발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패턴 템플  

릿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은 물론 패션 트랜드 국내외 패션, , 

시장에 관한 동향 분석자료 컨버팅 정보 원단 및 부자재, (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동 웹 사이트도 필요하다 특히 웹. , 

을 기반으로 한 패턴 템플릿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및 차원 3

피팅 결과를 활용한 원격 작업지시서 송출 시스템이 장착되

어 디자이너와 생산자 생산자와 생산자를 온 오프라인으로 , , -

연동하는 멀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모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패션 . 

플랫폼은 국내 어패럴 중심 패션산업의 중국대비 비교 경쟁

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평가 받고 있, 

는 국내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디어 3

공유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의 협업형 플랫폼 으로 ‘ ’

설계하였다(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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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igital� Fashion� Platform� Prototype� Basic� Concept� Diagram

Figure� 13.� Conceptual� Diagram� of� Digital� Fashion� Platform� Design

의류기획 과정에서 소요되는 필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소규모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위한 생산성 도구로

서의 활용성 확대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용 , ,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구상하였으며 외산 솔루션의, 

수입대체 효과 및 중국내 기업 대상 판매도 가능하도록 전

략적인 플랫폼으로 설계하였다.

템플릿 기반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이 연동되는 디지털 패  3

션 플랫폼의 설계는 의류 기획의 샘플 확인 및 제조 생산 

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생산성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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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제 샘플을 제작하

는 번거로운 과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실제 샘플 . , 

제작시간 단축과 결과물의 즉각적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연동되는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였고 공동의 인프라 기능도 공급자적 측면에서 협력, 

제조시설 설비간의 유휴시설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Table� 3.� Platform� Service� Function� Design� Process

Step� 1.� Brainstorming� Phase Step� 2.� Brainstorming� Phase

Step� 3.� Function� Design� Phase(wiki� article) Step� 4.� Work� Flow� Design� Phase

Step� 5.� Database� Configuration� Steps Step� 6.� System� Design� Phase

하였다. 

연구 단계별 과정은 브레인스토밍 후 기능 명세   , ① ② 

및 화면 구성을 기획하고 각각의 필요 기능은 위키 문, ③ 

서형태로 구체화하였다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워크 . ④ 

플로우를 단계별로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 ⑤⑥ 

구성을 설계하였다 다양한 필요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콜.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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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tep� 7.� Service� Protocol� Define� Step Step� 8.� Steps� to� Set� the� Service� Role

Step� 9.� Database� Table� Configuration� Steps Step� 10.� System� Functional� Design� Phase

을 정의한 후 서비스 서버의 역할 및 설치 방법을 설정, ⑧ 

하였고 데이터 트랜스퍼 및 데이터 레이어 객체 등 데, ⑨ 

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스템 기능을 ⑩ 

설정하였다(Table 3).

중소 패션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인 비수기   

생산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워크 플로

우와 태스크 관리 도구 등도 통합적으로 설계하였다 사용자. 

적 측면에서는 산업 공통의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는 스타일 마스터 소재 봉제 상세도 DB, DB, DB, 3

차원 버추얼 패턴 템플릿 아이템별 테크니컬 패키지 DB, 

제조공정별 작업 동영상 등을 설계함으로서 초기 DB, DB 

구축 데이터가 사용될수록 각각의 시즌 데이터가 라이브러

리에 재 축적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아이디어 공유형 

플랫폼을 설계하였다(Figure 14). 

테크니컬 패키지는 디자이너의 결과물인 디자인이 봉제를   

포함한 제조의 단계로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되는 

의류 디자인 및 제조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서로 해외에서

의 생산을 연계하거나 다양한 스트림 간 협업 시에도 그 중

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 

작업에 의한 작업자의 피로도와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플랫폼 내에서 자동 공정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

서 디자이너와 제조 공정의 유연한 연계와 협업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결론�및�논의V.�

본 연구는 템플릿 기반의 차원 디지털 패션 기술을 기반으3

로 다양한 단계의 제조 관련 공정의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 

패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지털 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먼저 실제의상과 차  , 3

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상착장 모델의 비교 

평가를 통한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의 재현성과 디지털 패션 3

플랫폼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설문평가를 통한 템플릿 

기반 기술의 인지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재현성 및 인, 

지도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산업현장 ,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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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obile� Based� Trekking� Design

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템플릿 기반 차원 가상 패션 기술   3

설계와 디지털 패션 플랫폼 설계를 제안하였다 먼저 템플. , 

릿 기반 차원 가상 패션 기술 설계는 패턴 간 재봉 작업을 3

자동화시켜 사용자의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의상 구성 요

소 패턴 블록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축적시킴으로써 ( )

데이터의 재활용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템플릿 기반 차원 가상 패션 기술이 . 3

연동되는 디지털 패션 플랫폼은 의류 기획의 샘플 확인 및 

제조 생산 단계의 획기적인 개선뿐 아니라 실제 샘플 제작, 

과정과 비용의 절감 다양한 디지털 기기 간의 연동을 통한 , 

결과물의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공. 

급자적 측면에서 협력제조시설 설비간의 유휴시설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적 측면에서는 산업 , 

공통의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

터베이스를 설계함으로서 초기 구축 데이터가 사용될수록 

각각의 시즌 데이터가 라이브러리에 재축적 될 수 있는 선

순환 구조의 아이디어 공유형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패션 플랫폼 은 디자이너의   ‘ ’

의도를 생산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실제 샘플 제작시간 

단축과 결과물의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의류기획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전체 개발 프, 

로세스의 필요비용도 상당히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 

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 푸드(fast 

처럼 빠른 제작과 유통의 패스트 패션 의food) (fast fashion)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는 물론 소공인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위한 효율적인 생산성 도구로서의 자리매김과 다양한 관련 

직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예상되며 관련 산, 

업용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파

생사업 또한 예상된다.  

국내 패션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의 대량생산   

연계와 일상화된 스트림 간 협업에 따라 기획된 제품의 테

크니컬 패키지 작업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단, 

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징으로 인해 작업자의 피로도와 기피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 

디지털 패션 플랫폼 을 제공함으로서 산업현장에서의 효용‘ ’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패션 . , ‘

플랫폼 은 차원 버추얼 패션기술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 3

때문에 디자인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유통 온라인 , 

쇼핑몰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분야에서도 그 기

능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년 기준으로 동대문 중심  , 2011

의 국내 도매 상권을 이용하는 외국인 바이어는 중국인들이 

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일본 대만 35.39% , 22.70%, 21.99% 

등으로 중화권 바이어가 전체의 수준에 이르고 있고70% , 

최근 일고 있는 한류 로 국내 패션제품에 대한 선호도( )韓流
가 높은 현 시점에서 보다 많은 패션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선보일 수 있는 특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버· ‘

추얼 패션 마켓 의 등장도 예측되기 때문에 디지털 패션 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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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에 축적되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패션 콘텐츠는 미래 ’

선순환적 패션산업기술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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