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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stage costumes realized by digital

clothing ; how realistic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empirical testing and in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the production stage costumes, determine whether digital clothing

has value that can be substituted for the stage costume.

This study researched the stage costume manufacture, Isabel's costume of the musical

'Christmas Carol', process by using the 3-D clothing simulation technology : DC Su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They sh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stage costumes and digital clothing. It is

possible that digital clothing takes a role as a substitute for stage costumes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clothing samples.

The clothing production system, including stage costumes, by digital clothing costs and

lead time can be saved by innovative. Also the result can be saved without restriction, and

this system can exert its effect in a very efficient way to incorporation of foreign producers

and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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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ⅠⅠⅠⅠ

최근 패션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 컴퓨터3

그래픽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기능과 성능의 발

전은 빠르고 편하게 효율적인 방법적 기초를 구현하

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디자인 패턴 를 비롯하여 에. CAD, CAD 3D CAD

이르기까지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이 이용되면서 의

류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년에 형태로 최초로 이1963 Sketch Pad System

용되기 시작한 은 모든 분야에서 디지CAD System

털 관련 산업이 급격히 개발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

추어 의류 분야에서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중에서도 디지털 클로딩CAD System

은 일부 컴퓨터화 된 디자인 및 패(Digital Clothing)

턴 에 컴퓨터상에서 의상 재현 단계가 추가CAD 3D

된 의류 제작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1) 패션산업에 컴

퓨터그래픽스를 적용시킨 디지털 프로그램에는 DC

Suit, CLO Virtual Fashion, Maya, Syflex,

등이 있다3D-MAX, AutoCad .

이와 같이 패션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패션 산업, ,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방

법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패션분야에서 연구된 에 관한3D CAD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실. ,

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

둘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연구이며 셋째 차원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 3

활용사례 연구를 통한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효

율을 향상시키려는 연구이다 아직 프로그. 3D CAD

램이 패션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가상 시뮬레이션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3D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분야가 패션산업 전반. 3D

에 자리 잡게 되어 디지털 클로딩 기술이 미래의 패

션산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관.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하형수, 2)는

사진 촬영에 의한 패턴 스캔 시스템을 제안하여 고

가의 패턴 스캔용 전용 장비나 추가정인 장비 없이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패턴을 스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정교한 의상을 빠른 시간에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로서 양정은 김, ,

숙진3)은 의상모델링 소프트웨어인 퀼로스 프로3D

그램을 이용하여 젊은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원피스

를 제작하여 실제와 가상 모델링의 착의 평가를 실

시해 차원의 의상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3

연구를 하였다.

이주현4)은 스커트와 슬랙스 실험복을 제작한 후

차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3

하여 착의외관 평가 후 체형 및 의복 아이템별 여,

유량을 분석하였다.

이지영5)은 스케너를 이용하여 인체의 동작이3D

배제된 정확한 가 가능한 란제리용 파운데이Merge

션용 바디를 스캔한 후 바디모델을 완성하고 의복,

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다음 의복모델을 다시. 3D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의복모델의 체표면 분할을

통해 평면패턴을 완성한 후 실물을 제작하고 시3D

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두 모델 외관의 유사성을

검증하였다.

이선경은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Designerⅰ

상 의복을 제작하고 실물 제작 의복과의 실루엣 차

이를 분석하여 차이점을 수정 보완하여 나은 프로,

그램의 개선 보완점을 밝혔다, .

김안나7)는 실제소재와 가상표현의 유사성을 비교

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한 의류소재의 물성 재현

성을 검증하였다.

노경엽8)은 가상적인 의상을 착용한 착용자가 움직

일 때 의상의 움직임과 관련된 의상의 특성과 미적

감각을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차원 가상공간3

이 실제 공간과 같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 동적인 표

현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재의 동적 변형에 따른

변형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셋째 활용사례 연구로서 배리사, 9)는 차원 컴퓨터3

그래픽스를 통해 실물과 같은 의상을 제작하여 가상

의 공간에서 패션쇼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의상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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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고영아10)는 시제품 생산과정에서 디지털 클로딩이

실제 의상을 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세희11)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의상 디3D DTP

자인 및 제작의 유용성과 정확도를 실제 개발 사례

를 통해 제시하였다.

탁성은12)은 인적 물적 시간의 낭비를 줄여 원가, ,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무대의상 디자이너는 공연제작과정에서 연출가와

작품분석을 마치고 무대의상을 디자인 한다 디자인.

협의과정에서 디자이너와 연출가는 스케치를 근거로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결정한다 하지만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완성된 의상이 스케치와는

다를 수 있고 연출 방향에 따라 의상 디자인이 변형

될 수도 있다.

공연작품의 경우 의상을 수정하거나 다시 제작해

야하는 상황이 빈번한 경향이 있으므로 공연 직전

급하게 의상을 대폭 수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상황

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의사교환이 필요한 것이

다 그러나 개별제작은 물론 대량생산 시스템에서도.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아날로그 클로딩(Analog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Clothing) .

그러므로 패션산업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3D

을 통한 디지털 클로딩을 무대의상Cloth Simulation

에 적용하여 디자인 협의과정에 이용하는 것은 차후

무대의상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

이다 디지털 클로딩을 활용하여 무대의상의 색상. ,

실루엣 분위기 등을 미리 점검하면 스케치에만 의,

존해서 상상력으로 협의하는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

이드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김영삼은 국외 제작진과의 공동 제작 시 가

장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의사소통13)의 문제라고

지적했듯이 국내 및 국외의 글로벌한 공연을 위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무대의상으로 제작되는 의상이 디

지털 클로딩이 되었을 때 얼마나 현실감 있고 정확

하게 표현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무대,

의상 제작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디지털 클로딩이 실

제 의상을 대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래의 이용가능성을 증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클로딩을 무.

대의상 제작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함으로써 무대의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공연예술에 있어서 무대의상이 전문적인 영

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 공연 제작자들과 무

대의상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연구

로 시간적 인적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 ,

는 새로운 제작방법을 검증하여 공연예술계의 발전

에 기여하고 무대의상 전문 스텝 양성을 위한 실제,

적이고 경험적인 무대의상 교육내용의 지침으로 제

시할 수 있는 검증적 교육적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 .

연구 방법 및 범위연구 방법 및 범위연구 방법 및 범위연구 방법 및 범위....ⅡⅡⅡⅡ

본 연구는 찰스 디킨스 의 크리(Charles Dickens) ‘

스마스 캐롤의 배역 중 벨의상으로 년 월’ ‘ ’ 2003 12

에 서울예술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벨 의상은 전. ‘ ’

체적인 실루엣의 변화가 크고 부피감이 커서 디지털

클로딩으로 인한 제작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기에 효

과가 크기 때문에 연구 과제로 선택하였다.

실제 공연에서 사용된 의상은 체코의 디자이너 다

그마 브레지노파 가 디자인한 것(Dagmar Brezinova)

이며 디지털 방식은 패턴 제작 패턴 스캔 가봉 맵, , ,

핑 착장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모두 가능하며 디자,

인에서 패턴 시뮬레이션과정까지 논스톱으로 진행,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DC Suite

하였다.

는DC Suit 디자인한 옷의 차원 모습을 평범한3

디자인의 경우에 시간 안에 볼 수 있으며 의류의1 ,

기획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구성 데이,

터가 자동 생산 설비로 보내질 수 있고 작업한 패턴

을 커터 플로터로 출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제작 과정 기록과 새롭게 디지털 클로딩에 의해 제

작되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패턴은 이승렬의 원형을 참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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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제 의상 제작과정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무대의상은 제작 회의 의상 목록표→

작성 작업지시서 작성 패턴 제작 봉제 공연 및→ → → →

점검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

상 디자인 확정을 시점으로 패턴제작 가봉용 광목,

제작 실제 원단 및 부자재 적용 단계까지를 비교,

분석 범위로 하였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의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의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의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의. ‘ ’. ‘ ’. ‘ ’. ‘ ’ⅢⅢⅢⅢ

디지털 클로딩 제작디지털 클로딩 제작디지털 클로딩 제작디지털 클로딩 제작

의상 제작 분석의상 제작 분석의상 제작 분석의상 제작 분석1.1.1.1.

무대의상 디자이너는 작품의 줄거리 및 등장인물,

시대적 배경 등 작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확정된 각 배역의 의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사와 배우의 움직임 상황전,

개에 따른 각 장면의 의상 노출 상태를 미리 파악하

고 연출하여야 한다.

분석한 성격의 내용과 의상디자인을 함께 정리하

여 보관하면 배역의 특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 ‘ ’

는 벨의 성격 분석은 선행연구14)를 참고하였다.

시대적 배경은 로맨틱 스타일로 낭만주의적 경향

은 여성복에서 코르셋이 다시 부활하여 잘록한 허리

와 부풀린 스커트의 자형의 실루엣으로 전형적인X

여성성이 표현된 시기이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 ‘

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벨의 성격과 의상제’

작 시 유의점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이사벨의 성격은 스크루지의 젊은 시절 애인으로

스크루지를 사랑했지만 돈만 중시하게 되는 스크루

지에게 실망하여 그를 떠나는 여성으로 의상은 청

순한 스타일로 악세서리나 레이스 등에서 너무 요란

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의상의 색상이 핑.

크색으로 바뀌었으므로 원단 구매 시 주의해야한다.

디자인은 <Figure 과 같다1> .

<Figure 1><Figure 1><Figure 1><Figure 1> Designed byDesigned byDesigned byDesigned by Dagmar BrezinovaDagmar BrezinovaDagmar BrezinovaDagmar Brezinova

를 이용한 패턴 제작를 이용한 패턴 제작를 이용한 패턴 제작를 이용한 패턴 제작2. DC suite2. DC suite2. DC suite2. DC suite

기본 원형에서 상하의를 허리에서 연결하는 원피

스형 드레스로 제작하였다 상의는 몸판의 앞 뒤에. ·

각각 개의 다아트가 있는 바디스로 제도하였으며4 ,

소매는 팔꿈치 다아트를 두고 활동성을 위해 겨드랑

이에 무를 연결하여 셋인 슬리브로 제도하였다 스.

커트 부분은 허리에 개더분량을 두고 전체적으로 사

다리꼴 모양이 되는 플레어 스커트로 제도하였다.

모델 신체치수와 외관은 각각DC suite <Table

와 같다1>, <Figure 2> .

이 과정에서 패턴 제작시 배역을 맡은 배우의 신체

치수를 프로그램 모델 치수에 적용시킬 수DC Suit

있는데 에서 컨트롤러를 조절하여 바디‘Body Tab’

를 원하는 치수로 설정할 수 있다 <Figure 3>.

앞 뒤 기본형에서 앞중심선을 엉덩이길이만큼 연·

장하여 그린 후 앞에 허리다트 개와 옆다트 개를, 2 1

넣었으며 뒤판에는 어깨와 허리다트를 넣었다,

<Figure 4>,<Figure 5>.

이때 뒷목둘레나 진동깊이와 같은 계산에서 탭

을 누르고 신체치수를 공식에 맞추어 대입시키(tap)

면 정확한 값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허리에서 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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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size of DC suite model<Table 1> Body size of DC suite model<Table 1> Body size of DC suite model<Table 1> Body size of DC suite model

Unit (cm)

Item Size Item Size

Bust Circumference 84
Back Interscye,
Length/2

18

Chest Circumference 81 Bust Point-Bust Point/2 9

Waist Circumference 64
Neck Point to Breast

Point
25.18

Hip Circumference 90 Arm Length 58

Interscye, front/2 16 Stature 170

<Figure 2> DC suite model<Figure 2> DC suite model<Figure 2> DC suite model<Figure 2> DC suite model <Figure 3> Body Generation Controller<Figure 3> Body Generation Controller<Figure 3> Body Generation Controller<Figure 3> Body Generation Controller

<Figure 4> Back<Figure 4> Back<Figure 4> Back<Figure 4> Back <Figure 5> Front<Figure 5> Front<Figure 5> Front<Figure 5> Front <Figure 6> Yoke line<Figure 6> Yoke line<Figure 6> Yoke line<Figure 6> Yoke line

선을 앞 뒤에 각각 넣은 상태는 와 같다· <Figure 6> .

치마길이는 허리선에서부터 의 개더 스커트142cm

형으로 하였으며 소매 기본형에서 소<Figure 7>,

매부리는 로 하였다21.4cm <Figure 8>.

최종 도식화는 과 같다<Figure 9>, <Figur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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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패널 제작를 이용한 패널 제작를 이용한 패널 제작를 이용한 패널 제작3. DC suite3. DC suite3. DC suite3. DC suit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킹 연단 재단을 논스톱, ,

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을 선택하고. ‘Create Panel’

외곽선을 차례로 클릭하여 패널을 만든다. ‘Lines to

를 선택하여 다트로 인식시킨다 저장한 상태에Dart’ .

서 등록할 패널들을 모두 선택하고 ‘Register

를 선택하여 패널 브라우저Selected Panels’ (Panel

에 등록시킨다Browser) .

<Figure 7> Skirt<Figure 7> Skirt<Figure 7> Skirt<Figure 7> Skirt <Figure 8> Sleeve<Figure 8> Sleeve<Figure 8> Sleeve<Figure 8> Sleeve

<Figure 9> Schematization Front<Figure 9> Schematization Front<Figure 9> Schematization Front<Figure 9> Schematization Front <Figure 10> Schematization Back<Figure 10> Schematization Back<Figure 10> Schematization Back<Figure 10> Schematization Back

제작제작제작제작4. Garment4. Garment4. Garment4. Garment

패널 배치1)

실제 제작과정에서는 재단한 광목에 해당하는 과정

으로 디지털 클로딩에서는 패턴제도 후 바로 패널화

시킬 수 있다 패널을 더블 클릭하여 의. <Figure 2>

모델에 각각 앞과 뒤의 패널을 배치한다. <Figure

은 하단에 패널이 등록된 상태이다 이때 한쪽11> .

패널을 배치하고 적정한 위치에서 를 이‘Mov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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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상하전후 좌우로 이동한다 연구<Figure 12>.

아이템인 이사벨 의상은 스커트 폭이 넓어 곡률을

<Figure 11> Panel<Figure 11> Panel<Figure 11> Panel<Figure 11> Panel

<Figure 12> Panel Arrangement & Move Key<Figure 12> Panel Arrangement & Move Key<Figure 12> Panel Arrangement & Move Key<Figure 12> Panel Arrangement & Move Key <Figure 13>Front of Panel<Figure 13>Front of Panel<Figure 13>Front of Panel<Figure 13>Front of Panel

<Figure 14> Back of Panel<Figure 14> Back of Panel<Figure 14> Back of Panel<Figure 14> Back of Panel <Figure 15> Sewing line<Figure 15> Sewing line<Figure 15> Sewing line<Figure 15> Sewing line

주는 것이 실행시 자연스러워지므로Simulation

와 같이 곡률을 주었다<Figure 13>,<Figure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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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를 선택하고 단축키 을 눌‘Select Key’ “0”

러 원통화한다 마우스를 패널 안쪽에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하여 패널을 회전시켜 시뮬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실행 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앞 뒤 몸판 및 소매를 한 쪽만 적정한 위치에 배, ,

치한 후 오리지널을 유지한 상태에서, ‘Flip Panel’

로 대칭 패널을 만들어 낸다.

봉제2)

에서 을 클릭 후Perspective View ‘Creat Seam’

봉제될 라인을 클릭한다.

전에 에서 봉제될 위Simulation ‘View> All Seam’

치가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Figure

봉제 위치가 잘못 지정되면 에러가 발생될 수15>.

있는 상황이 되므로 확인 과정을 거친다.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5.5.5.5.

창에서 를 클릭하Garment Garment to Simulator

여 창으로 이동한다Simulation .

의 과정‘Editor> Ready to Play> Player > Play’

<Figure 16 > Front of simulation<Figure 16 > Front of simulation<Figure 16 > Front of simulation<Figure 16 > Front of simulation <Figure 17> Side of simulation<Figure 17> Side of simulation<Figure 17> Side of simulation<Figure 17> Side of simulation

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시연한다<Figure 16>,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옷의 가봉 상태<Figure 17>.

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때는 패턴 과정으로 돌

아가 바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다.

텍스타일텍스타일텍스타일텍스타일6.6.6.6.

창에서 원하는 텍스타일을 선택하고 적용Garment

시킨다.

실제 샘플 원단을 스캔하여 적용시키거나 원하는

디자인으로 텍스타일의 색상 문양 두께 직조 상태, , ,

를 디자인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된 원단과 부자재 레이(

스 를 스캔하여 적용시켰으며 원하는 물성 즉 실제) ,

원단과 유사한 두께와 드레이프성을 지닌 물성 값으

로 설정하여 실물에 가장 가까운 실루엣을 표현하였

다.

은 칼라의 레이스 부분을 확대해 본<Figure 18>

것이다.

원단의 물성 값은 실제 공연에 사용된 폴리에스터

타프타에 맞는 수치를 입력하였으며 실제 적용한 물

성 값을 에 제시하였다<Figure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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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Lace of Collars<Figure 18> Lace of Collars<Figure 18> Lace of Collars<Figure 18> Lace of Collars <<<<Figure 19Figure 19Figure 19Figure 19> Properties of Textiles> Properties of Textiles> Properties of Textiles> Properties of Textiles

프로그램 과정은 다음과 같다. ‘Garment Tab>

을 선택하고Textile > Apply Textile > Panel’

선택하여 창을 열어 원하는 을Option Textile Textile

선택한다.

실물의상과의 비교실물의상과의 비교실물의상과의 비교실물의상과의 비교7.7.7.7.

이와 같이 디지털 클로딩에 의한 무대의상 제작과

정을 에 의해 실행해 본 결과 패턴제작 재DC Suit , ,

단 봉제 가봉 텍스타일 과정까지 아날로그적 방식, , ,

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몇 시간으로 해결 할 수 있

었다 이사벨의 실제 의상과 디지털 클로딩 의상의.

패턴은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구체적<Table 2> ,

인 실제의상제작과 디지털 클로딩 제작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원단가봉에 비해 가원단 가봉은 가봉 수정 후 요,

척을 산출하여 원단구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원단구입을 기다리지 않고 가봉준비가 가능하지만

원단으로 가봉할 때와 같은 느낌을 확인할 수 없다.

디지털 클로딩에 의한 시뮬레이션은 가봉에 필요

한 원단 등 기타 준비 시간 없이 작업하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차원의 디자인을 차원으로. , 1 3

빨리 볼 수 있으며 원단의 드레이프성이나 두께 밀,

도 등을 적용하여 원단 가봉과 거의 같은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이는 선 제작 후수정이 빈번한 무대의상 제작과정

을 개선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디자인과 패턴을 함,

께 보관하고 언제든지 불러와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이 된다 더욱이 국외 제작진 참여시 무대 의상 제.

작 시스템에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 초기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

다 일례로 부피가 큰 의상은 패널 배치에서 곡률.

및 배치의 숙련도에 따라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클로딩은 디자인 변형을 실시간

으로 여러 유형으로 바로 시연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며 실제 모델에 가봉해 보는 것과 같이 입체,

적으로 제작된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결과물은 실제 의상 결과물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일치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클로딩은 무대의상을 포함한

의류 제작 시스템에서 시간 비용을 혁신적으로 경,

감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이며 결과물을

원형그대로 무제한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외국 제,

작진과의 합동 제작시스템에서도 그 효과를 십분 발

휘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

었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ⅣⅣⅣⅣ

현재 패션산업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3D Cloth

을 통한 디지털 클로딩Simulation (Digital Clothing)

을 무대의상에 적용하여 디자인 협의과정에 이용하

는 것은 차후 무대의상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

시 필요한 일이다 디지털 클로딩을 활용하여 무대.

의상의 색상 실루엣 분위기 등을 미리 점검하면, ,

스케치에만 의존해서 상상력으로 협의하는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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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Isabel's actual costumes and digital clothing costumes on the pattern<Table 2> Comparison of Isabel's actual costumes and digital clothing costumes on the pattern<Table 2> Comparison of Isabel's actual costumes and digital clothing costumes on the pattern<Table 2> Comparison of Isabel's actual costumes and digital clothing costumes on the pattern

Actual Costumes Digital Clothing

Upper Dress

Under Dress

Sleeve

Final Draft

<Figure 20>Pohoto by Jung Sunggi

본 연구는 무대의상으로 제작되는 의상이 디지털

클로딩이 되었을 때 실제 의상을 대용할 수 있는 가

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래의 이용가능성

을 증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찰

스 디킨스 의 크리스마스 캐롤(Charles Dickens) ‘ (A

에 등장하는 벨을 실례로 디지털Christmas Carol)’ ‘ ’

클로딩 제작과정을 연구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가원단 가봉에 따른 실물의상 제작과정은 원단 가

봉보다 가봉 수정 후 요척을 산출하여 원단구매비용

절감과 원단구입을 기다리지 않고 가봉준비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단으로 가봉할 때와 같은

느낌을 확인할 수 없으며 패턴 봉제 가봉을 위한, , ,

시간과 이동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는 제작회의와 수정 횟수가 거듭될수록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클로딩은 디자인한 옷의 차원 모습3

을 짧은 시간에 미리 점검할 수 있으므로 기획과정

에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원단의 드레.

이프성이나 두께 밀도 등을 적용하여 원단 가봉과,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차원의 디자. 1

인을 차원으로 빨리 볼 수 있어서 미리 디자인을3

점검할 수 있고 기획과정에서 시간 비용 노력을, , ,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국외 제작진 참여시 공간적. ,

시간적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 교환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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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무대 의상 제작 시스템을 제시해 줄 수 있

다.

즉 디자인 협의과정에서 이 단계를 공유하여 연,

출가와 의상 디자이너와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국외 제작진이 참여한 의상 제작시스템에서는

지역간 한계를 벗어나 시각적 소통에 의해 신속하게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진행시킬 수 있다는 큰 장

점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클로딩은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시

간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사벨 의상과 같이 부피가 큰.

의상은 패널 배치에서 곡률 및 배치의 숙련도에 따

라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구입 초기 비용과 숙련시간

에 대한 고려와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디지털 클로

딩에 의한 무대의상 제작 시스템은 그 효과가 매우

크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공연예술에 있어서 무대의상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에 공연 제작자들과 무대의

상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연구로 공

연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뮬레이션을 활용, 3D

한 실증적 연구로 무대의상 전문 스텝 양성을 위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무대의상 제작전 교육내용의

지침으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차후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공연의 무대의상

제작 퍼레이드 의상, 캐릭터 의상 등 여러 가지 디

자인 변형을 단시간에 적용하고 점검함으로써 큰 효

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공연의상 제작 등에 관한 후

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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