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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가상착의 외관평가3 , , 

클로 직물의 종류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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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남대학교의 학술연CNU

구지원사업 에서 재원(2017-1747-01)

을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Interests in 3D virtual clothing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in online 

shopping malls are increasing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st studies on 3D virtual clothing, however, are focused on 

observing drapes or ease of virtual clothing depending on fabric properties of 

representative clothing ite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determine if current input of typical material characteristics in 3D CLO are 

sufficient to formulate virtual skirts with different front and back silhouettes; 

second, to determine if subjective appearance evaluation matched physical 

shape characteristics of those skirts. In this study, appearances of typical 

cotton, wool, silk, rayon, and polyester skirts with different front and back 

pattern were compared between actual and virtual clothing depending on 

fabric materials. Subjective appearance evaluation was conducted by 7 experts 

regarding similarity between actual and virtual clothing with a 5-point scale. 

For objective evaluation of the both types of skirt shape, degree of roundness 

at the cross section, displacement of side seam, position of back waistline, 

and the number of folds at the skirt back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cotton and wool, not the subjective appearance evaluation as well as shape 

characteristics of virtual skirts were well matched to the actual shape of skirts 

with a few material inputs. However, current material inputs for silk, rayon 

and polyester were insufficient to cover material differences in formation of 

virtual skirts with different front and back silhou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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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최근 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4 ’ , ,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

으키고 있다 패션의류산업에서도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 4

심이 증가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착의 등을 의, , 

류에 활용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아마. 

존에서는 카메라 앞에 서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스타일을 조언해주는 에코룩(echo 

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에코룩의 인공지능이 착용look) , 

감 스타일링 현재의 트렌드 등을 판단하고 개인의 맞춤 , , , 

스타일리스트 같은 역할을 하여 의상판매를 촉진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패션 차 (Woo, 2017). 4

산업혁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섬유처럼 고부가, 

가치 섬유제품 개발과 개인맞춤 의류시장을 개척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보인 . 

미래패션사업은 내 몸을 스캔한지 시간 만에 몸에 딱 맞‘ 1

는 옷을 즉석에서 만드는 사업 이다 이 사업’ (Hang, 2017). 

은 차원스캐너로 신체치수를 재면 나의 체형을 닮은 아바3

타가 형성되고 가상착의를 통해 옷을 선택하면 시간 만에 1

옷이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차원스캔을 통한 신체치수가 3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며 측정된 치수는 아바타에 잘 반, 

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여 가상. 

착의할 경우 가상착의된 결과는 실제의복을 입은 것과 같

이 자연스러워야한다 물론 선택한 옷이 착용자에게 잘 맞. 

도록 패턴이 수정되어야 하며 봉제 역시 잘 이루어져야 한

다.

차원 가상착의 기술을 온라인판매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3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으나(Cho, 2010; “Stile it,” 2008), 

가상착의된 의복과 실제제품과의 차이 가상착의된 의복의 , 

부자연스러움 사용불편성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 

었다 그 후에도 가상착의 기술 개발과 적용 이에 대한 많. , 

은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이 더 많다 최근 차 산업혁명으로 가상착의. 4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럭키슈에'

뜨에서는 온라인에서 가상 착의를 할 수 있는 ' ‘Try 

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였다Clothes Online' (Bae, 2016). 

또한 버버리나 랠프로런 등 오프라인 매장에도 가상으로 

옷도 입어볼 수 있는 스마트미러 도입이 시도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함께 차원 가상착(Lee, 2016). 3

의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다양한 형태로 색상 디자인. , , 

패턴변경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비교한 연구나(Uh, 2012), 

물성에 따른 플레어 주름이나 드레이프 형상 니트 외관을 , 

관찰하는 연구가(Choi & Kim, 2012; Lee & Kim, 2011) 

많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일반적인 드레스 스커트 바지. , , , 

블라우스 재킷 등을 개발한 후 가상착의를 통해 외관평가, 

나 여유분 등을 평가하거나(Hong & Suh, 2012; Koo & 

Suh, 2009; Lee & Lee, 2013; Lee, Lee & Hong, 2016; 

실제의복과 가상착의된 Park, 2013; Park & Lee, 2012), 

의복의 외관을 평가 비교하여 가상착의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Ryu, Lee, & Nam, 

2011; Lee & Kang, 2009; Lee & Lee, 2013). 

이와 같이 차원 가상착의가 최근 착의평가 연구에 활용  3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착의와 가

상착의의 유사함을 증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소재의 물성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매100% 

우 미비한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는 다(Lee & Lee, 2013). 

양한 소재의 역학적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Kim et al., 2011; Lee & 

지금까지 이루어진 물성에 따른 실제착의와 Kang, 2009). 

가상착의 외관을 평가한 선행연구로는 를 활용한 i-designer

연구가 많으며 등이 활용되기, Optitex, DC suite, Lectra 

도 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 

있는 를 활용하여 물성(Kim, 2017; Kwak, 2017) 3D CLO

에 따른 가상착의 결과를 실제착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앞판과 뒤판의 . 

실루엣이 다른 특별한 디자인에 대한 가상착의 연구나 이

를 실제의복과 비교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 

앞과 뒤의 실루엣이 다르면 옆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는데 가상착의가 이러한 자유로운 디자인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가는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를 활용하여 앞판과 뒤  3D CLO

판의 실루엣이 다른 스커트를 가상착의 할 때 현재 프로그

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반적인 소재특성으로 실제스커트

의 외관을 가상착의와 유사하게 표현하기에 충분한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와 가상착의 외관을 평가할 때 . , 

주관적인 외관평가 결과와 물리적으로 측정된 스커트의 형

태특성 결과가 직물의 종류별로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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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착의� 모델과�스커트�패턴1.�

본 연구에서 실제착의를 위해 사용된 마네킹은 제 차 사이7

즈코리아의 세 인체 평균데이터20~24 (Size Korea, 2015)

인 허리둘레 와 엉덩이둘레 에 63.9~78.1cm 86.5~98.9cm

해당하는 마네킹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마네킹의 허리둘레. 

는 엉덩이둘레는 이었으며 차원 가상착의65.0cm, 90.5cm 3

에 사용된 아바타사이즈는 마네킹사이즈와 동일하게 변경

하였다(Figure 1).

Figure� 1.� Changing� Avatar� Size� in�Waist� and� Hip� Circumference

  

Figure� 2.� The� Skirt� Pattern� Used� in� the� Study

  

본 연구에서는 앞뒤 스커트종류가 다른 특이한 디자인도   

소재특성이 다른 경우 가상착의 외관이 프로그램 상에3D 

서 주어진 소재 특성값으로 잘 반영되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앞판은 라인스커트로 설계하였으며 뒤판은 개더스커트A

로 설계하면서 종의 소재를 선택하였다 스커트 패턴은 5 . 

여유분이 들어간 기본패턴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화식 원형

패턴을 Yuka CAD System(Youth Hitech co., Ltd, 

을 활용하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하였Korea) Figure 2

다 이때 사용된 허리둘레 는 엉덩이둘레 는 . (W) 65.0cm, (H)

로 하였고 엉덩이둘레선 은 허리에서 90.5cm (H.L) 18.0cm 

내려온 위치로 스커트길이는 로 정하였다40.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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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소재의�물성과�역학적특성2.�

스커트 소재는 봄 가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성복, 

지 종류 면 양모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로 정하였5 ( , , , , )

다 실제 스커트 제작에 사용된 소재의 물리적특성과 . 

의 역학적특성은 에서 KES-F System Table 1 & Table 2

보는바와 같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Five� Fabrics� Used� for� the� Experiment

Item
� Fabric

Fabric� Contents

Yarn� Count
(KS� K� 0415)

Thickness
(KES-FB)
(mm)

Weight
(KES-FB)
(mg/cm2)

Fabric�
Structure

Density
(KS� K� 0511)
(count/5cm)warp weft

Cotton 100% cotton 64.2/2 63.7/2 0.494 18.05 twill 290×150

Wool 100% wool 37.5/2 19.9 0.833 21.40 twill 180×120

Silk 100% silk 84.4/2 71.4/2 0.489 13.02 plain 175×175

Rayon 100% rayon 40.4 39.9 0.485 12.40 plain 210×165

Polyester 100% polyester 32.4/2 46.1 0.504 14.34 plain 225×17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Fabrics� Using� KES-F� System

Mechanical　
Properties

� Fabric

Bending Shear
Weight
(mg/cm2)B

(gf cm/cm․ 2)
2HB

(gfcm/cm․ 2)
G

(gf/cmdeg)․
2HG

(gf/cm)
2HG5
(gf/cm)

Cotton

Warp 0.1957 0.1049 0.98 0.87 2.14

18.05Weft 0.0869 0.0448 0.94 0.81 1.96

Mean 0.1413 0.0749 0.96 0.84 2.05

Wool

Warp 0.0995 0.0315 0.41 0.43 0.88

21.40Weft 0.0636 0.0169 0.36 0.25 0.64

Mean 0.0816 0.0242 0.39 0.34 0.76

Silk

Warp 0.0358 0.0149 0.31 0.11 1.00

13.02Weft 0.0301 0.0125 0.44 0.29 1.56

Mean 0.0330 0.0137 0.38 0.20 1.28

Rayon

Warp 0.0357 0.0125 0.27 0.22 0.55

12.40Weft 0.0257 0.0088 0.24 0.05 0.34

Mean 0.0307 0.0107 0.26 0.14 0.45

Polyester

Warp 0.0422 0.0257 0.59 0.49 1.87

14.34Weft 0.0711 0.0354 0.53 0.33 1.65

Mean 0.0567 0.0306 0.56 0.41 1.76

가상착의�프로그램에서�제공하는�물성3.�

가상착의는 프로그램3D CLO (CLO Virtual Fashion Inc., 

을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는 전단 굽힘 강도Korea) , , , 

밀도 등 물성값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공되는 물성값 . 

수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에서 소재별로 제공하는 대푯값을 사용하였다 물성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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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로 전단 값을 위사 경사 강도와 같은 0~99 (Shear) , 

비율로 높이면 면이나 데님과 같이 구김이 잘 가는 소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전단 값을 위사 경사 강도에 비, (Shear) , 

해 낮추면 저지 실크와 같이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표현 , 

할 수 있다 굽힘강도 는 굽혀짐에 대한 반발력을 . (bending)

나타낸 값으로 높일수록 뻣뻣한 소재를 값이 낮출수록 실, 

크와 같이 드레이프성 좋은 소재를 표현할 수 있다 밀도. 

는 단위(m2 면적당 무게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 

값이 클수록 원단이 무거워짐을 의미한다 또한 제공되는 . 

물성 중 로 시작되는 물성은 물성보다 시뮬D Draft Reality

레이션 속도가 빨라 원단 물성 느낌을 보면서 디자인을 수

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로 시작되는 물성은 테스, R Reality

트를 통해 나온 물성 값이다("CLO virtual fashion," 2017).

본 연구에 사용된 가상착의 소재는 프로그램에  3D CLO

서 제공하는 개의 소재 중에서 실제스커트 제작에 사용22

된 소재와 유사한 그룹의 소재 종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9 . 

종 소재의 물성은 프로그램에서 대푯값으로 고정되어 제9

공하는 값으로서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에Table 3 . 

서는 종 소재에 대한 가상착의 외관이 실제 소재로 봉제9

한 스커트 외관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잘 대응되는가를 

객관적 주관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스커트�제작과�실제착의�분석방법4.�

면 스커트의 경우에는 면봉사 양모와 실크 스커트의 경우 , 

에는 견봉사 레이온 스커트는 레이온 봉사 폴리에스테르, ,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Materials� Provided� by� 3D� CLO� Program

Mechanical� Properties　

� Fabric
Shear

Bending
Density

Weft Warp

D_Cotton 23 35 35 35

R_Cotton_gabardine 33 38 38 27

D_Wool 30 60 60 35

R_Wool_twill 15 23 25 27

D_Chiffon 8 26 80 35

D_Silk_Satin 6 30 30 35

R_Chiffon 0 15 15 27

R_Light_nylon 49 16 16 27

R_Polyester_mesh 20 50 54 27

 

스커트는 합성재봉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때 사용된 . 

바늘굵기는 을 사용하였으며 땀수의 길이는 약 #11 , 1.5cm

로 봉제조건을 동일하게 하였다.

실제 제작된 스커트를 인대에 착장시킨 다음 분이 지  10

난 후 스커트의 앞면과 뒷면 측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 

촬영시 카메라 렌즈의 높이는 엉덩이높이에 맞추었으며, 

인대로부터 약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하였다110cm . 

소재에 따른 실제착의 결과와 차원 가상착의 결과를 비  3

교하기 위하여 촬영된 실제착의 사진으로부터 스커트 밑단

의 너비 의 와 폭 의 을 측정하여 (Figure 3 ) (Figure 3 )② ③

편평률 의 을 구하였으며 의 에서 (Figure 3 ) , Figure 3 (b)①

보는 바와 같이 뒤허리선의 처짐 분량 과 옆선의 이동( )④

량 을 측정하였다 또한 의 에서 보는 바와 ( ) . Figure 3 (c)⑤

같이 허리선으로부터 내려온 지점과 그 지점부터 각16cm

각 내려온 가로선에서의 주름 개수를 측정하였다10cm .

사진 촬영시 치수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된 모눈판은   1c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 , 10cm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모눈판을 기준으로 밑단의 너비 폭. , , 

뒤허리선의 처짐 분량 옆선의 이동량을 측정하였다, . 

그러나 스커트가 착용된 인대는 모눈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눈Figure 4 (a)

판으로부터 약 정도 앞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모눈19cm . 

판을 활용하여 측정된 치수들은 에서 보는 바Figure 4 (b)

와 같이 보정이 필요하였다 주름의 개수를 측정한 수평선 . 

간격 역시 계산에 따라 달라졌는데 의 식에 Figure 4 (b)

따라 계산한 결과 는 가 되며 는 가16cm 14cm , 10cm 8.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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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bjective� Data�Measurement� for� Comparison� of� Actual� Clothing� Result

Figure� 4.� Camera� Setting� Method� and� Actual� Dimension� Calculation
 

되었다 즉 차원 가상착의 결과에서는 허리선으로부터 . , 3

내려온 지점과 그 지점부터 각각 내려온 수평14cm 8.5cm

선에서 주름의 개수를 측정하여 실제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차원�가상착의�및�분석방법5.� 3

차원 가상착의는 마네킹과 동일한 사이즈인 아바타에 3

로 설계한 스커트 패턴을 가상착의하였다 작업Yuka CAD . 

자의 숙련도에 따라 가상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

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에 있는 자동시스템을 이

용하였다 우선 개의 스커트패턴 스커트 앞 뒤 벨트 앞. 4 ( & , 

뒤 을 인체주변에 배치하기 위해 개의 & ) 4 arrangement

를 사용하여 패턴을 자동 배열하였다points (Figure 5 ), ①

그 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Figure 5 ). Figure 5 ② ③

커트패턴들을 가상 봉제한 후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다.

가상착의 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직물의 소재별 물성  

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재의 두께는 실제 소재두께와 동일, 

하게 변경한 후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실제착의. 

된 스커트와 가상착의된 스커트의 물리적 형태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Geomagic Design X program (3D Systems, 

을 활용하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Inc., Korea) Figure 6

커트의 편평률 뒤허리 처짐량 옆선의 이동량( ), ( ), ( )ⓐ ⓓ ⓔ

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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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kirts� Pattern� Automatic� Virtual� Fitting�Method 

Figure� 6.� Objective� Data�Measurement� for� Comparison� of� 3D� Virtual� Clothing� Result

Figure� 7.� Measurement�Method� the� Number� of� Wrinkles� Behind� the� Skirt   

또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선으로부터   , Figure 7

내려온 지점 그 지점부터 각각 내려간 14cm upper , 8.5cm 

에 수평선을 만든 후 지점에서의 middle, lower, hem line 4

수평단면 형상을 추출하였으며 수평 단면 형상의 뒤판에, 

서 개더주름 개수를 측정하였다(Figure 7).

실제착의와�가상착의�비교평가방법6.�

직물의 소재특성에 따른 실제착의 스커트와 차원 가상착3

의 스커트의 비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 첫 . 

번째인 객관적 방법으로 앞선 방법에서 측정된  물리적 형

태특성을 비교하였으며 두 번째 주관적 평가로 의류학 분, 

야 석사 이상을 졸업한 전문가 명이 착의된 스커트의 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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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의 각 소재별로 물. 

리적 형태특성 측정값과 주관적 외관 평가가 가장 비슷한 

경향을 갖는 가상착의 프로그램 상의 소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비교평가에 사용된 소재 쌍은 에서 보는바와 같  Table 4

다 면소재로 제작된 스커트의 경우는 가상착의 프로그램. 

에서 제공되는 면소재가 두 종류인 과 D_Cotton

물성 값으로 시뮬레이션 한 스커트와 R_Cotton_gabardine 

각각 비교하였다. 

양모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양모용으로 제공하는 가지   , 2

물성 값을 넣은 가상 스커트와 비교하였다 봉제에 사용된 .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경우에는 조직이 모두 , , 

평직이었고 면이나 양모에 비하여 실제 소재의 무게가 모

두 작은데 이와 대응하는 각각의 소재를 프로그램에서 찾, 

기가 어려워서 유사한 가지의 물성 값을 넣은 가상 스커5

트와 모두를 각각 비교하였다. 

이 때 사용된 객관적 평가항목은 스커트의 편평률 뒤허  , 

리 처짐 분량 옆선 이동량 위치별 주름 개수였다 또한 , , . 

주관적 외관 비교평가는 실제와 가상착의 상태가 유사한가

를 정면 항목 측면 항목 후면 항목 총 항목에 대해 2 , 3 , 2 7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Lee &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평가방법은 리커트 Lee, 2013) ,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 전혀 비슷하지 않다 점 비5 (1 : , 2 : 

슷하지 않다 점 보통이다 점 비슷하다 매우 비슷, 3 : , 4 : , 5: 

하다).

측정데이터�분석�7.�

외관유사성 평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소재별 가장 유Statistics . 

사한 외관을 보이는 가상착의 물성 값을 찾기 위해 검증t

과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ANOVA: Analysis of variance) 

을 실시하였다(Duncan) .

Table� 4.� Pairs� of� Materials� Used� in� Comparison� of� Actual� and� Virtual� Skirts

No. Fabric� of� Actual� Skirts Fabric� of� 3D� Virtual� Skirts

1 Cotton (Cr) D_Cotton (Cv1), R_Cotton_gabardine (Cv2)

2 Wool (Wr) D_Wool (Wv1), R_Wool_twill (Wv2)

3 Silk (Sr) D_Chiffon (V1), D_Silk_Satin (V2)

R_Chiffon (V3), R_Light_nylon (V4)

R_Polyester_mesh (V5)

4 Rayon (Rr)

5 Polyester (Pr)

연구결과�및� 고찰.�Ⅲ

실제착의와�가상착의의�외관� 평가� 결과�비교1.�

실제착의 스커트와 가장 유사한 외관을 보이는 가상착의 

소재물성을 찾기 위해 총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살펴보7

았으며 면과 양모로 제작된 스커트는 프로그램에서 제공, 

하는 두 개의 소재를 비교하기 위해 각 쌍을 검증하였고 t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스커트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 , 

는 세 가지 이상의 소재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면 소재로 제작된 스커트는 가상착의 프로그램에  100% 

서 제공되는 물성D_Cotton (Cv1 과 ) R_Cotton_gabardine 

(Cv2 물성으로 시뮬레이션 한 스커트와 각각 비교하였으) 

며 실제착의된 스커트와 가상착의된 스커트는 에, Table 5

서 보는바와 같다.

면의 외관유사성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 R_Cotton_ 

gabardine(Cv2 으로 시뮬레이션 한 스커트가 ) D_Cotton 

(Cv1 소재보다 실제 면 스커트와 더 비슷한 외관을 보였) 

다 가상착의된 (Table 6). Cv2 소재 스커트는 정면의 라A-

인 실루엣이 점으로 실제 스커트와 매우 비슷하였으며 4.7

(p 앞면의 다트 형태나 위치 역시 점으로 매우 비<.05), 4.3

슷하였다(p 측면의 외관을 살펴본 결과 옆선이나 측<.01). , 

면에서 바라 본 앞판의 실루엣은 보통 이상으로 실제 스커

트와 비슷하였으나, Cv1와 Cv2간에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반면 측면에서 바라본 뒤판의 실루엣의 유사성. 

은 Cv2가 Cv1보다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으나(p 그 <.05) 

평가 값은 점으로 보통이었다 후면의 외관평가에서도 2.7 . 

후면 실루엣과 엉덩이 부분의 주름형태를 살펴본 결과 Cv2

가 점과 점으로 4.3 3.7 Cv1보다 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p<.05).

즉 값인   , Draft Cv1보다 값인 Reality Cv2이 실제스커트

와 더 비슷한 외관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정면과 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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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ppearance� of� Actual� and� Virtual� Cotton� Skirts

Item Front Side Back

Actual Cotton 100%

Virtual

Cv1

D_Cotton

 Cv2

R_Cotton_gab

ardine

Table� 6.� Appearance� Evalua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Cotton� Skirts� for� Cv1� and� Cv2�

Properties� of� Virtual� Skirt� �
� Item�

Cv1� (D_Cotton) � Cv2� (R_Cotton)
t

Mean SD Mean SD

Front View
1. Silhouette 3.86 0.69 4.71 0.49 -3.286*

2. Dart shape and position 3.57 0.98 4.29 0.76 -3.873**

Side View

3. Side seam line 3.00 1.41 3.29 1.25 -1.549

4. A-line skirt silhouette 3.86 0.69 4.00 1.00 -0.281

5. Gather skirt silhouette 1.71 0.76 2.71 1.11 -2.646*

Back View
6. Silhouette 2.86 1.07 4.29 0.76 -2.970*

7. Fold shape 2.71 1.38 3.71 0.76 -3.240*

 *p<.05, **p<.01

 *1: Not similar at all, 5: Very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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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은 실제와 매우 비슷하였으나 측면에서 바라본 개더의 

형태나 디자인이 다른 라인과 개더 패턴이 만나 봉제되A-

는 옆선부분에서의 외관은 실제와 보통 정도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양모 소재로 제작된 스커트는 가상착의 프로그램  100% 

에서 제공되는 D_Wool(Wv1 과 ) R_Wool_twill(Wv2 로 시)

뮬레이션 한 각각의 스커트와 외관의 유사함을 비교하였으

며 착의된 모습은 에서 보는바와 같다, Table 7 .

외관유사성 평가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양  Table 8 , 

모 역시 전체적으로 R_Wool_twill(Wv2 로 시뮬레이션 한 )

스커트가 D_Wool(Wv1 보다 더 비슷한 외관을 보였다 스) . 

커트 정면의 라인 실루엣과 다트형태 위치의 유사성을 A- , 

살펴본 결과, Wv2 소재가 점4.9 (p 과 점<.01) 4.4 (p 으로 <.05)

실제스커트와 매우 비슷한 외관을 보였다 또한 측면의 외. 

Table� 7.� Appearance� of� Actual� and� Virtual�Wool� Skirts� for�Wv1� and� Wv2

Item Front Side Back

Actual
Wool

100%

Virtual

Wv1

D_Wool

 Wv2

R_Wool_twi

ll

관을 살펴본 결과 옆선의 유사성은 , Wv2 소재가 점4.1

(p 으로 <.01) Wv1과 비슷하였으며 측면에서 바라본 뒤판의 , 

실루엣 역시 Wv2 소재가 Wv1보다는 통계적으로 더 유사

하였으나(p 그 평가 값은 점으로 보통이었다 반면 <.01) 3.1 . 

측면에서 바라 본 앞판의 실루엣은 두 소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두 소재 모두 점 이상으로 실, 4.0

제스커트와 비슷한 외관을 보였다 후면의 외관평가에서도 . 

소재 간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가 값 역시 , 

점 이하로 실제스커트와의 유사성은 보통 이하였다3.1 .

즉 양모 소재 역시 값인   , Draft Wv1보다 값인 Reality 

Wv2가 실제스커트와 더 비슷한 외관을 표현할 수 있었으

며 정면과 측면의 외관이 실제와 비슷한 반면 후면의 실, , 

루엣이나 개더의 모양이 보통 정도로 실제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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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ppearance� Evalua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Wool� Skirts� for�Wv1� and� Wv2

Properties� of� Virtual� Skirt

� Item�

Wv1� (D_Wool) Wv2� (R_Wool)
t

Mean SD Mean SD

Front View
1. Silhouette 2.29 1.25 4.86 0.38 -4.869**

2. Dart shape and position 3.14 1.35 4.43 0.79 -2.714*

Side View

3. Side seam line 3.14 1.21 4.14 0.69 -2.646*

4. A-line skirt silhouette 4.00 1.53 4.29 0.76 -.679

5. Gather skirt silhouette 2.29 0.76 3.14 0.69 -3.286*

Back View
6. Silhouette 2.57 1.27 3.14 1.07 -1.549

7. Fold shape 2.14 1.21 2.57 1.40 -0.812

 *p<.05, **p<.01

 *1: Not similar at all, 5: Very similar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스커트 소재와 유사한 물성  , , 

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가상착의 소재 종5 (D_ 

Chiffon(V1), D_Silk_Satin(V2), R_Chiffon(V3), R_Light_ 

nylon(V4), R_Polyester_mesh(V5 에 대한 각각의 실제 스))

커트와 가상착의된 스커트의 외관유사성을 평가하였으며,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통해 실제스커트와 가장 Duncan

유사한 가상착의 소재를 선정하였다.

이때 착의된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실제스커트와   , , 3

차원 가상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종 소재물성으로 시뮬레5

이션 된 스커트는 에서 보는바와 같다Table 9 .

실제 제작된 실크스커트와 종의 물성으로 가상착의된   5

스커트 외관의 유사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 Table 

에서 보는바와 같다 정면에서 바라본 라인의 실루엣은 10 . A

R_Chiffon(V3 소재로 시뮬레이션 한 경우 점으로 매우 ) 4.7

비슷하게 나타났으나(p=.001), D_Chiffon(V1 소재를 사용) 

한 경우에는 점으로 비슷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스커1.7 . 

트 정면의 다트 형태와 위치 측면에서 바라본 앞판과 뒤, 

판의 실루엣 후면에서 바라본 실루엣과 엉덩이 주변의 개, 

더형태 등은 V2, V3, V4, V5 소재를 적용한 경우 V1소재보

다 실제스커트와의 유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1, 

p<.05, p 특히 =.001). V3소재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정면의 다트 형태와 위치 측면에서 바라본 앞판의 실루엣, , 

후면의 실루엣에서 점 이상으로 실제스커트와 비슷한 4.0

외관을 보였다 즉 실제 실크스커트와 가장 유사한 외관을 . , 

보인 가상착의 물성은 R_Chiffon(V3 소재의 물성임을 알 ) 

수 있었다.

실제 제작된 레이온스커트와 가상착의에서 제공하는 종  5

의 물성으로 시뮬레이션 한 스커트의 외관유사성평가 결과

는 에서 보는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Table 11 . V2, V3, V4, 

V5 소재를 적용한 경우의 외관유사성이 V1소재보다 통계적

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p<.01, p<.05, p 이 중 =.001), 

V3 소재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정면의 실(R_Chiffon)

루엣과 다트형태 및 위치 측면에서 바라본 옆선의 형태, , 

후면의 실루엣이 약 점 이상으로 실제스커트와 비슷한 4.0

외관을 보였다 또한 후면에서의 실루엣과 엉덩이 부분의 . 

개더주름 형태는 V4 소재를 적용한 경우가 (R_Light_nylon) 

점으로 다른 소재보다 외관유사성 평균이 더 높게 나타4.1

났다 따라서 실제 레이온스커트에서 가장 유사한 외관을 . 

보인 가상착의 물성은 R_Chiffon(V3 이었으며) , R_Light_ 

nylon(V4 소재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된 스커트와 종의 물성으로 가상착  5

의된 스커트 외관의 유사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 

에서 보는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소재별 외관유사Table 12 . 

성을 살펴본 결과 정면의 실루엣과 다트형태 및 위치 측, , 

면에서 바라본 앞판의 실루엣 후면의 실루엣과 엉덩이부, 

분의 개더형태는 V2, V3, V4, V5 소재를 적용한 경우 V1소

재보다 통계적으로 유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1, 

p 특히 이중 정면의 실루엣과 측면에서 바라본 앞판<.05). 

의 실루엣 후면의 실루엣과 엉덩이부분의 개더형태에서는 , 

V3 소재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 외관유사성 평(R_Chiffon)

균이 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면에서의 다트형4.0 , 

태와 위치의 외관유사성은 V4 소재를 적용(R_Light_n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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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ppearance� of� Actual� and� Virtual� Silk,� Rayon� &� Polyester� Skirts

Item Front Side Back

Actual

Silk

100%

Rayon

100%

Polyester

100%

Virtual

V1

D_Chiffon

V2

D_Silk_Satin 

V3

R_Chiffon

V4

R_Light_

nylon

V5

R_Polyester_me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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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ppearance� Evalua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Silk� Skirts

Properties� of� Virtual� Skirt
� �

� Item
V1 V2 V3 V4 V5 F p

Front 

View

1. Silhouette
Mean

(SD)

1.71c

(0.95)

3.57b

(1.13)

4.71a

(0.49)

4.14a,b

(0.69)

4.00a,b

(0.58)

14.184 0.000***

2. Dart shape and position
Mean

(SD)

1.86b

(0.69)

3.57a

(1.13)

4.00a

(1.15)

3.71a

(1.38)

3.43a

(1.27)

3.745　 0.014*

Side 

View

3. Side seam line
Mean

(SD)

2.43b

(1.13)

3.00a,b

(1.29)

3.57a

(0.53)

3.86a

(0.69)

3.57a

(0.53)

2.857 0.041*

4. A-line skirt silhouette
Mean

(SD)

2.43b

(1.13)

3.57a

(1.27)

4.43a

(0.79)

4.29a

(0.49)

3.71a

(0.95)

4.699 0.005**

5. Gather skirt silhouette
Mean

(SD)

1.86b

(0.90)

3.00a

(0.82)

3.00a

(0.82)

3.29a

(1.11)

3.43a

(0.79)

3.357 0.022*

Back 

View

6. Silhouette 
Mean

(SD)

2.00b

(1.15)

3.86a

(0.90)

4.14a

(0.90)

3.57a

(0.79)

3.71a

(0.76)

5.983 0.001**

7. Fold shape
Mean

(SD)

2.14b

(1.07)

3.71a

(0.49)

3.71a

(0.76)

3.71a

(0.49)

3.86a

(0.38)

7.806 0.000***

 *p<.05, **p<.01, ***p=.001

 *1: Not similar at all, 5: Very similar

 *V1 : D_Chiffon, V2 : D_Silk_Satin, V3 : R_Chiffon, V4 : R_Light_nylon, V5 : R_Polyester_mesh

 *Duncan result : a>b>c

Table� 11.� Appearance� Evalua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Rayon� Skirts

Properties� of� Virtual� Skirt
� �

� Item
V1 V2 V3 V4 V5 F p

Front 

View

1. Silhouette
Mean

(SD)

2.29b

(1.11)

3.43a

(0.79)

4.29a

(0.49)

3.71a

(0.76)

3.43a

(0.53)

6.290 0.001**

2. Dart shape and position
Mean

(SD)

1.57b

(0.79)

3.29a

(1.11)

3.57a

(1.13)

3.00a

(1.15)

3.00a

(1.15)

3.590 0.017*

Side 

View

3. Side seam line
Mean

(SD)

2.71

(1.50)

3.43

(1.27)

3.57

(1.27)

3.86

(1.21)

3.57

(1.13)

0.780　 0.547

4. A-line skirt silhouette
Mean

(SD)

2.43b

(1.13)

4.00a

(0.58)

4.57a

(0.53)

3.86a

(0.69)

3.86a

(0.69)

7.675　 0.000***

5. Gather skirt silhouette
Mean

(SD)

2.14

(1.21)

2.86

(0.90)

3.00

(1.15)

2.71

(0.95)

2.57

(0.98)

0.691　 0.604

Back 

View

6. Silhouette 
Mean

(SD)

1.86b

(0.90)

3.43a

(0.79)

3.86a

(1.07)

4.14a

(1.21)

3.86a

(1.07)

5.642　 0.002**

7. Fold shape
Mean

(SD)

1.71b

(0.95)

3.71a

(0.95)

4.14a

(0.90)

4.14a

(0.90)

3.57a

(0.53)

9.558 0.000***

 *p<.05, **p<.01, ***p=.001

 *1: Not similar at all, 5: Very similar

 *V1 : D_Chiffon, V2 : D_Silk_Satin, V3 : R_Chiffon, V4 : R_Light_nylon, V5 : R_Polyester_mesh

 *Duncan result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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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평균 점으로 다른 소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3.9 . 

한 측면에서 바라본 뒤판의 실루엣은 V5(R_Polyester 

소재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 점으로 다른 소_mesh) 3.6

재들을 적용했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실제 폴리에스테르스커트와 가장 유사한 외관을 보

인 가상착의 물성은 R_Chiffon(V3 소재였으며) , R_Light_ 

nylon(V4 소재나 ) R_Polyester_mesh(V5 소재 적용 시에도 ) 

부위별 외관유사성을 보였다.

실제착의와�가상착의의�객관적�평가� 결과�비교2.�

소재별 실제착의 된 스커트와 차원 가상착의된 스커트의 3

물리적 형태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의 아래 그림Table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의된 스커트밑단의 너비 와 폭( )ⓑ

으로부터 측정된 편평률 옆선의 이동량 뒤허리( ) (A), (B), ⓒ

선의 처짐 분량 일정한 간격의 수평선(C), (upper, middle, 

에서 측정된 주름의 개수lower & hem lines) (D-1~D-4)

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에서 보는바와 , Table 13 & 14

같다 측정데이터 비교를 위해 각 항목별로 실제착의된 스. 

커트와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인 소재 값에 이니셜로(C,

Table� 12.� Appearance� Evalua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Polyester� Skirts

Properties� of� Virtual� Skirt� �
� Item

V1 V2 V3 V4 V5 F p

Front 

View

1. Silhouette
Mean

(SD)

2.00b 

(0.82) 

3.57a 

(1.40) 

4.00a 

(1.00) 

3.43a 

(1.13) 

3.57a 

(0.98) 

3.500 0.018* 

2. Dart shape and position
Mean

(SD)

1.86b  

(0.90)  

3.43a 

(1.51) 

3.71a 

(1.25) 

3.86a 

(1.35) 

3.57a 

(1.27) 

2.868 0.040* 

Side 

View

3. Side seam line
Mean

(SD)

2.86  

(1.07)  

3.71 

(1.38) 

3.71 

(1.38) 

4.00 

(1.00) 

4.00 

(1.00) 

1.110 0.370 

4. A-line skirt silhouette
Mean

(SD)

2.29b  

(1.25)  

3.71a 

(1.25) 

4.43a 

(0.53) 

3.86a 

(0.69) 

3.71a 

(0.49) 

5.293 0.002** 

5. Gather skirt silhouette
Mean

(SD)

2.14b  

(0.69)  

2.71a,b 

(0.76) 

2.86a,b 

(0.90) 

2.86a,b 

(0.90) 

3.57a 

(0.98) 

2.707 0.043*

Back 

View

6. Silhouette 
Mean

(SD)

2.14b  

(1.21)  

4.29a 

(0.76) 

4.43a 

(0.79) 

3.57a 

(0.98) 

3.86a 

(0.90) 

6.581 0.001**

7. Fold shape
Mean

(SD)

2.14b  

(0.90)  

4.00a 

(1.15) 

4.29a 

(1.11) 

3.57a 

(0.98) 

3.57a 

(0.98) 

4.500 0.006**

 *p<.05, **p<.01

 *1: Not similar at all, 5: Very similar

 *V1 : D_Chiffon, V2 : D_Silk_Satin, V3 : R_Chiffon, V4 : R_Light_nylon, V5 : R_Polyester_mesh

 *Duncan result : a>b>c

표시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일치된 개수가 W, S, R, P) , 

가장 많은 소재를 가장 유사한 소재를 선정하였다. 

착의된 면소재 스커트의 편평률은 로 이와 유사한   1.21

경향을 보인 가상착의 소재는 편평률이 인 1.20

Cv2 이었다 또한 옆선의 (R_Cotton_gabardine) (Table 13). 

이동량도 Cv2소재의 경우 로 실제착의시 이동된 거0.6cm

리 와 유사하였으며 위치별 수평선에서 측정된 주(0.5cm) , 

름개수는 위쪽 부분에서 개 중간 부분에(upper) 11 , (middle) 

서 개 아래 부분에서 개 밑단 부분에8 , (lower) 6 , (hem line) 

서 개로 4 Cv1소재보다 Cv2 소재로 시뮬레이션 된 경우가  

개 개 개 개로 거의 동일하였다 반면 뒤허리 처짐10 , 7 , 6 , 4 . 

분량에서는 Cv1 소재 가  (2.3cm) Cv2 소재 보다 실제 (2.7cm)

착의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에서 (1.8cm) . 

실제착의된 스커트와 비교한 결과 Cv1소재는 개 항목에서 1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Cv2 소재는 개 항목에서 유사하게  6

나타났다 즉 객관적인 측정결과에서도 주관적인 외관평가. , 

와 동일하게 Cv2 소재를 시뮬레이션한 경우가 실제 면스커 

트와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양모소재로 착의된 스커트의 경우 편평률이 이었으  1.13

며 주름의 개수는 각각 개 개 개 개였다 가상착의, 9 , 7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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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mparison� of� Objective� Data�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Skirts� for� Cotton� &�Wool� Fabrics

　

Cotton Wool

Actual
Virtual

Actual
Virtual

Cv1 Cv2 Wv1 Wv2

Flattening Rate

(Degree of Roundness)

1.21 1.30 1.20

(c)

1.13 1.38 1.17

(w)

Displacement of Side Seam (cm)
0.5 1.3 0.6

(c)

0.0 0.3 0.1

(w)

Displacement of Back Waistline (cm)
1.8 2.3

(c)

2.7 1.6 2.4

(w)

3.1

Number of fold at the upper line 

(1st plane)

11 8 10

(c)

9 8 9

(w)

Number of fold at the middle line

(2nd plane)

8 5 7

(c)

7 4 7

(w)

Number of fold at the lower line

(3rd plane)

6 5 6

(c)

4 4

(w)

5

Number of fold at the hem line

(4th plane)

4 3 4

(c)

3 3

(w)

4

Total number of match 1 6 3 4

* Cv1 : D_Cotton, Cv2 : R_Cotton_gabardine, Wv1 : D_Wool, Wv2 : R_Wool_twill

*  : most similar virtual fabric in the subjective appearance evaluation

* Meaning of side displacement sign : + (moving backward), - (moving forward)

소재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Wv1편평률 보다 (1.38) Wv2 

편평률 이 실제착의스커트와 비슷한 (R_Wool_twill) (1.17)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윗 부분과 중간 부분의 . (upper) (middle)

주름 개수는 Wv2 소재가 개 개로 실제스커트와 비슷하9 , 7

였으며 아래 부분과 밑단 부분에서는 , (lower) (hem) Wv1 소재

의 주름개수가 개 개로 실제스커트와 동일하였다 뒤허4 , 3 . 

리 처짐분량에서도 Wv1 소재의 경우가 로 실제스커2.4cm

트 와 가장 유사하였다 반면 스커트 옆선변화량에(1.6cm) . 

서는 실제착의된 스커트는 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나0.0cm , 

가상착의된 스커트의 경우에는 0.1cm(Wv2), 0.3cm(W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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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mparison� of� Objective� Data� Between� the� Actual� and� Virtual� Skirts� for� Silk,� Rayon� &� Polyester� Fabrics

　
Actual Virtual

Silk Rayon polyester V1 V2 V3 V4 V5

Flattening Rate

(Degree of Roundness)

1.30 1.14 1.10 1.16

(R/P)

1.27

(S)

1.21 1.24 1.20

Displacement of Side Seam (cm)
2.0 2.4 0.7 0.2 1.3 1.5

(S)

-1.1 -0.2

Displacement of Back Waistline 

(cm)

0.8 1.8 1.8 3.0 2.5 2.0

(R/P)

2.9 2.9

Number of fold at the upper line 

(1st plane)

10 10 10 10

(S/R/P)

10

(S/R/P)

9 10

(S/R/P)

10

(S/R/P)

Number of fold at the middle line

(2nd plane)

7 9 6 8

(R)

7

(S)

6

(P)

7

(S)

6

Number of fold at the lower line

(3rd plane)

5 8 4 5

(S/P)

5

(S/P)

5

(S/P)

5

(S/P)

5

(S/P)

Number of fold at the hem line

(4th plane)

4 4 4 4

(S/R/P)

4

(S/R/P)

5 4

(S/R/P)

4

(S/R/P)

Total Number of Match with Silk 3 5 2 4 3

Total Number of Match with Rayon 4 2 1 2 2

Total Number of Match with Polyester 4 3 3 3 3

* V1 : D_Chiffon, V2 : D_Silk_Satin, V3 : R_Chiffon, V4 : R_Light_nylon, V5 : R_Polyester_mesh

*  : most similar virtual fabric in the subjective appearance evaluation

* Meaning of side displacement sign : + (moving backward), - (moving forward)

로 뒤쪽으로 옆선이 이동하였다 따라서 총 개 항목에서 . 7

비교한 결과, Wv2 소재가 실제착의스커트와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상착의에서 사용된 . Wv2 소재는 외관유사

성평가 결과에서도 실제 양모스커트와 외관이 가장 비슷하

게 선정된 소재였다.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  , , 

법으로 실제착의 결과와 가상착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에서 보는바와 같다Table 14 .

실크의 경우에는 편평률이   V2 와 가장 유(D_Silk_Satin)

사한 값을 보였으며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소재에서는 , 

V1 과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옆선 이동량(D_Chiffon) . 

에서 실크스커트는 V3 소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뒤 , 

처짐 분량에서는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V3 소재와  

가장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부위별 주름의 개수에서도 실. 

제 스커트와 유사한 가상착의 소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

으며 각 항목별로 유사하다고 선정된 횟수를 총합해본 결, 

과 실제 실크스커트는 V2 소재와 레이온과 (D_Silk_Satin) 

폴리에스테르스커트는 V1 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D_Chiffon)

측정된 데이터가 가장 유사한 소재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 

이 결과는 외관유사성 결과 V3 소재가 가장 유(R_Chiffon)

사해 보인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경우 주관적인 외관유사성과 객관적, 

인 물리적 형태특성이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및�제언.�Ⅳ

본 연구에서는 앞판과 뒤판의 실루엣이 다르며 소재가 각

기 다른 종의 스커트를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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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소재특성이 실제스커트 외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외관평가에 사용되는 . 

주관적인 외관평가와 객관적인 형태특성 측정 결과가 종5

의 직물의 종류별로 각각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 

위해 실제스커트 종 면 양모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5 ( , , , , 

르 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 , 

종 소재로 시뮬레이션 한 스커트와 주관적인 외관평가와 9

객관적인 측정방법으로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면과 양모스커트와 가장 유사한 외관을 갖는   

가상착의 소재는 주관적인 외관과 물리적 형태특성 측면에

서 모두 과 이었다 반면 R_Cotton_gabardine R_Wool_twill .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슷하

지 않다고 나온 가상착의 소재는 과 이D_Cotton D_Wool

었다 즉 면과 양모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가상착의 결. , 

과 보기 위해 제공되는 미리보기원단 용 을 이용한 시(Draft )

뮬레이션보다 테스트를 통해 나온 물성 값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이 주관적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실제Reality , 

착의된 스커트와 가장 유사한 외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스커트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 , 

외관과 객관적인 형태특성에서 선정된 가상착의 소재가 모

두 다르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외관유사성을 평. 

가한 결과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스커트 모두 , , 

소재와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객R_Chiffon . , 

관적인 형태특성 측정데이터에서 선정된 가상착의 소재는 

실크의 경우 소재가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D_Silk_Satin 

의 경우 이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D_Chiffon . 

이와 같이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평가에서 같은 경  

향을 보이지 않은 것은 실크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소재와 , , 

관련하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물성이 실제 소재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과 개더주름과 같이 앞판과 뒤판의 실루엣이 A-line

다른 스커트였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형태가 만나면서 발

생되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이러한 차이가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합성섬유에 대한 물성 . 

값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다른 형태

의 디자인을 봉제할 때 발생되는 차이에 대한 연구도 추가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물성에 따른 실제착의 외관을 가상착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물성으로 가상착의 한 스커트의 외관과 

비교하여 가상착의 현 상황에 대한 고찰을 한 것에 큰 의

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판과 뒤판의 스커트 종류가 . 

다른 패턴을 가상착의하여 옆선의 봉제특성을 가상착의에

서 반영해 주는지를 살펴본 것 역시 앞으로 가상착의분야

에서 발전해나가야 하는 방향성과 중요한 요소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물성 값으로   

가상착의한 결과를 실제제작된 스커트와 비교한 연구로 모

든 소재의 결과를 대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 

소재에 대한 가상착의 결과나 부위별로 다른 디자인 혹은 , 

다른 소재 등이 적용된 가상착의 결과가 실제착의와 어떻

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실제소재와 가상착의된 물성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

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착의. 

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

제소재의 물성에서 가상착의 물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가, 

상착의 할 경우 소재의 물성을 사용자가 변화시킴으로써 

좀 더 실제와 유사한 외관 실루엣을 표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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