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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wearable fashion prototypes were developed using 3D printers with the goal

of developing a practical production method for daily clothes. Prototypes were modeled using Rhinoceros

software and developed using FDM 3D printers and TPU fila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FDM-type entry-level 3D printers as a tool to develop wearable fashion

products. Second, TPU filaments that are soft and ductile are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clothing material.

Third, patterns designed through the 3D modeling process can be sampled directly to a 3D printer and easily

corrected and supplemented.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PU prints of about 1.00mm thickness can be

sewn with fabric using sewing machin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totype 1’ and ‘Prototype 2’; in

addition, hand stitching is also possible. Fifth, as in the case of ‘Prototype 3’, it is possible to fabricate a

garment fit enough to the body if the clothing configuration is designed to connect the basic module using

TPU filaments.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wearable fashion prototypes using various materials and

3D printing technology will help diversify everyday clothes.

Key words: 3D printer, Wearable, Fashion prototype, TPU filament; 3D 프린터, 착용 가능한, 패션 프로

토타입, TPU 필라멘트

I. 서 론

최근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기 위

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특허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관

련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 항공, 자동차, 건축,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산업제품, 장난감, 음식, 예술, 패션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도 3D 프린팅과 접목되는 신제품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3D 프린

터들이 개발됨으로써, 일반인들도 보급형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활발한 소품 제작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싱기

버스(Thingiverse)나 유메진(You Magine)과 같은 3D 모

델링(modelling) 파일을 오픈 소스(open source)로 제공

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개인

용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제품 개발 활동도 활발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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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작은 디자인 작업 자

체가 2D를 넘어서서 3D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하여 표

현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패션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은 의복의 제작보다는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과 같은 주얼리 제품이나 모자, 안경, 신발, 가

방 등과 같은 패션 소품의 제작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의복 제작 시 사용 가능한 3D 프

린터의 재료가 다양하지 못하고 출력물의 사이즈가 제

한된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

팅 기술을 활용하는 의복 형태의 개발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

en)과 같은 일부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은 3D 프린터 제

조 회사의 전문 인력들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형식의 예

술적인 의상을 제작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 3D 프린터로 인해 실용성에 중

점을 두는 의복의 개발을 위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분야에서의 3D 프

린팅 기술의 활용을 예술적인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대

신 보급형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착용이 가

능한 실용적인 의복을 제작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패션 분야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3D 프린팅 기술을 관

련 선행연구에는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된 패션 제품

에 대한 사례연구(Kim & Na, 2016; Kim & Kang, 2015;

Kim et al., 2015; Song & Geum, 2016; Yang, 2013),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패션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Kim,

2016; Lee et al., 2015; Lee et al., 2016; Lee & Lee, 2016;

Lee, 2015; Lee & Kim, 2015), 패션 산업에 사용되는 3D

프린터의 종류별 특징에 관한 연구(Vanderploeg et al.,

2017), 패션 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 활용 현황 및 패

션 산업의 변화에 대한 연구(Jeong, 2016; Kim, 2015) 등

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개발된 기존 제품에 대한 사례분

석 및 적용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패션 제품

개발 관련 연구들 또한 의복보다는 액세서리 중심이 많

은 바, 이에 본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패션 프

로토타입의 개발을 의복의 형태로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관련 논

문 및 서적을 통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을 활용한 패션 프로토타입들을 고찰하였다. 이어 본 연

구를 통해 개발한 총 3개의 패션 프로토타입들은 라이

노세로스(Rhinocero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였고, 국내의 3D 프린터 개발업체인 (주)하이비전시스

템의 큐비콘 싱글(Cubicon Single)이라는 FDM 방식의

보급형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는 우선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패션 프로토타입을

착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실용성을 가미한 3D

프린팅 패션 프로토타입의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제시

한 후 그 제작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및 한계점을 분

석해 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복 형태의 3D 프린팅

패션 제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

를 둔다.

II.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및 특징

1980년 4월, 히데오 코다마(秀男 小玉)가 광경화성 수

지에 적외선을 쬐어 조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그

이듬해에 기능성 포토폴리머(photopolymer) RP(Rapid

Prototyping) 시스템에 관한 실험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한

것이 3D 프린팅 기술의 시초이다(Technological Engine-

ering Institute, 2015). 현재 3D 시스템즈(3D Systems)의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를 맡고 있는 찰스 훌

(Charles W. Hull)이 1986년에 조형에 의한 3차원 물체의

제조 장치를 개발하고 1988년에 세계 최초의 3D 프린터

인 SLA-250을 출시하면서(Noh, 2014), 3D 프린팅 기술

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적층 방식으로 3차원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Wa-

rnier et al., 2014).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은 첫째, 낮은

제품 제작 진입장벽으로 인한 프로토타입 제작의 용이성,

둘째, 프로토타입 제작 비용의 감소 및 시간의 단축, 셋

째, 개인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실현 가능, 넷째, 재료 낭

비의 최소화, 다섯째, 복잡한 형태의 구현 가능으로 인한

다양한 제품의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현재까지의 한

계점은 첫째, 느린 작업 속도, 둘째, 치수정밀도 ·표면거

칠기 등으로 인한 제한적인 품질, 셋째, 플라스틱, 금속,

종이, 고무, 왁스, 나무 등 다양한 소재의 개발에도 불구

하고 재료의 한정성, 넷째, 고가 장비를 제외하고는 조형

크기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Kim, 2014; Lee et al., 2014).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 기술로만 실현

이 가능한 형태의 구현(Hornick, 2015) 및 숙련된 기술 없

이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적층가공 방식인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절삭가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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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은 특히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의 ·식 ·주와 관련해서도 그 적용이 다양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추럴 머신스(Natural

Machines)의 ‘푸디니(Foodini)’<Fig. 1>는 음식 제조가

가능한 3D 프린터로, 신선한 재료들을 프린터에 집어

넣어 피자, 쿠키, 햄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조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임시본부인 ‘네

덜란드 EU 빌딩(Dutch EU Building)’<Fig. 2>은 암스테

르담에 기반을 둔 스튜디오인 DUS 아키텍츠(DUS Ar-

chitects)가 2016년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건축

한 3D 프린팅 빌딩이다. 샤넬(Chanel)은 2015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3D 프린팅된 조각과 직물을 재봉한

뒤 손바느질로 마무리한 수트를 선보인 바 있다(Fig. 3).

이처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음식, 건

축, 의복 분야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발히 접목되고

있는 추세이다.

2. 3D 프린팅 방식 및 원리

3D 프린터는 그 작동 원리에 따라 FDM(Fused Depo-

sition Modeling) 혹은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SLA(Stereolithography), Polyjet(Multijet Modeling), LOM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3DP(Three Dimens-

ional Printing),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등 매우 다

양한 종류가 있다(Bernier et al., 2014). 그 중 재료 측면

에서 각각 고체, 액체, 분말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출력 방식인 FDM, SLA 및 SLS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FDM은 수지압출 적층 방식으로, 고체 기반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출력하며, 주로 쓰이는 필라멘트

재질에는 ABS, PLA, TPU, 브론즈, 우드, 나일론, 석재

등이 있다. ABS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주로 사용되

는 수지로, 단단하지만 수축성이 있어서 조형물의 크기

가 크거나 조형물의 형상에 따라 휨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PLA는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진 친

환경 소재로, ABS에 비해 강도가 약하나, 균열, 수축, 휨

현상이 적다(Technological Engineering Institute, 2015).

TPU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hermoplastic Poly Ureth-

ane) 계열의 수지로, 유연감과 촉감이 우수하며, 내구성

과 복원력이 좋은 플렉시블(flexible) 필라멘트이다. 본 연

구에 사용된 ‘큐비콘 싱글’<Fig. 4>은 FDM 방식의 프린

터로, 국내 최초의 자체 설계된 착탈식 익스트루더(ext-

ruder), 오토 레벨링(auto leveling) 기능이 적용된 히팅 베

드(heating bed), 나노(nano) 분진 및 냄새 제거에 탁월한

클린 필터(clean filter)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대의

조형 크기는 240×190×200mm(가로×세로×높이)이고, 사

용되는 필라멘트 직경은 1.75mm, 노즐 직경은 0.40mm이

다(“3DP-110F(Single)”, n.d.). 둘째, SLA는 찰스 훌에 의

해 개발되어 상용화된 최초의 3D 프린팅 방식으로, 레

이저빔을 사용하는 광경화 적층 방식이다. 빛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광경화성 수지가 들어 있는 수조에 자외선

레이저를 투사하여 한 층씩 경화시켜 형태를 만드는 액

체 기반의 제조 방식이다(Warnier et al., 2014). 셋째, SLS

는 레이저 소결 적층 방식으로 분말(파우더) 기반의 3D

프린팅 방식이다(Mongeon, 2016). 3D 프린팅 디자인 스

튜디오인 너버스 시스템(Nervous System)은 쉐이프웨이

즈(Shapeways)와의 협업으로 ‘키네매틱스 드레스(Kine-

matics Dress)’<Fig. 5>를 개발하였는데, 의복 착장 시 자

연스러운 움직임을 부여하기 위해 2,279개의 삼각형 패

널(panel)을 3,316개의 힌지(hinge)로 결합하여 하나의 접

Fig. 1. Foodini.

From Foodini. (n.d.).

https://www.

naturalmachines.com

Fig. 2. Dutch EU building.

From Europe Building

Amsterdam. (n.d.).

http://ossip.nl

Fig. 3. Chanel suit.

From Image & Design

Library. (n.d.).

https://www.wg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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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조각 상태로 출력하였다(Molitch-Hou, 2014). 이 드레

스는 접을 수 있는 상태로 모델링되어 있기 때문에, SLS

방식의 프린터를 사용하여 한 번에 출력함으로써 제작 시

간과 노력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III.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된

패션 프로토타입 개발 사례

본 장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된 패션 프로토타

입의 사례들을 장식류를 제외한 의복을 중심으로 하여,

예술성이 강조된 디자인, 기능성이 강조된 디자인, 실용

성이 강조된 디자인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싱기버스, 유메진, 마이 미니

팩토리(My Mini Factory) 등 오픈 소스로 데이터를 제

공하는 3D 모델링 공유 사이트 및 3D 프린팅 관련 사이

트를 통해 검색하였다.

1. 예술성이 강조된 디자인

뉴욕의 디자이너 프란시스 비톤티(Francis Bitonti)는 프

랫(Pratt)에서 개최된 3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메이커봇

(MakerBot)의 리플리케이터 2(Replicator 2)와 PLA 및 플

렉시블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베를랑 드레스(Verlan Dr-

ess)’<Fig. 6>를 제작하였다. 이 드레스는 59개의 3D 출력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격 부분 20개는 PLA 필라멘트

로, 보다 역동적인 근육 부분 39개는 플렉시블 필라멘트

로 제작하였으며, 총 출력 시간은 약 400시간이다. 메이

커봇의 플렉시블 필라멘트는 PLA보다 유연한 폴리에스

테르 기반 필라멘트로 스트레칭과 수축이 필요한 부분

을 신체의 움직임에 맞게 구성하는 데 이상적인 재료로,

플렉시블 필라멘트로 출력된 부분들은 가죽 끈과 플라스

틱 단추로 고정하였고, 각 조각들은 록타이트(loctite)를

사용해 접착하였으며, 조립 시간은 약 24시간 소요되었

다(MakerBot, 2013). 또한 비톤티는 메트로폴리탄 익스

체인지(Metropolitan Exchange)에서 개최된 3D 프린팅 드

레스 제작 워크숍에서 메이커봇과 함께 작업한 ‘브리스

틀 드레스(Bristle Dress)’<Fig. 7>를 선보였다. 탑(top)은

내추럴 PLA(Natural PLA) 필라멘트로, 치마는 플렉시블

필라멘트로 출력하였으며, 스커트의 여밈은 훅 앤 아이

또는 지퍼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MakerBot, 2014). 디

자이너 알렉시스 월시(Alexis Walsh)와 로스 레오나르디

(Ross Leonardy)가 선보인 ‘스파이어 드레스(Spire Dress)’

<Fig. 8>는 성당의 첨탑을 연상시키는 뾰족한 조각과 이

들의 조립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래스호퍼(Grasshopper)

소프트웨어를 통해 6개의 기본 단위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고, 메이커봇 프린터를 이용해 총 400개의 흰색 나일

론 소재의 조각들을 프린팅하였으며, 출력된 조각들은

모두 수동으로 조립되어 의복의 착용감이 매우 뛰어났

다(Walsh, n.d.). 쓰리애즈포(threeASFOUR)와 트래비스

피치(Travis Fitch)가 뉴욕패션위크에서 선보인 ‘하모노

그래프 드레스(Harmonograph Dress)’ <Fig. 9>는 탄성강

화 나노기술로 제작된 매우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체의 굴곡을 따라 부드럽

게 안착되었다(Ellen & Suzan, 2016). 이러한 사례들은

디자이너의 예술적인 감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 활용의 사례들로, 기존의 2D 방식으로

는 재현이 불가능한 형태들을 3D 모델링과 프린팅 기술

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현하고 있다. 또한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재료들로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의복을 구성

하기는 아직 쉽지 않지만, 반대로 기존의 의복 재료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입체적인 공간감을 나타내는 형태들

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게 한다.

Fig. 4. Cubicon Single.

From 3DP-110F(Single). (n.d.). http://www.3dcubicon.com;

Flexible Extruder. (n.d.). http://www.3dcubicon.com

Fig. 5. Kinematics Dress.

From Molitch-Hou. (2014).

https://3dprintingindu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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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성이 강조된 디자인

3D 시스템즈가 척추 측만증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개

발한 ‘비스포크 브레이시스(Bespoke Braces)’<Fig. 10>

는 각 환자의 체형에 맞도록 프로토타입 개발이 가능하

다. 이 보조기는 SLS 방식의 프린터를 통해 제작되었

는데, 실제로 13세 소녀인 메르디스(Meredith)의 척추 측

만증의 완화에 도움을 준 바 있다(“3D Systems”, 2014).

패션테크(Fashiontech)의 디자이너 아누크 비프레흐트

(Anouk Wipprecht)가 제작한 ‘스파이더 드레스 2.0(Spider

Dress 2.0)’<Fig. 11>은 착용자의 사적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드레스에 내장된 신호 감지 센서가 착

용자의 호흡이 빨라지거나 주변에 물체가 가까이 다가

올 경우 착용자의 위험을 판독하여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한다. 벨기에의 유명한 3D 프린팅 회사인 머터리얼라이

즈(Materialise)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며, 나일론 분

말을 레이저로 경화시키는 SLS 방식의 프린터로 출력되

었다(“Wearable Tech”, 2015). 이처럼 3D 모델링을 기반

으로 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개개인의 체형을 고려하는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파라메트

릭(parametric) 디자인을 위해 개발된 그래스호퍼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발전은 보다 손쉬운 인체 맞춤형

의복의 제작을 가능케 한다. 또한 제품의 모델링 과정에

서 3D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므로 3D 프린팅 기술은 센서

및 기기가 의복 내에 내장되어야 하는 웨어러블 컴퓨팅

패션 제품의 개발 또한 용이하게 한다.

3. 실용성이 강조된 디자인

실용성이 강조된 디자인들은 그 디자인의 심플함이

일반적인 의복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의 착용도 가능해 보인다. ‘레터 드레스(Letter Dr-

Fig. 6. Verlan Dress.

From MakerBot. (2013).

http://www.

thingiverse.com

Fig. 7. Bristle Dress.

From MakerBot. (2014).

http://www.

thingiverse.com

Fig. 8. Spire Dress.

From Walsh. (n.d.).

http://www.

alexiswalsh.com

Fig. 9. Harmonograph 

Dress.

From Fitch. (n.d.).

http://www.fitchwork.com

Fig. 10. Bespoke Braces.

From 3D Systems 3D-print

Bespoke Braces. (2014).

http://www.ground3d.nl

Fig. 11. Spider Dress.

From Wearable Tech: Spider Dress beschermt drager 

[Wearable Tech: Spider Dress protects carrier]. (2015).

http://www.ground3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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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Fig. 12>는 알파벳의 각 문자가 인쇄된 2인치 크기

의 사각형들이 작은 금속 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

이다. 팅커캐드(Tinker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

링하였고, 출력에는 약 148g의 필라멘트가 사용되었으

며, 총 27시간 22분이 소요되었다(Taylor, 2015). ‘트라이

앵귤레이티드 드레스(Triangulated Dress)’<Fig. 13>는 몽

클레어주립대학교(Montclair State University)의 믹스 랩

(Mix Lab)에서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드레

스이다. 메이커봇의 리플리케이터(Replicator)와 PLA 필

라멘트가 사용되었으며, 출력에는 약 1주일, 조립에는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Rodriguez, 2016). 한

편 직물이 아닌 편성물 형태의 유연성을 지닌 의복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노트 니트(Knot Knits)’

<Fig. 14>는 모듈식 시스템으로 의복이 구성된다. 6개의

기본 부품들이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벨트, 바디 주얼리 및 드레스와 같은 패션 아이템으로 쉽

게 변형될 수 있으며, SLA 및 FDM 방식의 프린터에서

모두 인쇄될 수 있다(RobElfordDesign, n.d.).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들 중 실용성과 착용 가능성

이 단연 돋보이는 <Fig. 15>−<Fig. 16>의 사례에 가장 주

목하였다. 2014년 9월, 다니트 펠레그(Danit Peleg)는 3D

프린팅만으로 의복 전체를 제작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

인해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을 대학 졸업쇼에서 선

보이게 되었다(Fig. 15). 블렌더(Blend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다양한 기종의 3D 프린터 및

다양한 재료들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BQ

의 위트박스(Witbox)라는 3D 프린터와 스페인의 레크뤼

어스(Recreus)에서 생산되는 필라플렉스(FilaFlex)라는 부

드럽지만 강하고 플렉시블한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출력

을 진행하였는데, 총 5벌의 의복 제작에 약 2,000시간 정

도가 걸렸다(“How I 3D-Printed”, n.d.). 또한 펠레그는

2016년 리오 페럴림픽(Rio Paralympics) 오프닝 행사에

서 에이미 퍼디(Amy Purdy)가 입은 댄스 의상을 제작하

였다(Fig. 16). 19세에 뇌수막염으로 인해 두 다리를 잃

은 퍼디가 쿠카(KUKA) 로봇과 함께 삼바 리듬에 맞춰

공연한 댄스 세리모니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상

징성을 나타내었다. 거버 테크놀로지(Gerber Technology)

와 협력하여 패턴 메이킹은 애큐마크(AccuMark) 프로그

램을, 3D 모델링은 블렌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플

렉시블한 필라멘트인 필라플렉스를 사용하였으며, 이전

Fig. 12. Letter Dress.

From Taylor. (2015). https://

www.myminifactory.com

Fig. 13. Triangulated Dress.

From Rodriguez. (2016).

http://www.thingiverse.com

Fig. 14. Knot Knits.

From RobElfordDesign. (n.d.).

https://pinshape.com

Fig. 15. 5-piece fashion collection.

From How I 3D-Printed a 5-piece fashion collection at home. (n.d.).

http://danitpeleg.com

Fig. 16. Paralympics Dress.

From How I 3d printed Amy Purdy's dress at the

paralympics opening ceremony. (n.d.). http://danitpele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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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출력 속도가 3배 정도로 향상된 위트박스를 사용하

여 부품 전체를 출력하는 데에 총 100시간 정도밖에 소

요되지 않았다(“How I 3d printed”, n.d.). 가장 인체에 부

드럽게 안착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되, 일반적인 의복

에 가까운 형태로 개발된 펠레그의 제품들은 패션 분야

에 있어서 3D 프린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처럼 실용성에 기반을 둔

착용형 패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IV.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활용한

패션 프로토타입 개발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 종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였다. ‘프로토타입 1’과 ‘프로토타입 2’는 3D 프린팅 출

력물과 일반 패브릭을 결합시킨 형태로 개발하여 봉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착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

으며, ‘프로토타입 3’은 모듈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체에

밀착된 형태의 제품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프로토타입 1

‘프로토타입 1’의 제작은 기본 패턴을 모델링하여 이

를 여러 장 출력한 후, 패브릭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플렉시블 필라멘트를 사용

한 출력물과 일반적인 패브릭의 봉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 모델링 과정

‘프로토타입 1’의 기본 모듈은 디자인 회사인 .MGX

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인테리어 제품

에서 영감을 받았다(Fig. 17(a)). 디자인 모티브를 활용

하여 우선 기본이 되는 단위를 개발한 후, 라이노세로스

5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그 기본 단위 안에 다양한 무

늬를 디자인해 보았으며, 3D 프린터를 통해 최적의 두께

와 크기를 찾기 위한 출력물 테스트를 시행하였다(Fig.

17(b)). 최종적으로는 상하좌우로 반복이 가능한 <Fig.

17(c)>와 같은 기본 패턴이 완성되었다. 기본 패턴의 크

기는 3D 프린터의 최대 출력 사이즈인 가로 240mm, 세

로 190mm 안에 기본 모듈이 최대한 많이 배치되도록 하

였다. 기본 단위 안에는 육각형 모양의 구멍 7개를 넣음

으로써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최종 완성될

옷의 무게를 줄이고자 하였고, 기본 단위 사이의 가느다

란 연결 부위가 끊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결 부위의

폭을 조정하였다. 프로토타입 제작에 적합한 두께를 선

정하기 위해 0.50mm, 0.80mm, 1.00mm, 1.20mm 등 4종

류의 출력물을 샘플로 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인

장강도의 측정은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 Mach-

ine; UTM)인 인스트론 5543(Instron 5543)을 사용하였다

(Fig. 18(a)). 기본 패턴의 형태가 빈 공간이 많이 배치되

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단 시 인장변형률(tensile st-

rain at break)보다는 최대하중에서의 인장변형률(tensile

strain at maximum), 즉 처음으로 샘플이 손상되는 시점

에서의 신장률이 50.00%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

여 최적의 두께를 찾고자 하였다(Fig. 18(b)). 그 결과, 최

대하중에서의 인장변형률이 54.42%이고 일반 패브릭과

의 봉제가 가능한 1.00mm의 두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

였다.

2) 프린팅 과정

라이노세로스 5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델링된 최

Fig. 17. Design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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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기본 패턴을 큐비콘 싱글로 출력하기 위하여 전용 변

환 프로그램인 큐비크리에이터(Cubicreator) v2.5.3을 사

용하였다(Fig. 19). 라이노세로스 5에서 STL 확장자로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HVS 확장자로 변환한 뒤, 전용

SD 카드를 사용하여 3D 프린터로 옮겨 출력을 진행하

였다. 출력 재료로 사용된 TPU는 소재의 연성으로 인하

여 출력 중 노즐 내부에서 꼬임, 탄화 등의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ABS에 비해 컬러가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ABS의 3.5배 정도로 비싼 편이다. 그러나 TPU는

유연성과 촉감이 매우 우수하여 현재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 많이 쓰이는 ABS나 PLA에 비해 의복 제작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출력 조건은 노즐(nozzle) 온도

230
o

C, 베드 온도 65
o

C, 챔버(chamber) 온도 50
o

C, 레이

어 높이 0.20mm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별도의 바닥보조

물이나 지지대는 설정하지 않았다. 기본 패턴 1개 출력 시

직경 1.75mm TPU 필라멘트의 소요량은 6.31m(18.98g)

이었으며, 3시간 13분이 소요되었다.

3) 의복 제작 과정

‘프로토타입 1’은 착탈 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V 네크라인의 A-라인 슬리브리스 탑(sleeveless top) 형

태로 디자인하였다. 실제로 착용 가능한 제품의 제작이

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3D 프린팅된 출력물

로만 의복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닿는 부분에는

패브릭이 오도록 2겹으로 제작하였다. 스카이 블루(sky

blue) 컬러의 양면 스웨이드 소재 위에 3D 프린팅된 출

력물을 올려놓고 기본 모듈의 모양을 따라 재봉틀로 봉

제하였다. 이 때 윗실은 투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투명한

출력물의 특성을 살렸다. V 네크라인 부분을 제외하고

의복 제작에 사용된 기본 패턴은 약 20개이며, 패브릭을

포함한 의복의 총 중량은 약 492g이다.

의복 제작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1.00mm

두께의 TPU 출력물이 일반적인 의류용 재봉틀 사용 시

에도 패브릭과의 봉합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의 PLA나 ABS는 거의 일반 플라스틱에 가까운 물성을

지니고 있어, 아무리 두께를 얇게 출력해도 봉제가 불가

능하지만, 연성을 지닌 TPU 출력물은 손바느질뿐만 아

니라 재봉틀 봉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D

프린팅 출력물은 별도의 시접 끝처리 없이도 일반 패브

릭처럼 올이 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프

로토타입 1’의 경우 별도의 시접 처리 대신 엣지 커팅

(edge cutting)을 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제작 결과물은 <Fig. 20(a)>−<Fig. 20(c)>와 같다. 모

델링 과정에서 기본 단위 자체가 빈 공간이 별로 없는

형태이고 또한 기본 단위 간의 연결 부위의 강도를 고

려하여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패턴을 선정했기 때문

에 일반 패브릭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과 드레이프성을

Fig. 18. Measurement of tensile strain.

Fig. 19. Converting files by Cubicreator v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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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는 어려웠지만, 기존의 3D 프린팅용 소재들에 비해

서는 매우 유연하여 의복 소재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착용 테스트는 평소에 표준 신체 사이즈(55 사이즈)의

의복을 착용하는 3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무게감,

이물감, 활동성, 착탈 용이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시 고려의 대상이었

던 무게감은 우려할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패브릭으로 구성된 의복에 비해서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또한 네크라인, 암홀, 밑단 등 의복의

끝부분이 착용자들의 신체에 직접 맞닿을 경우, 커팅된

부분이 다소 거칠고 뻣뻣하여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하였

는데, 이는 곧 활동의 제약을 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착탈 용이성에 대해서는 일반 의복과 거의 차이

가 없다고 응답하여 평상복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2. 프로토타입 2

‘프로토타입 2’는 ‘프로토타입 1’과 마찬가지로 기본

패턴을 모델링하고 여러 장 출력한 뒤, 기존의 패브릭과

결합하여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 2’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토타입 1’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무게감의 해결

을 위해 레이스(lace)처럼 표면적을 줄일 수 있는 패턴을

개발한 점과 3D 프린팅 출력물끼리의 봉제 가능성을 확

인해본 점이다.

1) 모델링 과정

우선 3D 프린팅이 가능한 레이스 패턴의 개발을 위

하여 패턴의 모양에 따른 신축성(flexibility) 및 패턴의

두께에 따른 견뢰도를 비교하였다(Fig. 21(a))−(Fig. 21

(e)). <Fig. 21(a)>−<Fig. 21(d)>까지의 샘플은 싱기버스

웹사이트에서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파일을 사용하여

Fig. 20. Prototype 1.

Fig. 21. Prin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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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였다(Bastian, 2014; Klancnik, 2015; Lin, 2015).

<Fig. 21(a)>는 기본 단위 자체에 빈 공간이 별로 없고

단위들 사이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없기

때문에 신축성이 거의 없었다. <Fig. 21(b)>−<Fig. 21(c)>

는 기본 단위 자체에 빈 공간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신

축성은 있었으나, 단위들의 직접적인 연결로 인해 신축

성에 약간의 제약이 있었다. <Fig. 21(d)>은 기본 단위가

가느다란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빈 공간을 가장 많이 확

보하고 있는데다 단위들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구

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Fig. 21(a)>−<Fig. 21(c)>에 비해

신축성이 매우 뛰어났다. 그러나 <Fig. 21(d)>를 <Fig.

21(e)>와 같이 보다 많은 빈 공간을 가진 형태로 변형해

보았더니, 신축성은 <Fig. 21(d)>와 마찬가지로 뛰어났

지만 쉽게 뜯어져 형태 안정성이 낮아졌다. 이러한 신축

성 테스트 결과, 기본 모듈은 적당한 빈 공간을 지니면

서 이들의 연결 부위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able 1>은 유메진 웹사이

트에서 제공되는 ‘인블룸 드레스(inBloom Dress)’의 일

부분을 샘플로 사용하여(“inBloom Dress”, n.d.), 패턴의

두께에 따른 견뢰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샘플의

두께를 각각 0.20mm, 0.50mm, 0.80mm, 1.00mm, 1.20mm,

1.50mm로 구분하여 출력한 뒤 양손으로 당겨본 결과,

0.80mm 이하의 샘플들은 쉽게 갈라졌다. 반면 인스트론

5543을 사용하여 최대하중에서의 인장변형률을 측정한

결과, 0.80mm의 샘플은 52.18%, 1.00mm의 샘플은 80.70%

를 기록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얇은 선으로 이루어진

레이스 구조의 패턴은 실제 인장 시의 결과 및 인장강

도 테스트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두께를 결

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패턴의 모양에 따른 신축

성과 두께에 따른 견뢰도를 모두 고려하여 레이스 패턴

을 디자인하였다. 육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토타입

1’과는 달리 기본 모듈을 삼각형 모양으로 정하고<Fig.

22(a)>, 이를 반복시켜서 패턴을 형성하였다. 우선 <Fig.

2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꼭지점들끼리 직접

연결을 해본 결과, 신축성을 줄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

여 의복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연성과 신

축성의 부여를 위해 삼각형의 각 변들의 중간 부분을 요

철(凹凸) 모양의 선으로 연결하여 기본 패턴을 완성하였

다(Fig. 22(c)). 결과적으로 완성된 패턴은 상하, 좌우, 바

이어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갖게 되었고,

‘프로토타입 1’과는 달리 패턴의 대부분의 형태가 면이

아닌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많은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프로토타입 1’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터

의 최대 출력 사이즈에 최대한 많은 기본 모듈이 배치되

도록 하였으며, 적합한 두께를 선정하기 위해 인스트론

5543을 사용하여 0.50mm, 0.80mm, 1.00mm, 1.20mm 등

총 4종류의 샘플의 최대하중에서의 인장변형률을 측정

하였다. ‘프로토타입 2’의 패턴은 ‘프로토타입 1’의 패턴

에 비해 얇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기 때문에, 최대하중에서의 인장

변형률이 ‘프로토타입 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Table 1. Tension test

Thickness 0.20mm 0.50mm 0.80mm 1.00mm 1.20mm 1.50mm

Test samples

Measurement of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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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의 샘플이 무려 344.33%를 기록하였다. 이는 레

이스 패턴일지라도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로 디

자인된다면 패턴의 견뢰도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최종적으로는 인스트론 5543의 측정

결과 및 실제 봉제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여, ‘프로토타

입 2’의 제작은 1.00mm의 두께로 결정하였다.

2) 프린팅 과정

모델링한 최종 패턴 파일을 큐비크리에이터 v2.5.3을

통해 HVS 확장자로 변환한 뒤, 3D 프린터로 옮겨 출력

을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 1’과 마찬가지로 출력 재료

로는 TPU 필라멘트를 사용하였으며, 출력 조건 또한 ‘프

로토타입 1’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기본 패턴 1개의

출력 시 직경 1.75mm TPU 필라멘트의 소요량은 5.32m

(15.09g)이었으며, 3시간 44분이 소요되었다. ‘프로토타

입 2’의 패턴은 선으로만 구성된 레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1’에 비해 필라멘트 소요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어깨 부분에 들어갈 프릴 장식용으로

0.30mm, 0.50mm, 0.70mm 두께의 직사각형 모양의 판을

출력해 본 후, 구부렸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굴곡을 형

성해주는 0.50mm 두께의 직사각형 판을 의복 제작 시

사용하였다(Fig. 23). 한편 0.50mm 샘플의 최대하중에서

의 인장변형률은 520.44%로, 견뢰도에 전혀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3) 의복 제작 과정

‘프로토타입 2’는 하중에 따른 3D 프린팅 출력물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길이가 긴 원피스의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앞 ·뒤 모두 스퀘어 네크라인이고, 암홀 부분에

프릴 장식이 들어간 A-라인의 원피스이다. 블루 계열의

양면 스웨이드 소재 위에 레드 컬러의 3D 출력물을 얹

어 2겹으로 제작함으로써, 인체와 닿는 부분에 부드러

운 패브릭이 오도록 하여 착용감의 향상은 물론 배색의

효과도 증가시켰다. 의복 제작에는 들어간 총 기본 패턴

은 앞판이 약 14개, 뒷판이 약 16개, 앞네크라인과 어깨

끈 부분이 1.5개 정도이며, 의복의 총 중량은 제작에 사

용된 스웨이드 소재를 포함하여 약 675g이다.

의복의 구성은 앞판, 뒷판, 앞네크라인, 어깨끈, 어깨

프릴 장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깨 프릴 장식을 제외하고

는 ‘프로토타입 1’과 마찬가지로 의류용 재봉틀을 사용

하여 TPU 출력물을 일반 패브릭과 봉합한 뒤 시접을 상

침 처리하였다. ‘프로토타입 1’의 경우 패턴이 촘촘하게

메꾸어진 부분은 상침이 용이하지 않아 옆선 부분 연결

시 안쪽 스웨이드의 시접끼리 먼저 연결한 후 겉에 TPU

출력물을 얹는 형태로 마무리한 것에 비해, ‘프로토타입

2’는 선형 구조의 패턴이기 때문에 옆선 부분 연결 시 스

웨이드 소재와 3D 출력물을 동시에 상침하는 것이 가

능하였다. 밑단과 암홀, 네크라인 부분은 엣지 커팅으로

처리하였다.

Fig. 23. Printing outputs for frill.

Fig. 22. Design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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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과물은 <Fig. 24(a)>−<Fig. 24(d)>와 같다. ‘프

로토타입 1’보다 기장이 상당히 길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총 중량은 37.00%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

는 중량 감소가 가능한 레이스 형태로 기본 패턴이 개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이스 형태의 3D 프린팅 출력

물은 패턴 자체에 신축성을 부여함에 따른 드레이프성

의 증가 및 의복의 중량 감소라는 장점을 가진다. 이처

럼 3D 프린팅용 필라멘트를 사용한 의복 제작 시에는

중량, 신축성, 드레이프성 등을 고려한 패턴의 개발이 필

요하다.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암홀 라인을 따라서 들

어간 프릴 장식이다. 0.50mm 두께의 평면 형태로 프린

팅된 출력물이 자연스러운 프릴의 느낌을 연출해 주고

있는데<Fig. 24(d)>, TPU 재질의 얇은 출력물은 유연성

및 견뢰도가 뛰어나서 쉬운 커팅 및 자유로운 활용이 가

능하다. 즉 얇은 고밀도 패브릭과 같은 물성을 나타내고

있어 의복 재료로써의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토타입 2’의 착용 테스트 또한 ‘프로토타입 1’의

착용 테스트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진행함으로써, 두 가

지 타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프로토타

입 2’가 ‘프로토타입 1’에 비해 의복의 총 중량이 37.00%

정도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의복의 무게감이 작게 느껴

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프로토타입 1’에 비해 어깨끈

폭을 넓게 디자인하여 의복압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토타입 1’과 마찬가지로 네크라인, 밑단 등

인체에 직접 닿는 부분은 엣지 커팅된 출력물의 끝부분

이 다소 날카로워서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하지

만 전체적인 착용감은 ‘프로토타입 1’에 비해 훨씬 유연

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프로토타입 1’에 비해 빈 공

간이 많은 레이스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소재의 유연성

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 ·뒤로 스퀘

어 네트라인 처리가 된, A-라인 실루엣의 원피스이기 때

문에 착탈이 매우 용이하였다.

3. 프로토타입 3

‘프로토타입 1’과 ‘프로토타입 2’는 기본 패턴을 만든

후 이를 반복시켜 마치 일반 패브릭처럼 사용한 것에 반

해, ‘프로토타입 3’은 드레이핑을 통해 만든 의복 패턴들

에 부합되는 단위 모듈들을 제작하여 이들을 직접 연결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즉, 일반 패브릭의 사용이나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 작업 없이, 각 모듈들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1) 모델링 과정

‘프로토타입 3’은 직각삼각형의 반복 패턴에서 디자

인 모티브를 얻어<Fig. 25(a)>, 이를 봉제 과정이 없는 의

복 제작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각각의 단위들을 서

로 조립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인 연결 방법은 <Fig. 25(b)>의 조립 방법을 참조하였

는데(Rodriguez, 2016), 이는 정삼각형의 사이사이를 못

처럼 생긴 가느다란 막대와 동그란 구멍으로 연결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Fig. 26(a)>−<Fig. 26(b)>는 <Fig. 25

(b)>와 같은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패턴에 적합한 필

라멘트 물성을 찾기 위해 출력 테스트를 해본 결과이다.

ABS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연결 고리 사이에 자연스

러운 움직임이 형성되어 각각의 기본 단위들에 유동성

을 지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결 고리들이 쉽게 부러진

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TPU로 출력했을 경우에는 연

결 고리 사이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기본 단위들의 자

Fig. 24. Proto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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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움직임이 형성될 수는 없었지만, 출력물 전체

가 부러짐이나 갈라짐 없이 안정적으로 휘어지는 장점

이 있었기에, 의복 재료로서 가장 중요한 점인 형태 안정

성이라는 측면에서 TPU 필라멘트를 재료로 선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직각삼각형이 기본 단위이고, 이

들의 연결을 가능하도록 모델링한 패턴이 완성되었다

(Fig. 25(c)).

한편 의복 패턴 개발 과정에서는 기본 패턴이 직선으

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최대한 곡선을 배제한 코르셋 패턴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Fig. 27>과 같이 앞판 2개, 뒷판 1개의 의복

패턴으로 간략화하였다. 직선만을 사용한 의복 패턴들

이지만, 가능한 한 가슴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 각각의 의복 패턴들을 다시 더 작은 모듈 단위들로

나누어 모델링하였다. 즉, 직각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

여 개발된 <Fig. 25(c)>를 변형하여 각각의 의복 패턴의

조각으로 구성될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를

모델링하였는데, 이들은 의복 패턴에 적합하도록 변형

되었기 때문에 ‘모듈 1’과는 달리 기본 단위가 직각삼각

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삼각형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

이다(Fig. 28(a))−(Fig. 28(e)).

2) 프린팅 과정

모델링한 최종 패턴 파일들을 큐비크리에이터 v2.5.3

을 통하여 HVS 확장자로 변환한 뒤, TPU 필라멘트로

출력을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 1’, ‘프로토타입 2’와는

달리 ‘프로토타입 3’은 연결 고리들이 수직 방향이 아닌

사선 방향으로 모델링되어있으나, 별도의 지지대 설정

은 필요하지 않았다. 각각의 모듈 출력 시 필라멘트 소요

량 및 출력 시간은 <Table 2>와 같다.

3) 의복 제작 과정

‘프로토타입 3’은 3D 프린팅 과정을 통해 몸에 꼭 맞

는 의복 제작의 가능 여부를 테스트할 목적으로 개발하

였기 때문에 여성의 굴곡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코르셋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 3’의 개발을

통해 패브릭에 덧붙이는 과정 없이 3D 출력물만으로의

의복 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의복 제작에 들어간 각 모듈의 수는 <Table 3>과 같다.

앞판 중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옆선쪽 의복 패턴을 구

Fig. 26. Filament property test.

Fig. 27. Making patterns.

Fig. 25. Design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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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서 ‘모듈 2’는 총 4개, ‘모듈 3’은 총 2개, ‘모

듈 4’는 총 2개, ‘모듈 5’는 총 2개가 소요되었는데, 이처

럼 다양한 형태의 모듈들이 사용된 이유는 가슴의 굴곡

을 커버하기 위해서였다. 앞판 중에서 작은 면적을 차지

하는 앞중심쪽 의복 패턴에는 ‘모듈 1’만이 10개 소요되

었다. 뒷판의 경우, 개발 패턴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

부는 ‘모듈 1’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모듈 1’을

커팅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6개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전체 의복의 제작에는 ‘모듈 1’이 26개, ‘모듈 2’가 4개,

‘모듈 3’이 2개, ‘모듈 4’가 2개, ‘모듈 5’가 2개 사용되어,

총 36개의 모듈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나 총 중량은

142g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당수의 연결 고리들의 사용

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벼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모듈 간의 연결은 한 모듈에 있는 막대와 다른 모듈

의 구멍을 끼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면 상태의 삼

각형 부분은 매끄럽게 출력된 반면, 사선 방향으로 적층

된 연결 고리 부분은 표면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 점은

표면을 다듬는 수작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연결 고리의 사이즈가 크거나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3D 펜(3D pen)으로 필라멘트를 녹여 접

합하였다.

제작 결과물은 <Fig. 29(a)>−<Fig. 29(d)>와 같다. 기본

단위가 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고, 의복 패턴 또한

직선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인체의 굴곡이 잘 커버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형태

안정성 및 굴성이 뛰어난 3D 프린팅 재료의 특성에 기

인하며, 또한 기본 단위들이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

고 연결되어서 인체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

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프로토타입

3’은 뒷중심에 지퍼가 있어 자유로운 탈착이 가능하다.

연결 부위들의 높이로 인해 지퍼의 부착은 재봉틀이 아

닌 손바느질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3D 출력물에는 손

바느질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

‘프로토타입 3’은 애초에 패브릭의 사용이 전혀 없이

3D 프린팅 출력물끼리의 연결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였

으나, 이로 인한 착용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의복

Fig. 28. Modelling modules.

Table 2. Converting files and printing outputs

Types Module 1 Module 2 Module 3 Module 4 Module 5

Converting files

Filament

requirement

1.01m

(3.05g)

2.64m

(7.94g)

1.96m

(5.88g)

1.94m

(5.84g)

1.88m

(5.65g)

Output time 00:39 01:32 01:09 01:08 01:03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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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겉면 구성은 잘 이루어졌으나 이들을 연결해 주는 부

속물들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프로토타입 3’만을 인

체에 착용할 때에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물감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의

극복은 코르셋을 다른 아이템 위에 레이어드해서 착용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나, 그 근본적인 문제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같은 한계

점으로 인하여 ‘프로토타입 3’은 티셔츠 위에 착용하여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상당히 가볍게 느껴진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표준 사이즈의 바디를 중심으로 의복 패

Table 3. Numbers of modules required for Prototype 3

Type of patterns Numbers of modules

Front (Center) Module 1 (Left 5 EA, Right 5 EA)

Front (Side)

Module 2

 (Left 2 EA,

Right 2 EA)

Module 3

(Left 1 EA,

Right 1 EA)

Module 4

(Left 1 EA,

Right 1 EA)

Module 5

(Left 1 EA,

Right 1 EA)

Back Module 1 (Left 8 EA, Right 8 EA)

Fig. 29. Proto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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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표준 체형의 착용자들이라도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맞음새에 차이가 있다는 단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3D 프린

팅 기술을 활용하여 각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의복 제

작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세 가지 프로토타입의 제작 방식을 비교해 보

면 <Table 4>와 같다.

V. 결 론

현재 3D 프린터의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

세이다. 전문 기관에서는 2020년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

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개인용 3D 프린터의 보급이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패션 분야에도 3D 프

린팅 열풍이 불고 있어, 현재에도 이러한 기술을 의복 및

액세서리에 접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서의 착용이 가능한 실용적 의복의 제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FDM 방식의 보급형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3가

지 종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는데, 그 연구의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패션 관련 3D 프린팅 제품들은 대부분

액세서리 등 작은 사이즈의 출력물들이 대부분이었지

만, 본 연구를 통해 착용형 패션 제품 개발의 도구로서

FDM 방식의 보급형 3D 프린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현재 시판되고 있는 FDM 방식의 보급형

3D 프린터는 필라멘트의 종류의 제한(ABS, PLA, TPU

등), 조형물 크기의 제한, 낮은 출력 속도 등과 같은 한

계점은 있으나,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

게 3D 형태의 패션 제품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TPU의 의복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DM 방식의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던 기존의 ABS,

PLA 소재는 거의 일반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을 지녀,

신축성이 거의 없는데다 쉽게 구부러지지 않고 강한 압

력을 가하면 부서진다. 그러나 TPU는 기존의 의류용 패

브릭처럼 연성이 뛰어나고 촉감도 다른 재료보다는 따

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복의 재료로서의 사용 가능

성이 비교적 높다. 한편 ‘프로토타입 2’의 프릴 장식의

경우 0.50mm의 얇은 출력물로 제작되었는데, 고밀도임

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연하여 그 자연스러운 프릴의 느

낌은 일반적인 패브릭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또한 TPU

는 면적 대비 중량감이 크지 않아 표면에 적절한 공간을

넣어 패턴을 디자인할 경우, 의복의 중량감을 상당히 감

Table 4. Comparison of three prototypes

Types Prototype 1 Prototype 2 Prototype 3

3D printer Cubicon Single (FDM type) Cubicon Single (FDM type) Cubicon Single (FDM type)

Modelling software Rhinoceros 5 Rhinoceros 5 Rhinoceros 5

Converting program Cubicreator v2.5.3 Cubicreator v2.5.3 Cubicreator v2.5.3

Material (color) TPU filaments (transparent) TPU filaments (red) TPU filaments (black)

Pattern thickness 1.00mm
1.00mm

(frill detail: 0.50mm)

3.94mm

(including connecting rings)

Sewing process

Printing 20 basic patterns

→ Sewing with swede fabric

→ Connecting front, back and 

neckline

Printing 32 basic patterns

→ Sewing with swede fabric

→ Connecting front, back, 

neckline and frill detail

Making paper patterns by draping

→ Printing modules of 5 types

(total 36 pieces)

→ Connecting modules

Output type V-neck sleeveless top Frill-detail dress Corset top

Total weight 492g (with suede fabric) 675g (with suede fabric) 142g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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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TPU의 뛰어난 연성은 출력

시 꼬임 등의 현상을 야기하는데다 높은 점성은 노즐을

막히게 할 가능성이 있어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셋째, 3D 프린터를 활용한 다양한 패턴의 개발이 가

능하다. 일반적인 패브릭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3D 모델링 과정을 거쳐 디자인된 패턴들은

3D 프린터로 바로 샘플 출력이 가능하며, 쉽게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특히 ‘프로토타입 2’와 같은 레이스

조직의 패턴들은 의복의 중량감을 낮추면서도 기존의

패브릭과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준다. 앞으로 개인용 3D

프린터의 보급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어서, 개인의 취향

에 맞는 다양한 무늬의 개발 가능성은 3D 프린팅 기술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3D 프린팅 출력물들의 봉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급형 3D 프린터는 조형물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어, 전체의 의복 형태로 출력된 부분들의 연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토타입 1’과 ‘프로토타입 2’의 개발

을 통해 약 1.00mm 두께의 TPU 출력물은 의류용 재봉

틀을 이용하여 패브릭과의 봉합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과, ‘프로토타입 3’의 지퍼 부분 연결 과정을 통해 손바

느질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손바느질

이 아닌 재봉틀을 사용하는 봉제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

실은 작업 속도의 개선을 통한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

된 패션 프로토타입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다섯째, 의복의 패턴에 맞추어 변형이 가능한 모듈의

개발이 가능하다. ‘프로토타입 3’의 경우처럼 인체에 밀

착된 의복을 제작할 경우,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용 패브

릭보다는 제약이 있으나, TPU 소재를 사용하여 기본이

되는 모듈을 연결하는 구조로 의복 구성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몸에 꼭 맞는 의복 제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3D로 인체 스캐닝과 의복 패턴 제작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다양한 인체 사이즈에 맞춘 3D 모델링, 그

에 따른 적절한 의복 모듈의 개발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한층 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의복의 제작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3D 프린터의 활용 및 개인용 3D

프린터의 보급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술

을 패션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들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용성이 가미된 의복 형태의 패

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봄으로써 3D 프린터용 소재의

활용과 봉제 가능성 및 완성된 의복의 착용 가능성을 확

인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앞으로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작업 속도의 향상, 작업 과정의 간소화 등 3D 프린

터의 성능은 계속 향상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소재의

개발로 인해 의복에 적용 가능한 소재들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DM 방식 외의 타 방식의 3D

프린터를 활용해보거나 다양한 소재를 적용해보는 등

의 3D 프린팅 관련 후속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일반인들이 3D 프린팅된 의복형 패션 제품들을 착용하

게 되는 날이 더욱 빨리 다가오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를 통해 얻는 위와 같은 시사점들이 향후 진행될 3D

프린팅 기술이 접목된 패션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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