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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family culture manifests various different social phenomenon due to

shifts caused by increased societal response to industrialization in our country. It

is noted that as our lifestyle patterns have shifted from being work-oriented to

family-oriented, by focusing on the trend where there is an increase in families

enjoying hobby and leisure activities together and where families go shopping

together, I attempted to propose various different family-look’ designs. In this

research study we designed and planned family normal clothes designs that are

required and desired for family gatherings and family events, and these

designed were produced using 3D virtual clothing design software technology.

The research method used the formative features of natural plants and textiles

containing a symbolic motif as an element of design, and the creation of

family formal clothes were designed and planned based on the method. The

development of family formal clothes designs was implemented using CLO 3D

virtual clothing design software. Because utilizing 3D virtual clothing design

software enables prototyping various types of designs, silhouettes, fabrics and

textiles, and color schemes etc. in a short amount of time, it was possible to

utilize an advantage from using the software as leveraged to propose designs

with a strong symbolic motif and symbolism. Also, by confirming and

examin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esign process when using

CLO 3D, It can improve the utilization of IT technologies, and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a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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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현대사회의 가족문화는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나 쇼핑이 확

산 되고 있고 생활패턴이 직장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급격,

히 이동하고 있다 한자녀 가정 또한 많아지면(Gong, 2006).

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커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국

내 패션업계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룩(Family Look)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패밀리룩 시장 또한 등산용품 골. ,

프의류 수영복 등 다양한 분야로 패밀리룩을 확대하고 있다,

(Jung, 2007). 그러나 돌잔치 결혼식 생일파티 등 가족행사, ,

에서 필요한 가족예복의 경우 맞춤복으로서 특별한 행사에

만 잠시 입는 의복이라 생각되어져 구매보다는 대여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상황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고 합리적 소비 형태에 맞추어 패션업계

에서도 합리적인 의복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소비.

자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공

유하는 등 기술의 발달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이용하고IT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변화에 맞추어 의복개발 또한 기. IT

술의 융합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마,

케팅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와 패션의 융합기술로 제작된 가상 의류IT 3D

소프트웨어 시장이 최근 년 사이에 국내에서 활발히 선3~4

보이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과(Jung, 2015).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가족예복을IT 3D

가상의상 소프트웨어로 활용해 제작한다면 실제 맞춤복 보

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다양한 예복(Formal Clothes) 스

타일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여IT ‘CLO 3D’

가족예복 디자인을 제안하고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의 효율성

을 증대 시키고자 한다 가상의상 소. 3D (Digital Clothing)

프트웨어를 활용한 선행연구로는 패턴비교분석 디자인개발, ,

유사도평가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어 있으나, ,

패션과 가상의상 기술이 융합된 형태의 디자인개발 연3D

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의상 소. 3D

프트웨어 를 활용하여 가족예복 디자인을 개발하‘CLO 3D’

고 다양한 실루엣과 소재표현 및 색채 등이 얼마나 효율적

으로 구현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상의류 피. 3D

팅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다가올

미래에는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

록 그 효율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및 내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예복 디자. ,

인기획은 가족구성원을 대 예비 신랑 신부와 신혼부20~30

부 그리고 토들러 사이즈인 세 세의 유아기 자녀를 타겟, 3 ~6

층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모티브의 선을 디자인 발

상하여 예복디자인에 활용하고 여성 남성 여아 남아 총, , , 4

가지 스타일을 각자의 체형과 개성에 맞도록 기획한다 둘.

째 디자인된 예복을 가상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3D

를 이용해 아바타 체형에 맞게 가족예복을 제작“CLO 3D”

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소프트웨어의 용이성을 제시한다, .

이론적 고찰.Ⅱ

가족예복의 정의 및 시장현황1.

가족예복의 정의1)

예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절을 차

릴 때 입는 옷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서양문화가 많이 도입.

되면서 결혼식 등 행사를 위해 갖추어 입는 옷에서도 한복

뿐만 아니라 서양 예복인 드레스와 정장 착용을 많이 한다.

두산백과 자료에 따르면 서양 예복의 대부분은 세기 프랑18

스의 궁정귀족의 복장 형식이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본래

의례의 경중에 따라 대례복과 통상예복으로 구분되며 야간,

과 주간에 따라서도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

에 따라 점차 비형식화되어 지금은 정례복과 약례복 또는

반례복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이(Formal Cloth, 2016).

처럼 예복은 특별한 날에 격식과 형식에 맞추고 착용함으로

써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의상이며 특별한 행사나,

기념일 파티 등에 참여하는 모든 남녀노소가 착용 가능한,

의상으로 착용자의 타겟층이 넓은 의복의 장르이기도 하다.

때문에 요즘 가족 행사에서는 어린아이와 젊은 부부들이 가

족구성원 모두 동일한 디자인형태의 예복을 착용하여 행사

를 즐기기도 한다 패밀리룩 소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연구한.

는 패밀리룩의 정의를 색상이나 스타일Cui and Lee(2015)

이 동일하게 디자인된 의복을 가족구성원이 용도에 따라 공

동 착용하여 한 가족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

는 것이라 하였고 패밀리룩의 착용 방식 및 형태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은 가족 모두 디자인이 똑같은 옷Kim(2004)

을 착용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색상과 무늬로 디자인된 스타

일을 맞춰 입고자 하는 편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패밀리룩 착용에 대한 인식변화에 맞추어 여성 남성 여, ,

아 남아 모두 착용자 각각에 맞도록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두고 비슷한 색상과 무늬 디자인 포인트를 이용하여 각자의,

개성을 가진 하나의 가족예복을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의 구성원 모두 똑같은 패밀리룩 디자인 방식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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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복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예복의 시장현황2)

최근 국내 패션업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디자인의 커플룩 을 연출 하거나 소재나 컬‘ ’

러 패턴 등을 비슷하게 맞춰 입는 시밀러 룩 트렌드, (Similar)

가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에서는 온가족이. (Lee, 2017)

다 함께 연출할 수 있는 패밀리룩은 자녀의 패션에 대한 부

모들의 관심이 커진데다 부모들과 아이 사이에 애착이 강해

진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패밀.

리룩 산업이 국내 예복시장에 반영된 것은 한복업체에서 돌

잔치때 부모와 자녀가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한복을 착용하

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신한복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대

여가 가능하도록 가족 예복시장을 확대 시켰다 한편 서양.

예복인 드레스와 슈트는 내셔널 브랜드나 맞춤복 업체에서

원피스드레스와 정장 정도의 예복으로 제조하여 판매되고

있다 또한 보다 더 오뜨꾸띄르적인 디자인의 서양예복은 인.

터넷으로 판매보다는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 스

토어브랜드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가족예복을 중점으로 제작 판매 대여를 하는 인, ,

터넷 스토어브랜드 사이트를 조사하였고 가족예복 판매 및

대여 업체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은 국내 최. Table 1

대 포털 사이트 겸 모바일 검색 엔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포털커뮤니티 네이버 의 예복관련 키워드(www.naver.com)

검색자료 기준 를 활용하였으며 예복에 관련된(2018.06.25. )

인터넷 스토어브랜드의 판매 및 대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예복 대여 및 판매 업체의Table 1

수는 많은 편이다 예복의 종류는 남성 예복 아동 예복 돌. , ,

잔치 예복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로 활성화 되어있다 그에.

비해 커플예복 패밀리예복 가족예복의 키워드 건수는 현저, ,

히 떨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다 즉 국내 예복 전체 시장은. ,

Table 1. Status of Online Formal Clothes Sales and Rental Companies

Key
Word

Ceremonial

Dress

Custom

Dress

Selling

and

Renting

Robes

Family

Robes

Couple's

Robes

Men's

Robes

Women's

Robes

Children's

Dress

Event

Dress

First-

Birthday

Party

Dress

Number
of Views

1000 475 542 16 12 272 31 623 79 954

활성화 되어있지만 가족행사에 필요한 패밀리룩으로서의 예

복시장은 아직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가족 및 커플 예복과.

관련된 사이트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예복사이트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디자인구성 연령 판매 및 대여 형태, ,

를 에 제시하였다 의 판매형태에서 나타난Table 2 . Table 2

바와 같이 예복시장에서는 자체제작이 가능하지만 판매보다

는 대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처럼 행사 예.

복으로는 판매보다 대여를 선호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

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는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패션협. ,

회 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황(www.koreafashion.org) “

기 일수록 가치소비 욕구가 증가하면서 꼭 갖고 싶거나 남

에게 보일 때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에는 고급 명품을

선택하는 심리가 생긴다 고 하였다.” (Lee, 2013). 이처럼 소

비자의 상반되는 심리적 소비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예복을 가상의상으로 제작하여 제시함으로써 생산3D

자에는 제작과정에서의 비용절감 효과와 다양한 예복디자인

을 쉽게 시뮬레이션해 보며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가치욕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족예복 디자인을 가상으로 쉽게 제안 받을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에 관한 고찰2. 3D

가상의상은 차원 입체 의상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3D 3

기술로 의상을 제작해 이를 아바타가 착용하여 옷의 움직임

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의 의상을 말한다.

은 가상의상이 현재 패션산업에 많Na and Kim(2012) 3D

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의 연, Yang and Choi(2013)

구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와 패션을 융합한IT

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도되면서 가상피팅과 가i-Fashion

상 코디네이션에 디지털 의상을 응용하여 이러한 기술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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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the Store Brand of Family Formal Clothes

Brand Name Domain
Type

of Sale
Consumer Clothing Type

Dress Bell www.dressbell.co.kr
Production/

Sale

woman
One-piece, Dress

(A Line, H Line)

man Shirts, Pants, Bow tie

Girl(1~7years old) Dress(A Line)

Boy(1~7years old) Shirts, Vest, Pants, Bow tie

Angelyn www.angelyn.co.kr
Production/

Rental

woman
One-piece

(A Line, H Line)

man Shirts, Pants, Bow tie

Girl(1~7years old) Dress(A Line)

Boy(1~7years old) Shirts, Vest, Pants, Bow tie

Coco Bonita
cafe.naver.com/

cocobonita

Importation/

Rental

woman
One-piece

(H Line)

Girl(1~7years old) Dress(A Line)

Lalahill www.lalahill.com
Production/

Rental

woman
One-piece, Dress

(A Line, H Line, X Line)

man Hanger chip, Waist belt Bow tie

Girl(1~7years old) Dress(A Line)

Boy(1~7years old) Shirts, Vest, Pants, Bow tie

Dresslauren www.dresslauren.com
Production/

Rental

woman
One-piece

(A Line, H Line)

man Shirts, Vest, Bow tie

Girl(1~10years old) Dress(A Line)

Boy(1~10years old) Shirts, Vest, Pants, Bow tie

라인쇼핑과 디지털매장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였다. 3D

가상의상의 제작과정은 디자인 기획 패턴 설계 가상의, , 3D

상 시뮬레이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상의상을 제.

작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의상디자인 개발을 위한 것과

가상의상의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중심3D

으로 발달되고 있다 프로그램인 포(Na & Kim, 2012). 2D

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의상디자인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

어로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패턴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일본의 유카 와 인(Yuka) 3D CAD Looks

프랑스의 패턴 캐드인 렉트라 캐나다의tailor X, (Lectra),

패드시스템 등이 있다 그(PAD System) (Na & Kim, 2012).

리고 가상의상 시뮬레이션의 소프트웨어는 일본 디지털3D

패션사의 드레싱씸 과 마야의 클로스 등이 있(DressingSIM)

다 가상의상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Na & Kim, 2012). 3D

트웨어의 기술은 패턴 캐드 회사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자체제작 된 패턴들을 아바타에 착장 시켜 시뮬레이션 하고

자 하는 용도로 개발을 하고 있다. Wu, Kang, Ko, Kim,

의 연구에서는 현재 국외 어패럴Kim and Ko (2013) CAD

시스템이 차원에서 차원 기반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하였2 3

고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로는 독일, Vidya(Assyst, )

캐나다HauteCouture3DStudio(PAD, ), V-Stitcher

이스라엘 이스라엘(Browswear, ), Runway(Optitex, ),

스위스 일본 등Fashionizer(MIRALab, ), APDS-3D(Asahi, )

을 소개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디지털 클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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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년대 중반에 개발한 가상의상 시뮬레이션2000 3D

전문 프로그램 가 있고 클로버추얼 패션에서‘DC Suite’ , ㈜

개발한 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CLO 3D’ (Wu et al., 2013).

가상의상 소프트웨어 중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클3D ㈜

로버추얼 패션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CLO3D’

가상의상을 제작하였다 는 프로그램에서 패턴3D . ‘CLO 3D’

을 제작할 수 있으며 바로 아바타에 착장시켜 실시간으3D

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디자인 기획 패,

턴 피팅 등 모든 분야에서 비용과 시간 그리고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특히 텍스처 원단 패턴 등을. , ,

쉽게 수정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가상의상으로 샘3D

플을 생산할 수 있고 실제의상에서 샘플 제작공정의 비용절

감도 가능하다 또한 여러개의 옷을 겹친 레이어드 방식의.

코디 구연이 가능하며 패션분야에서는 의상 외에도 가방업

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게임 영화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

다 의 연구에서도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 Wu et al. (2013)

고 있는 가상 의상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이 기술이 앞으로

디자이너 및 업체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

와 같이 의류학계에서는 패션과 디지털 컨텐츠 융합의 필요

성을 이미 예측하였고 가상의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3D

패턴비교 치수비교 디자인개발 가상착의평가 시뮬레이션, , , ,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 하였으며 선행연구, (Ji & Choi,

2015; Lee, Cho, and Kim (2014); Na & Kim., 2012;

등 이 있다 이처럼Park & Choi., 2013; Wu et al., 2013) .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한 가상의상 선행연구를 고찰하여3D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족예복을 디자인

기획하고 가상의상 기술로 제작하는 것이 실제 맞춤예3D

복 브랜드의 제작공정에서의 효율적인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기획 패턴 피팅 등 전 분야에, ,

서도 비용과 시간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되어 가족예복을 가상의상 소프트웨어 를 활용‘CLO 3D’

해 가상의상으로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내용.Ⅲ

가족예복의 디자인 기획1.

가족예복의 디자인발상1)

다양한 디자인 작품에는 디자인발상에 영감을 주는 모티브

가 있다 자연의 소재는 디자인개발 및 조형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예로부터 자연이 지닌 생명력에 정신과 영

혼을 부여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디자인 모티브로서 미적요

소를 작품에 활용해오고 있다 은 동(Kim, 2007). Kim(2011)

백꽃과 매화꽃을 모티브로 꽃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새롭

게 재해석하였고 한국적인 동시에 현대적이면서 경쟁력이

있는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은 꽃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형태와 색채를 분Nam(2007)

석하고 꽃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강조한 장식용 타일을 제작

하였다 은. Son(2007) 덩굴식물의 특징인 생명력과 조형적

특성인 곡선미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

였다. 이 외에도 은 연리지를 소재로 인간의 감Park(2007)

성 사랑 표현에 중심을 두었고 연리지의 형상과 상징성을( )

이용하여 사랑이라는 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은 새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Kang(2015)

새와 감정의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테마를 주제로 추상적인

장신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디자인개발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모티브를 활용하여 디자인발상을 하

고 작품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예복을 입게 되는 행사 결혼 돌( ,

잔치 생일 등 에서 그 행사가 가지는 의미와 우리나라 가족, )

문화의 특성을 자연물에 빗대었을 때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자연소재를 선택해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자연의 소재를 모티브로 정하고

모티브의 조형적인 특징에서 디자인을 발상하기 위해

의 연구에 따라 모티브가 나타내는 선과 면의Gong(2008)

구성을 부분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구성선을 찾아내고 그

것을 입체적인 인체에 조화로운 형태로 착장시키는 구성선

디자인 발상법을 활용하였다.

서로 다른 자연의 소재 가지를 디자인 모티브로서 작품3

에 활용하였고 디자인을 전개 하였는데 첫 번째 작품은 부

부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하는 전설상의 새 비익조

를 가족예복의 첫 번째 디자인모티브로 활용(Couple Bird)

하였다 두산백과 자료에 따른 비익조의 상징적 의미는 암수.

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새이다 이렇듯 비익(Couple Bird, 2016).

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지만 부부애와

사랑이라는 의미에 의해 생성된 모티브이다 또한 조형적 특.

징으로는 상상의 동물로서 종류가 새라는 점에 착안하여 새

의 특성인 날개에서는 사선으로 뻗은 직선의 모습을 활용하

고 깃털 목선 등의 부드러운 형태는 곡선을 사용하여 구성,

선디자인 발상을 하였다 또한 비익조의 이미지를 새롭게 단.

순화시켜 텍스타일 문양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작품.

은 남녀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의 의미가

담긴 연리지 나무 를 부부의연에 빗대어 디자인 모티브로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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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연리지란 뿌리는 서로 다른 나무의 나뭇가지가 서.

로 붙어서 한 나무처럼 연결되어 자라는 현상을 말한다(The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남녀 사이나 부부Love Tree, 2016).

관계에서 애정이 진한 것을 비유하며 효성이 지극한 부모와

자식을 비유하기도 한다 연리지의 조형적인 특징은 서로 다.

른 나무의 나뭇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모습이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연리지가 나타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전남 흑산도에 있는 연리지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구

성선디자인 발상을 하였고 연리지의 이미지를 텍스타일 문

양으로 개발하였다 세 번째 작품은 덩굴식물과인 스위트피.

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였다 스위트피는 덩굴손으로 되.

어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꽃의 색은.

연분홍 보라 분홍 청 흰색 복숭아색 흰색 등 여러 가지, , , , , ,

가 있다 덩굴식물의 모양은 줄기가 자라(Sweet Pea, 2016).

서로 엉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족의 존속.

관계에 비유하여 세 번째 디자인모티브로 활용하였다. 또한

덩굴식물의 연속성과 곡선으로 자라나는 형태는 디자인작품

에 조형적 특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Vine Pattern,

2016). 덩굴줄기의 포괄적인 조형적 특징은 부드러운 곡선

의 형태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며 뻗어 나온 줄기가 서로 얽

혀 연속적인 형태의 새로운 덩굴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다.

이러한 스위트피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구성선디자인을 발상

하고 텍스타일 문양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가족예복의 디자인 전개과정2)

패밀리룩 착용방법에 관한 취향 및 의복 선호도를 조사한

의 연구에서는 패밀리룩의 디자인 방법을 남성Kim(2004) ,

여성 남아 여아 명 모두 각자 개성에 따라 다르게 디자인, , 4

기획하고 소재 및 색채의 통일감 있는 표현으로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 예복형태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서양예복으로 구Table 2

성된 가족 행사예복의 아이템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보편적

으로 여성과 여아는 드레스를 기본으로 실루엣과 소재에 따

라 스타일을 로맨틱 클래식 모던 엘레강스 등 다양한 이, , ,

미지로 연출하고 남성과 남아는 슈트를 기본으로 자켓은 디

자인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며 여성예복과 같은 색상과 문양

의 소재를 사용해 가족끼리 비슷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예복의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착용자의 타겟층은 대 예비 신랑신20~30

부와 신혼부부 그리고 토들러 사이즈 소비자인 세 유아, 3~6

기의 자녀를 타겟층으로 정하고 디자인 모티브로 선정한 비

익조 새 연리지 나무 덩굴식물 스위트피 의 사진자료 이미( ), ( ), ( )

지를 바탕으로 구성선디자인 발상작업을 하였다 가족예복형.

태의 아이템 구분은 여성과 여아는 드레스 남성과 남아는,

슈트로 구성하였다 둘째 실루엣디자인은 모티브의 이미지. ,

에서 구성선 디자인발상법으로 도출된 구성선을 여성예복

실루엣에 접목시키고 여성예복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장식적,

인 디테일과 컬러를 남성 여아 남아 각각의 착용자에 맞게, ,

사용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의복이지만 가족끼리 통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컬러는 한. PANTONE

국공식사이트 에 제시되어있는 년(www.pantone.kr) 2018~19

트렌트 리포트 컬러를 참고하여 가족예복의 색상과 문양의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였다 셋째 가상의상 소프트웨어. , 3D

를 활용한 예복 디자인 개발에서 가상의상의 시뮬레이션 구

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모티브에 따라 문양디자인을 개발

하고 가족 모두 같은 문양의 디자인과 색상을 예복에 적용

하여 전체적으로 가족예복을 통일감 있게 표현 하였다.

가상의상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제작과정2. 3D

가족예복의 디자인기획 과정 중 특히 가상의상의 제작3D

과정은 소프트웨어의 기술로 제작되어진 차원 입체의상 제3

작이므로 제작과정의 특이성을 고려해 제작 과정을 따로 제

시하였다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에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아바타, ‘CLO 3D’ 3D

를 기준으로 남성 여성 여아 남아 가지 체형에 맞게 디, , , 4

자인된 의상 패턴을 제작한다 둘째 봉제선 툴을 이용하여. ,

다양한 재봉방법을 구현한다 셋째 시뮬레이션 준비가 끝난. ,

패턴을 아바타에 입히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가상착. 3D

의 공간에서는 중력 작용에 의해 의상이 정확히 착용되지

않고 떨어지거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배치 포인트를 미리

최대한 정확하고 가까운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준비 한다.

넷째 아바타에 착용된 의상은 원단 물성조절을 이용해 원하,

는 실루엣으로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한다 다섯째 착용한 의. ,

상 위에 텍스쳐 이미지 및 컬러를 입히고 조절하면서 다양

한 디자인을 구현한다 여섯째 완성된 의상을 아바타에 착. ,

장된 상태로 이미지파일을 내보낸 뒤 각 모티브간의 가족구

성원을 맞춰 디자인을 제시 한다 일곱째 소프. , ‘CLO 3D’

트웨어를 활용한 가족예복 디자인 제작과정 중에 나타난 프

로그램의 사용성을 고찰한다.

연구결과.Ⅳ

가족예복의 디자인기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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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미를 사랑이라는 감정과 존속

에 의해 이루어진 인륜적 관계로 해석하였고 이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자연소재를 모티브로 선택하

였다 모티브를 지정 한 후 모티브 활용단계에서 나온 구성.

선디자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루엣을 도출하기 위해 입체

적인 인체에 조화로운 형태로 착장시키고 그 선을 효율적으

로 응용하여 차원적인 인체에 조화 될 수 있도록 가족예복3

을 디자인하였고 모티브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색채와 형태,

를 텍스타일의 문양으로 개발하였다.

Table 3. Motive Design Process Work 1–

Design Idea Motif Image Line Design Body Disposition
Clothes

Wearing

Configuration Line

Figure 1. Couple
Bird

(blog.daum.net/)

Design Idea Motif Image Motif Design Color(Pantone) Pattern Development

Pattern

Figure 2. Love Swan
(kr.pinterest.com)

PANTONE.

19-3832

15-3919

Figure 3. Flamingo
(kr.pinterest.com)

PANTONE.

16-4411

11-0601TPX

작품 비익조 새 를 활용한 가족예복1) 1 - ( )

작품 의 모티브 디자인 발상과정은 에 제시되어있1 Table 3

다 모티브인 전설상의 새 비익조 가 날아가는 모습을 구성. ‘ ’

선을 응용해 단순화 시켜 새롭게 재구성 하였고 구성선을,

여성 예복의 실루엣 및 자켓 칼라 부분의 장식으로 응용하

여 형태에 변화를 주고 착장시켜 디자인 전개를 하였다.

또한 텍스타일 문양 디자인은 비익조 가 전(Couple Bird)

설상의 새로서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새가 비

익조와 같이 붙어있는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몸에서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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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곡선을 활용하였고 대칭기법을 통해 두 마리가 붙어있는

모습을 문양으로 개발하였다 에서 발상한 디자인을. Table 3

바탕으로 에서는 가족예복의 실루엣 디자인을 완성Table 4

하였다 구성선 디자인을 활용해 개발 된 여성 예복의 디자.

인에 따라 여아 예복 디자인에도 여성 예복과 같은 디자인

포인트 요소와 소재를 활용하였다 실루엣은 세의 여아. 3~6

체형과 활동에 편안한 라인 실루엣에 새의 날개 이미지를A

소매부분에 러플로 활용하고 같은 소재와 비슷한 컬러를 사

용함으로써 엄마와 딸의 예복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였다 남.

성 예복의 경우 두 마리의 새가 붙어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

기 위해 베스트의 좌우 컬러를 다르게 하고 더블버튼형식으

로 서로 겹쳐질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또한 실제 새의.

Table 4. Family Formal Clothes Design Planning Work 1–

Wearer Woman Girl Man Boy

Schematic
Drawing

Color

Color No.
(Pantone)

PQ-2765C

19-3832

17-4402TPX

15-3919

19-3832

16-4411

11-4202TPX

PQ-2765C

19-3832

17-4402TPX

15-3919

19-3832

16-4411

11-4202TPX

Fabric
D_Silk_Satin,

D_Chiffon

D_Silk_Satin,

D_Chiffon

D_Cotton

D_Wool

D_Cotton

D_Wool

Clothing Type Women's Dress Girl's Dress
Shirts, Vest, Pants,

Jacket
Shirts, Vest, Pants

깃털에서 신비로운 색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참고하

여 텍스타일 문양에 포인트를 주었다 완성된 남성 예복의.

디자인에 따라 남아 예복 디자인에도 같은 소재와 컬러를

사용하여 아빠와 아들의 예복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였다 사.

용한 소재는 여성과 여아 예복에 실크 쉬폰 울 모직을 사, ,

용하여 이너 드레스에는 광택과 매끄러운 느낌을 함께 표현

하였고 자켓에는 울 모직소재를 사용하여 두께감 있게 떨어

지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남성과 남아 예복에도 여성.

자켓에 사용된 울 모직 소재를 함께 사용하였다 색깔 표현.

은 비익조가 하늘을 나는 동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하늘의

색깔인 하늘색 계열을 톤다운 시키고 톤온톤으로 배색 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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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연리지 나무 를 활용한 가족예복2) 2 - ( )

작품 의 모티브 디자인 발상과정은 에 제시되어있2 Table 5

다 작품 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 2

무처럼 자라는 연리지 의 형태를 구성선을(The Love Tree)

응용해 단순화 시켜 재구성 하였고 구성선을 여성 예복에,

절개라인과 다른 소재끼리의 융합으로 표현하였다 텍스타일.

문양은 연리지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해 나무의 모양을 패턴

으로 단순화 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에서 발상한 디. Table 5

자인을 바탕으로 에서는 가족예복의 실루엣 디자인Table 6

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여성 예복의 디자인에 따라 여아 예.

복 디자인에도 여아 체형과 어울리는 라인 드레스 패턴에A

여성 예복의 디자인 포인트 요소인 플리츠주름을 활용하여

발랄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표현하였고 엄마와

딸의 예복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였다 남성 예복의 경우 모.

티브인 연리지의 나뭇가지가 서로 붙어 이어지는 조형적 특

성을 표현하기 위해 베스트의 네크라인 부분을 앞판에서 뒷

판으로 이어지게 디자인하였다 남아 예복에도 남성 예복.

Table 5. Motive Design Process Work 2–

Design Idea Motif Image Line Design Body Disposition Clothes Wearing

Configuration
Line

Figure 4. The Love
Tree

(doopedia.co.kr)

Design Idea Motif Image Motif Design Color(Pantone) Pattern Development

Pattern

Figure 5. The Love
Tree

(blog.daum.net)

PANTONE.

18-1017TCX

14-1506TPX

12-0911TCX

11-4202TPX

과 같은 패턴의 베스트를 사용하여 연리지의 조형적 특성을

표현하였고 아빠와 아들의 예복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였다.

사용한 소재는 여성과 여아 예복에 광택이 있는 실크 소재

를 사용하였고 문양이 있는 프린트소재와 민무늬소재 두 원

단이 절개라인을 따라 상의부분에서 하나로 만나게 되는 방

식으로 연리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남성과 남아 베스트에도.

좌우 소재를 다르게 표현하여 뒷판에서 연결되는 디자인으

로 연리지를 표현하였다 색깔표현은 나무의 기본 구성색인.

브라운색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톤의 핑크색을 배색하여 부

드러운 컬러감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작품 스위트피 덩굴식물 를 활용한 가족예복3) 3 - ( )

작품 의 모티브 디자인 발상과정은 에 제시되어있3 Table 7

다 작품 은 모티브인 덩굴식물이 기둥을 따라 자라나는 모. 3

습을 구성선을 응용해 단순화 시켜 새롭게 재구성 하였고,

구성선을 여성의 굴곡진 바디라인에 맞게 슬림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다 텍스타일 문양은 스위트피 의 회화이. (Sweet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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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mily Formal Clothes Design Planning Work 2–

Wearer Woman Girl Man Boy

Schematic
Drawing

Color

Color No.
(Pantone)

18-1017TCX

14-1506TPX

12-0911TCX

11-4202TPX

18-1017TCX

14-1506TPX

12-0911TCX

11-4202TPX

18-1017TCX

14-1506TPX

12-0911TCX

11-4202TPX

18-1017TCX

14-1506TPX

12-0911TCX

11-4202TPX

Fabric D_Silk_Satin D_Silk_Satin

D_Cotton

D_Wool

D_Silk_Satin

D_Cotton

D_Wool

D_Silk_Satin

Clothing Type Women's Dress Girl's Dress Shirts, Vest, Pants Shirts, Vest, Pants

Table 7. Motive Design Process Work 3–

Design Idea Motif Image Line Design Body Disposition Clothes Wearing

Configuration
Line

Figure 6. Climb Sweet
Pea

(kr.pinterest.com)

Design Idea Motif Image Motif Design Color(Pantone) Pattern Development

Pattern

Figure 7. Sweet Pea
drawing

(kr.pinterest.com)

PANTONE.

17-1723

16-3521

14-0216

11-2309T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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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와 덩굴식물의 연속되는 곡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

발하였다 포인트 장식으로는 러플을 응용하여 덩굴이 기둥.

을 타고 자라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에서. Table 7

발상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에서는 가족예복의 실루Table 8

엣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여성 예복의 디자인에 따라.

여아 예복 디자인에도 여아체형에 맞는 라인 드레스에 여A

성예복과 같은 러플장식을 활용하여 귀여운 이미지로 연출

하고 엄마와 딸의 예복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였다 남성예복.

의 경우 작품 의 모티브인 스위트피 이미지를 활용한 텍스2

타일을 남성정장에 포인트 요소로 디자인 활용하였으며 남

아예복도 남성예복과 같은 소재표현과 컬러를 사용하여 아

빠와 아들의 예복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였다 사용한 소재는.

여성과 여아 예복에 실크를 사용하여 드레스에 광택과 매끄

러운 느낌을 함께 표현 하였다 또한 남성과 남아 예복에는.

정장이나 코트에 흔히 사용되는 울 모직 소재를 사용하였다.

색깔 표현은 여성은 아이보리 남성은 블랙을 기본 바탕으로,

포인트 색채는 스위트피의 실제 색깔에서 다양하게 표현되

는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을 포인트로 톤인톤 배색 하여 디, ,

자인을 전개하였다.

Table 8. Family Formal Clothes Design Planning Work 3–

Wearer Woman Girl Man Boy

Schematic
Drawing

Color

Color No.
(Pantone)

17-1723

16-3521

14-0216

11-2309TPG

17-1723

16-3521

14-0216

11-2309TPG

19-0303TCX

19-4038TCX

16-4307TPG

11-4202TPX

19-0303TCX

19-4038TCX

16-4307TPG

11-4202TPX

Fabric
D_Silk_Satin,

D_Chiffon

D_Silk_Satin,

D_Chiffon
D_Wool D_Wool

Clothing Type Women's Dress Girl's Dress
Shirts, Vest, Pants,

Jacket
Shirts, Vest, Pants

가상의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2. 3D

디자인 기획에서 제시된 각 작품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완성하였다‘CLO 3D’ .

작품 은 비익조 새 를 모티브로 활용한 가족예복 디자인으로1 ( )

두 마리의 새가 붙어서 날아가는 날개를 디자인 포인트 요

소로 사용하였고 작품 는 연리지 나무 를 모티브로 활용한, 2 ( )

가족예복 디자인으로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특성을 두 가지의 소재로 믹스매치하고 절개라인

을 따라 하나의 예복이 되도록 표현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

다 작품 은 스위트피 덩굴식물 를 모티브로 활용한 가족예. 3 ( )

복 디자인으로 덩굴이 기둥을 타고 자라는 모습을 포인트

요소로 디자인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체형에 맞는 의상을 가상의상으로 제3D

작해 본 결과 가상의상 제작 시 소프트웨어의3D ‘CLO 3D’

용이성 및 보완점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제시된 예복은 총 개로 비교적 많은. , 12

개수의 의상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상으로 제작되

는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에 제작 및 착장까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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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서 고찰 한 바와 같이 가상Na and Kim(2012) 3D

의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가상의

상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그래픽 편집 기술을

활용해 실물제작보다 손쉽게 수정할 수 있고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도 그 과정이 쉽다 둘째 소재를 표현하기 위해 물. ,

성을 적용시키면 소재의 두께 및 재질감을 다르게 표현 할

수 있고 실루엣의 수정에도 활용 할 수 있다 셋째 문양이. ,

있는 소재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패턴에 문양의 위

치조절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문양을 다양한 위치에 재

현해 보고 원하는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 3D

상의상 프로그램의 활용이 실제의상 제작에 비해 불편한 부

분도 있다 첫째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법을 먼저. ,

숙지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의상에서는 하나. ,

의 재봉선에도 장식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원단을 함께 봉

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에서는 겹 이상이 되는 경CLO 3D 2

Table 9. 3D Virtual Family Formal Clothes Design Presentation Work 1–

Target Woman Girl Man Boy

3D
Costume

2D
Pattern

Work 1
Couple Bird

Family

우 원단의 무게가 무거워져 쳐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달아주어야 하는 디자

인은 표현하기 어렵다 셋째 남성과 남아 의복과 같이 자. ,

켓 셔츠 베스트 바지 등 다양한 아이템이 함께 코디되어, , ,

디자인 제시되는 경우 아이템끼리 충돌되어 서로 엉키는 문

제점이 있다 이때 각각의 아이템의 레이어 값을 조정 해.

주면 순서에 맞게 착장이 되지만 실제의상처럼 완벽하게 코

디되지 않고 옷이 엉키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할 때 마다 계

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

행연구에서 고찰된 용이성과 보완점을 참고하여 가상의3D

상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소프트웨

어 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 9, Table

은 가상의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완성된10, Table 11 3D

작품을 주제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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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3D Virtual Family Formal Clothes Design Presentation Work 2–

Target Woman Girl Man Boy

3D
Costume

2D
Pattern

Work 2
The Love Tree

Family

결론.Ⅴ

본 연구에서는 가족예복 디자인기획을 위해 가족의 상징적

인 의미를 표현 할 수 있는 자연소재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

용하여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또한 가상의상 소프트웨어. 3D

를 활용해 의복의 실루엣과 소재 및 색채를 표현‘CLO 3D’

하였고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소프트웨어의 용이성을 제시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족예복디자인 기획은 모티브를 활용하여 예복의,

디자인 발상을 전개하고 텍스타일 문양을 개발하여 가족모

두 동일한 소재와 컬러를 사용함으로서 비슷한 스타일의 가

족예복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또한 타겟층은 대 부부. 20~30

성인 남녀와 토들러 사이즈 소비자인 세의 남아 여아를3~6 ,

타겟으로 여성복에는 디자인모티브에서 도출된 구성선을 의

복의 실루엣으로 표현하였고 완성된 실루엣 및 포인트 요소,

를 여아 남아 남성의 예복에도 사용하였다 개발된 텍스타, , .

일 문양은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사용함으로써 비슷한 스

타일의 가족예복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기획하였다 작.

품 의 디자인모티브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붙어서 날아야만1

하는 전설상의 새로서 부부애와 사랑의 상징적의미를 지니

고 있는 비익조를 활용하였다 조형적인 특징으로 비익조는.

두 마리의 새가 붙어있는 모양과 몸체의 굴곡진 곡선 그리,

고 사선으로 뻗어있는 날개의 모양새가 특징이다 새의 몸에.

서 나타나는 곡선부분은 여성의 실루엣에서 그대로 표현해

주기 위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제작하였고 스커트에서

뒤를 더 길게 제작하여 비대칭적으로 새의 꼬리부분을 형상

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선으로 뻗는 날개의 특성은 자켓.

의 칼라부분에서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였다 여성 예복의 디.



48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23 3

Table 11. 3D Virtual Family Formal Clothes Design Presentation Work 3–

Target Woman Girl Man Boy

3D
Costume

2D
Pattern

Work 3
Sweet Pea

Family

자인 포인트 요소를 남성 여아 남아 예복에도 적용하여 디, ,

자인하였고 동일한 텍스타일 문양과 컬러를 사용하여 가족,

예복스타일을 기획하였다 작품 의 디자인모티브는 다른 나. 2

무가 하나의 가지로 연결되는 현상으로 흔히 남녀사이의 사

랑 부모와 자식사이를 비유하는 연리지를 활용하였다 조형, .

적인 특징은 나무 종류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으로서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상체 절개라인에 두 가.

지 소재를 매치하여 하나의 몸체가 형성되듯이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디자인요소를 남성 여아 남아 예복에도 적, , ,

용하여 좌우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

다 또한 동일한 텍스타일 문양과 컬러를 사용하여 가족예복.

스타일을 기획하였다 작품 의 디자인모티브는 추억과 즐거. 3

움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덩굴식물로서 길운의 의미 또한

갖고 있는 식물인 스위트피를 활용하였다 조형적인 특징은.

덩굴이 곡선의 형태로 기둥이나 벽에 엉켜 끊임없이 자라나

는 모양과 스위트피가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의 전체 바디를 덩굴이 올라

타는 기둥으로 표현하고 타이트한 라인 롱 원피스로 디자H

인하였다 그 위에는 러플장식을 활용하여 덩굴의 잎과 꽃이.

자라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스위트피의 여러 가지.

색감을 활용하여 텍스타일문양을 개발하였고 남성 여아 남, ,

아 모두에 같은 소재와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가족예

복 스타일을 기획하였다.

둘째 가족예복의 제작은 가상의상 소프트웨어, ‘CLO 3D’

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고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소프

트웨어의 용이성을 고찰하였다 실제 의상으로 제작되는 시.

간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제작 및 착장까지 표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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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정하고 자 하는 부분은 그래픽 편집 기술을 활용하

여 쉽게 수정하고 복구 할 수 있다 텍스타일 표현에서는.

물성을 적용시켜 소재의 두께 및 재질감을 다르게 표현 할

수 있으며 실루엣의 수정도 가능하다 또한 문양을 다양한.

위치에 재현해 보면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정 할 수 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원단을 함께 봉제 할 때 원단의 무게가

무거워져 쳐짐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장식

적인 요소를 많이 달아주는 디자인은 실물제작 만큼 표현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아이템이 함께 코디네이.

션 되어야 하는 경우 아이템끼리의 충돌 때문에 서로 엉키,

는 문제점이 있다 이때 각각의 아이템의 레이어 값을 조정.

해 주더라도 완벽하게 코디네이션하기 위해서는 옷이 엉키

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할 때 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한

다 이와 같은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의 사용성과 보완점. 3D

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3D

가상의상의 디자인개발 연구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족예복 디자인개발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는 현재에 제작자에게 가상의상 소프트웨어3D

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효율적으로‘CLO 3D’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IT .

는 타겟층의 나이와 체형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가족의 형태 연령 등을 위한,

추가적인 의복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

족예복 디자인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가족이 지니

는 의미와 상징적인 모티브를 활용해 디자인을 개발하였으

나 가족예복에 대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또는 디자인,

모티브와 색상의 선호도 조사 등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디자인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객관적인 소비자조사에 의한 가족예복 디자인이 개발된다면

시장성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더욱 더 높아 질 것이며 소비

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 니즈 분석을 통해 가.

족을 위한 예복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며 예복 제,

작에 있어서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활용한 디3D

자인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의

사용성과 관련한 디자인개발 연구로서 활용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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