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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hree-dimensional (3D) 

characteristics and reproducibility of the effective expression of North American 

smocking pleats in the process of making clothes using a 3D virtual clothing 

system (CLO) and present a method of express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North American smocking. In this study, lattice, lozenge, and flower smocking 

were produced as real smocking and 3D virtual content, and actual muslin 

properties were measured using a Fabric Kit and reflected using an emula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a dense puckered design such as North 

American smocking could be expressed depending upon the internal line, fold 

angle, and reinforcement setting for 3D smocking. To partially apply pleats to 

flat fabrics, it was necessary to set fold lines. The fold line setting could be 

expressed by designing the internal line in horizontal, vertical, and diagonal 

directions according to the North American smocking design, and then setting 

the fold angle for each internal line. By setting fold angles of 0 degrees and 

360 degrees according to the folding direction of the set internal line, the 

fabric was clearly folded and stable pleats were create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3D virtual fashion content industry by 

analyzing and presenting the optimal expression method of sophisticated and 

complex pleats generated according to the North American smocking desig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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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패션산업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

와 다양한 차원 패션 기술과의 융합은 전통적 (digitization) 3

제조 산업인 패션 시장에 디지털 런웨이 및 가상 패션쇼 등

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 , 19 

상황으로 패션산업에서의 디지털화가 더욱더 빠르고 다양화

되고 있으며 런던파리밀라노에서까지 선보인 디, 2021 S/S ․ ․
지털 패션 위크는 패션 위크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시장 개

척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다품종 . 

소량생산 및 온라인 소비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몇몇 벤더 회사 무역한솔섬유한세실업풍인무역세아상역 (GG ․ ․ ․ ․
등 들은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개발 ) 3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의상 개(Ju & Jeong, 2016). 

발에 도입된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의 활용도는 이를 통해 3

제작되는 디지털 패션 콘텐츠 제품의 제작 범위와 재현성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폭이 결정될 수 있음으로 현재의 기

술을 기반으로 한 차원 가상의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전문3

성 향상을 위한 자료가 요구된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패션 산업에 활용되기 시작  IT

한 차원 가상착의 기술을 의류생산과정에 접목하기 위한 3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 3

이용한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 

패턴 개발 및 실물과 차원 가상의상의 정확성 비교 검증 3

연구 둘째(Kim, Nam & Kim, 2015; Shin & Suh, 2019), , 

아바타 사이징 및 변형 연구(Lee & Sohn, 2012; Hong, 

셋째 소재 재현성 비교 검증 연구2020), , (Chang & Lee, 

넷째 차원 가상의상 콘2017; Lee, Kim & Kang,, 2011), , 3

텐츠 활용성 및 재현성 향상을 위한 연구(Kim, Choi & 

Nam, 2010; Kwon & Kim, 2019; Park & Choi, 2013; 

등이 진행Wu, Kang, Ko, Kim, Kim, Kim, & Ko, 2013) 

되었다 특히 실제 의상의 다양한 의복구성 디테일 기법들. , 

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 가상착의 기술의 활용 3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구축됨으로써 차원 가상패션 3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은 . Kim et al.(2010)

차원 가상 패션으로 제작된 전통복식의 재현성 향상을 위3

한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점을 제안하

였으며 은 디지털 패션의 효과적인 , Kwon and Kim(2019)

주름 플리츠 플라운스 셔링 표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 , , ) 

다 는 플리츠 셔링 원피스 러플 드레스. Wu et al.(2013) & , , 

스키니 진 오버랩 드레스 등의 차원 가상의상 제, (overlap) 3

작을 연구함으로써 디지털 패션쇼 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은 무대의상 제작 과정에서의 . Park and Choi(2013) 3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간적 인적 경제적 효, , 

율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숙련도와 다양한 디자인 변형 능

력 등의 한계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

다 즉 공예적이고 유니크한 디테일을 차원 가상 패션으로 . , 3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디테일 요소의 구조적 표현 

방법에 대한 매뉴얼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패션 아이템의 형태적 디테일 종류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  

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주름은 장식기법에 따라 드레이프

형 주름 개더 에 의한 주름(drape) , (gather) (frill, flounce, 

스모킹 플리츠 로 분류할 ruffle, shirring), (smocking), (pleats)

수 있다 지금까지 차원 가상착의 시스(Lee & Kim, 2006). 3

템의 의상 표현에 관한 연구 아이템으로는 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지는 주름 부피를 줄이는 개더와 셔링 부피를 부, , 

풀리는 러플 및 플라운스 규칙적인 플리츠 주름 등을 활용, 

한 연구들이 있었다 차원 가상착의 소프트웨어 중 . 3 CLO 

소프트웨어는 플리츠 종류 에 따른 (knife, box, accordion) '

플리츠 만들기 접기 재봉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플리츠 제- - ' 

작과정을 간단화 및 자동화시켰으며 고무줄 효과를 , (elastic) 

활용하여 셔링과 같은 개더에 의한 주름 장식들을 표현할 

수 있다 버전부터 추가된 셔링 메뉴는 메시 크기. CLO 5.1 

를 줄여 더욱더 자연스러운 주름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도

록 보완되었다.

이상과 같이 주름 장식의 차원 표현에 대한 연구는 다각  3

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격자 패턴에 따라 다양하고 입체적인 

무늬를 표현하는 북아메리칸 스모킹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드 패턴의 디자인에 따라 팽팽하게 바느질함. 

으로써 표현되는 공예적 주름을 차원 가상공간에서 효과적3

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상 표면에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함으  

로써 독특한 텍스쳐를 표현하는 북아메리칸 스모킹의 주름 

특성을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으로 표현하기 위한 패턴 설3

계 제작 방법과 각 속성 값 설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자 한다 이처럼 차원 가상 북아메리칸 스모킹의 재현성을 . 3

연구함으로써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의 활용 영역을 넓힐 3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디자인 특성, 

에 따른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의 툴 사용법과 속성 값 설3

정 방법에 따른 주름의 표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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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배경II.�

스모킹�종류와�형태적�특징1.�

스모킹 은 섬세하게 주름잡은 원단의 올 사이사이(smocking)

에 자수실을 이용하여 손바느질로 다양한 무늬를 꿰매 평면

인 원단에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하는 테크닉이다 스모킹은 . 

고대부터 현재까지 독창적인 조형미를 가미한 고부가 가치

의 소재로 활용되는 의복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잉글리시 스

모킹 다이렉트 스모킹(English smocking), (Direct 

이탈리안 스모킹 북아메리칸 smocking), (Italian smocking), 

스모킹 등이 있다 잉글리시 스(North American smocking) . 

모킹은 기초 작업으로 스모킹 플리터를 이용하여 미니 아코

디언 주름을 잡은 후 주름 잡힌 바탕천의 겉에 자수 스티, 

치를 하여 고정함으로써 입체적인 무늬를 만드는 두 단계를 

거치며 작업 후에 나타나는 신축성이 잉글리시 스모킹의 특, 

징이다 반면 다이렉트 스모킹은 주름을 먼저 잡지 않고 자. , 

수 스티치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주름을 만들면서 한 번의 

스티치로 입체적인 모양을 제작해 낼 수 있다 이탈리안 스. 

모킹은 스티치 방향을 변화 시켜 입체적인 패턴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북아메리칸 스모킹은 부분적으로 잡아당기. 

는 스티치 기법을 이용하여 풍부하고 입체적인 모양의 주름

원단을 만들며 격자무늬의 패턴에 따라 쇠창살 마름(lattice), 

Lattice(front) Lattice(underside) Lozenge(front) Flower(front)

Figure� 1.� North� American� Smocking
(Wolff, 1996/2011. pp.161-162.)

Figure� 2.� Dress,� 1778 80.�～
(www.metmuseum.org)

 

모 꽃 무늬 등의 다양한 주름 원단을 제작(lozenge), (flower) 

할 수 있다 대부분은 그리드 패턴을 원단의 뒷면(Figure 1). 

에 표시한 후 강하게 잡아당기는 스티치와 느슨하게 늘어뜨, 

리는 스티치를 반복함으로써 격자무늬를 조절하여 아주 정

교하고 복잡한 주름들을 창의적인 주름 원단으로 표현한다. 

북아메리칸 스모킹은 모든 방향에서 유연하지만 신축성이 

없으며 입체적인 표면은 손과 다리미를 이용하여 조절함으, 

로써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패션에�활용된�북아메리칸�스모킹2.�

주름은 의복의 중요한 디테일 중의 하나이며 그중 북아메리, 

칸 스모킹은 패턴의 배율 배치 또는 반복 횟수를 변경하여 ,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름을 소재화하여 사용된다 스모킹 주. 

름은 인체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기능과 함께 장식적인 기능

을 함으로써 현대까지 유아복 여성복 블라우스 및 드레스, ,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Figure 2 (Metropolitan Museum 

에 소장된 년대의 프랑스 의상으로 입체적of Art) 1778 80～

인 스모킹 디테일로 구성되어 있다 독특한 표면 효과를 나. 

타내는 스모킹 주름을 네크라인 주변에 표현함으로써 시선

을 얼굴과 목선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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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은 셔링개더플리츠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주름보  ․ ․
다 사용 빈도가 낮지만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다양하게 응용, 

되어 소재의 표면에 입체감을 살린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보테가 베네타 는 년 밀라노 컬렉션 중 (Bottega Veneta) 2007

북아메리칸 스모킹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간격의 주름을 

표현함으로써 시선을 허리 쪽으로 모으는 효과를 보였다

년 프라발 구롱 의 뉴욕 (Figure 3, 4). 2011 (Prabal Gurung)

컬렉션은 쇠창살 패턴을 응용함으로써 의상의 입체적인 볼

륨감을 통해 사랑스러움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였으며 인체, 

의 움직임에 따른 형태 변화로 미적인 장식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장 찰스 드 카스텔바작(Figure 5, 6). (Jean-Charles 

은 년 파리 컬렉션에서 두께감이 있는 de Castelbajac) 2014

직물에 스모킹을 표현함으로써 주름의 접힘에 의한 음영의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크리스찬 라거(Figure 7, 8, 9). 

와드 는 화살 스모킹 패턴을 (Christian Lagerwaard) (arrow) 

응용한 의상들을 선보였으며 스모킹의 구조(Figure 10, 11), 

Figure� 3.�
Bottega� Veneta� 1
(www.vogue.com)

Figure� 4.�
Bottega� Veneta� 2
(www.vogue.com)

Figure� 5.�
Prabal� Gurung� 1�

(www.vogue.com)

Figure� 6.�
Prabal� Gurung� 2

(www.vogue.com)

Figure� 7.� JC� de�
Castelbajac� 1

(www.vogue.com)

Figure� 8.�
JC� de� Castelbajac� 2
(www.vogue.com)

Figure� 9.�
JC� de� Castelbajac� 3
(www.vogue.com)

Figure� 10.�
Christian� Lagerwaard�

(www.christianlagerwaard.com

/couture)

Figure� 11.�
Christian� Lagerwaard�

(www.christianlagerwaard.com

/couture)

 

적인 형태와 스모킹이 적용된 위치와의 관계로 디자인의 강

조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닛틴 고얄 런던. (Nitin Goyal 

은 여성 의류 핸드백 쿠션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London) , , 

액세서리 등의 전반적인 패션 상품에 수공예 느낌을 살리면

서 표현한 섬세하고 입체적인 주름 장식이 특징적이다

(Figure 12, 13, 14, 15).

이처럼 북아메리칸 스모킹 주름에 의한 디테일 장식은 촉  

각적시각적으로 색다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
입체적으로 돌출되거나 움푹 들어간 차원적인 재질감을 표3

현함으로써 개성적인 구조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북아메리칸 스모킹 기법을 3

차원 가상 패션으로 표현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표, 

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에서3

의 혼합형 주름 표현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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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Nitin� Goyal� London� 1
(www.nitin-goyal.com)

Figure� 13.� Nitin� Goyal�
London� 2

(www.nitin-goyal.com)

Figure� 14.� Nitin� Goyal�
London� 3

(www.nitin-goyal.com)

Figure� 15.� Nitin� Goyal�
London� 4

(www.nitin-goyal.com)

Table� 1.� Smocking� Patterns� Used� in� Research( =Stitch)↔

Types Lattice Lozenge Flower

Smocking 

pattern

 

Smocking 

pattern

(reversal)

(all images drawn by the author)

연구�방법III.�

머슬린을�이용한�북아메리칸�스모킹�제작�1.�

패션 디자인에서 활용되는 북아메리칸 스모킹의 대표적 형

태 중 에 제시한 쇠창살 마름모Table 1 (lattice), (lozenge), 

꽃 패턴의 효과적인 차원 가상 스모킹 재현 기법을 (flower) 3

연구하였다 북아메리칸 스모킹 패턴의 격자 사이즈는 . 5cm 

간격으로 총 칸씩 그리드를 설정하여 각 스모킹 디자인의 10

패턴을 설계하고 의 외곽 여유를 추가하였다 스모킹 , 5cm . 

패턴은 디자인에 따라서 원단의 겉면에 표시하거나 안쪽에 

그려서 제작하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쇠창살과 마름모 패턴, 

은 원단의 안쪽에 표시하여 제작하였으며 꽃 패턴은 원단의 , 

겉면에 패턴을 표시하여 머슬린 원단으로 스모킹을 제작하

였다 원단에 표시하는 그리드는 지워지는 초크 펜을 이용하. 

여 제작하였다 북아메리칸 스모킹은 원단의 겉과 안쪽에 생. 

기는 주름의 특징이 다르므로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패

턴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에 제시된 북아메리. Table 1

칸 스모킹 패턴은 표시가 있는 양쪽을 팽팽하게 잡아당‘ ’ ↔

겨 스티치 함으로써 주름을 제작하게 된다 실제 머슬린 원. 

단으로 제작된 스모킹은 의 도안에 표시된 진행 순Table 1

서로 제작하였으며 원단의 안쪽에는 위치별로 실 매듭을 하, 

여 느슨하게 늘어진 실이 없도록 제작하였다. 

차원�가상착의�시스템을�이용한�북아메리칸�스모킹�제작2.� 3

차원 가상 스모킹 제작을 위한 패턴 제작은 3 SuperALPHA; 

에서 설계한 후 확장자의 파일로 변plus(Yuka CAD) , *.dxf 

환하여 사용하였다 에서도 패턴 설계가 가능하지만. CLO , 

일반적인 의상 제작 시스템 과정을 반영하여 캐드로 제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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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패턴을 확장자의 파일로 변환하여 에 반영*.dxf CLO

하였다 실제 스모킹과 차원 가상 스모킹은 동일한 사이즈. 3

로 제작되었으며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에 의한 의상 제작, 3

은 원단의 겉면을 기준으로 제작되므로 각 스모킹 디자인 

패턴이 겉면에 표시되도록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쇠창살과 . 

마름모 패턴은 차원 가상 원단의 겉면에 표시되도록 실제 3

머슬린에 표시한 패턴을 반전 하여 제작하였으며(reversal) , 

꽃 패턴 도안은 원단의 겉 쪽에 표시되므로 실제 머슬린과 

동일한 패턴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차원 가상 (Table 1). 3

스모킹 재봉 사이즈는 손바느질 땀 간격에 따라 달리 설정

해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길이의 내부 선분, 0.15cm 

을 설정하여 재봉하였다 이때 재봉이 될 내부 선분의 너치 . 

방향은 주름이 접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북아메리칸 스모킹을 실제 원단으로 제작할 경우는 표  ‘ ’↔

시의 양쪽 끝은 스티치 하면서 주름이 접히게 되지만 차, 3

원 가상 스모킹 제작을 위해서는 각 스모킹 패턴 특징에 따

른 접힘선이 설정되어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북아메. 

리칸 스모킹은 그리드의 네 점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 보는 

스티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주름을 제작할 수 있으며 스티, 

Table� 2.� Physical� Property� Values� for� Muslin  
Items Value Items Value

Stretch-Weft 63 Stretch-Warp 59

Shear 14 Bending-Weft 38

Bending-Warp 48 Bending-Bias 48

Buckling Ratio-Weft 30 Buckling Ratio-Warp 30

Buckling Ratio-Bias 30 Buckling Stiffness-Weft 25 

Buckling Stiffness-Warp 25 Buckling Stiffness-Bias 25 

Internal Damping 1 Density [(g/m2)] 7

Friction 3 Thickness(mm) 0.27

Figure� 16.� Characteristics� by� Particle� Distance� Value  

치 방향은 크게 좌우 상하 대각선 방향으로 분류된다 각 , , . 

스모킹 디자인의 도안 특징에 적합한 접힘선을 설정함으로

써 효과적이고 정확한 차원 가상 스모킹을 재현하고자 하3

였다.

본 연구는   CLO 5.2.142(CLO Virtual Fashion Inc., 

을 사용하였으며 는 국내외 패션 브랜드 Seoul, Korea) , CLO

및 벤더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용으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패턴 로 제도한 스모킹 패턴들을 . CAD

확장자로 에서 불러들여 가상 봉제하였다*.dxf CLO . CLO

에서 원단의 물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브러CLO 

리 원단 사용과 를 이용한 물성 측정을 통해 적Fabric Kit

용할 수 있다 차원 가상의상 제작에는 소재의 물성에 따. 3

른 재현성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된 , 

머슬린의 물성을 회 반복 측정하여 측정된 수치를 의 5 CLO

에뮬레이터 모드를 이용하여 물성값을 제작한 후 (emulator) 

반영하였다(Table 2). 

차원 가상 원단은 메시의 크기를 의미하는 입자 간격에   3

따라 의상의 퀄리티와 사실적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의상 제작 과정에서 입자 간격을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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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해 빠르게 제작하고 의상이 완성된 후 입자 20mm , 

간격을 이하로 낮춰 의상의 퀄리티를 높여 마무리할 5mm 

수 있다 그리고 소형 패턴의 경우는 의상제작 과정에서부터 . 

입자 간격을 미만으로 설정하여 패턴의 변형을 최소5mm 

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아메리칸 스모킹의 . 

입체적이고 밀집된 주름의 효과적 표현과 제작 과정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자 간격을 로 설정하여 제작한 후 최7mm , 

종적으로 값을 적용하여 의상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3mm 

하였다(Figure 16). 

북아메리칸�스모킹의�실제와� 차원�가상�스모킹의�3.� 3

유사도�분석� �

실제 북아메리칸 스모킹과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에 의해 3

재현된 차원 북아메리칸 스모킹의 외관 유사도를 분석하기 3

위하여 패션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인에게 각 디자6

인별 차원 스모킹 표현의 정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북3 . 

아메리칸 스모킹의 실제 제작과 동일한 과정으로 제작된 3

차원 스모킹의 각 단계별 이미지를 제시한 후 주름의 위치, ․
형태사이즈입체적 표현과 소재 표현에 대한 총 문항으로 7․ ․
구성하였다 평가 척도는 점 리커트 척도 매우 유사. 5 (Likert) (

하지 않다 점 매우 유사하다 점 를 기준으로 적용하였(1 ) - (5 ))

다 유사도 분석은 을 이용하여 각 스모킹 디자인. SPSS 25.0

별 유사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과 던컨(one-way ANOVA)

테스트 에 의한 사후 검정을 하였으며 완성된 (Duncan test) , 

차원 스모킹의 렌더에 의한 유사도 차이를 검정으로 비3 t-

교 분석하였다. 

Figure� 17.� The� Real�Muslin� Production� Stage� of� Lattice� Smocking
(taken by the author)

결과�및�고찰IV.�

차원�가상�쇠창살�스모킹�디자인1.� 3

머슬린을 이용한 쇠창살 스모킹 제작과 형태 분석1) 

쇠창살 스모킹은 머슬린 안쪽에 쇠창살 스티치 다이어그램

을 표시하여 방향을 기준으로 원단의 안쪽에서 양 끝을 ‘ ’ ↔

잡아당겨 과 같이 제작하였다 점 과 를 잡아당Figure 17 . 1 2

김으로써 평평한 원단에 대각선 방향으로 접힘선이 생기게 

된다 팽팽하게 잡아당겨 매듭지은 후 겉면에서 관찰하면 . , 

원단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손으로 . 

제작할 경우는 바늘을 통과시킨 후 사람의 손 힘으로 양쪽 

끝을 잡아당겨 원단이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서 점 과 를 연결하면 점 과 에 의해 . 3 4 1 2

생긴 주름 방향과 반전된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쇠창살 스, 

모킹을 제작하였다 즉 대각선으로 재봉하는 쇠창살 패턴은 . , 

재봉선 방향( 과 수직 반전된 대각선) ( 방향으로 생긴 ) 

주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차원 가상 쇠창. 3

살 스모킹 제작 시 반영되어 평평한 원단이 효과적으로 접

혀 주름이 생길 수 있도록 주름 선분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차원 가상 쇠창살 스모킹 디자인 표현 기법2) 3

차원 가상공간은 평면의 원단이 중력을 받으면서 시뮬레이3

션이 실행되므로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재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즉 과 같이 차원. , Figure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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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에 접힘 각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원단이 접히기 전, 

에 양쪽 끝에서부터 재봉이 이뤄져 원단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단의 충돌을 최소화함으로써 평평한 원단을 . 

원하는 방향으로 접기 위해서는 내부선 설정(internal line) 

과 설정된 내부선의 접힘 각도 값을 설정함으로(fold angle) 

써 원하는 방향으로 원단을 접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야 한다 접힘 각도는 도에 가까울수록 내부 선분이 원단. 0

의 겉쪽으로 나와 접히며 도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내부 , 360

선분이 원단의 뒤쪽으로 들어가며 접힌다 즉 바(Table 3). , 

깥쪽으로 접히는 주름과 안쪽으로 접히는 주름의 각도 차이

가 클수록 주름이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표현되며 도는 , 180

평평한 상태를 나타낸다 접힘 각도는 표현하고자 하는 주름. 

의 접힘 정도에 따라서 에 제시되지 않은 값으로도 Table 3

Figure� 18.� Simulation� Difference� Depending� on� the� Fold� Angle� Setting
(taken by the author)

Table� 3.� Pleat� Expression� by� Setting� the� Fold� Angle� Value

Level� of� Pleats� Expression Outside� Fold Inside� Fold

The sharpest pleats expression 0° 360°°

Expression of pleats that are less sharp

30° 330°

60° 300°

90° 270°

120° 240°

150° 210°

Pleats that are not artificially expressed 180° 180°

Figure� 19.�Mesh� Structure� Difference
(taken by the author)

적용 가능하며 적용한 접힘 각도에 가까운 접힘선을 표현하, 

기 위해서는 접힘 강도 값을 높게 설정하여 (fold strength) 

표현할 수 있다 접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설정한 내부 . 

선분은 안정적인 스모킹 형태를 잡은 후 원단 물성에 따른 ,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설정한 내부 선분들을 삭

제해야 한다 이는 차원 원단의 삼각 메쉬가 내부 선분을 . 3

기준으로 형성되어 내부 선분이 지나는 곳에 인위적으로 표

현되는 날카로운 주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Figure 19).

차원 가상 쇠창살 스모킹 제작을 위한 패턴 설계는   3

의 차원 패턴 설계 과정에서 재봉선과 접힘선 붉Figure 20 2 (

은색 선 을 추가 설계하였다 재봉선 설정을 위해 서로 제봉 ) . 

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선분을 대칭되게 설계하였으0.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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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접힘선은 서로 재봉되는 방향과 수직 반전된 방향으로 , 

선분을 설정하였다 로 불러온 패턴은 실제 원단의 안. CLO

쪽을 기준으로 한 패턴이므로 단계와 같이 원단의 겉면에 3

쇠창살 스모킹 패턴이 표시되도록 패턴 좌우 뒤집기‘ (flip 

메뉴를 활용하여 원단을 반전시켰다 차원 horizontally)’ . 3

원단의 겉면에 패턴이 표시되도록 변경한 후 기초선, (base 

으로 인식된 선분들 중 차원 쇠창살 스모킹 제작polygon) 3

에 필요한 내부 선분들을 단계와 같이 트레이스 메4 ' (trace)' 

뉴를 활용하여 내부 선분으로 변경하였다. 

차원 가상 쇠창살 스모킹은 원단의 겉을 기준으로 제작  3

되므로 원단의 접힘선을 겉쪽으로 접음으로써 효과적으로

Figure� 20.� Lattice� Smocking� Pattern� for� 3D� Virtual� Clothing� Production
(taken by the author)

Figure� 21.� Differences� Depending� upon� How� Flat� Fabric� is� Folded
(taken by the author)

  

Figure� 22.�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Internal� Line� and� Fold� Angle� Setting
(taken by the author)   

재봉할 수 있다 평평하게 펼쳐진 원단을 효과적으로 재봉하. 

기 위해 접어 배치 메뉴를 사용할 수 ‘ (fold arrangement)’ 

있지만 쇠창살 스모킹 패턴은 접히는 부분이 원단의 일부에, 

서만 적용되므로 과 같이 접어배치 메뉴를 활용할 Figure 21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평평한 원단에 주름이 . 

생길 위치의 내부 선분에 대한 접힘 각도를 도로 변경하여 0

원단이 겉으로 튀어나오면서 주름이 접힐 수 있도록 설정한 

후 강화 메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 ‘ (strengthen)’ 

써 원단이 종이 접히듯 힘 있게 드레이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름이 안정적으로 잘 잡혔다면 재봉선의 너치가 . 

대칭이 되도록 설정하여 시뮬레이션한다 강화 메뉴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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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접거나 원단이 뭉쳐져 있으면 펼쳐서 깔끔하게 시뮬레이

션할 때 사용되는 메뉴로 플리츠 주름을 접을 때 많이 활용

되는 메뉴로 안정적인 착장 후에는 강화를 해제해야 한다. 

내부 선에 접힘 각도가 설정된 경우는 접힘선을 기준으로 

납작하고 날카롭게 각진 원단으로 표현되므로 접히는 방향

을 잡은 후에는 반드시 내부 선분을 삭제하거나 속성값을 

변경하여 자연스러운 착장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Figure 

이와 같은 과정으로 차원 가상 쇠창살 스모킹의 주름22). 3

이 접힐 위치에 접힘 각도 설정 패턴 강화 시뮬레이션‘ → → →

재봉선 설정 시뮬레이션 강화해제 접힘 선(unstrengthen)→ → →

Figure� 23.� 3D� Lattice� Smocking� Simulation� Process�
(taken by the author)

Figure� 24.� Comparison� of� Lattice� Smocking� Production� Stages
(taken by the author)

분 삭제 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차원 가상 쇠창살 스모킹’ 3

을 제작하였으며 제작 단계별 이미지는 (Figure 23), Figure 

와 같다 실제 쇠창살 스모킹 제작 과정과 동일한 순서로 24 . 

제작된 차원 가상 쇠창살 스모킹은 단계별 실제 머슬린으3

로 제작된 것과 형태가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스모킹 제작 과정과 동일한 단계로 제작된 . 

쇠창살 스모킹은 짧은 시간 내에 차원 가상 쇠창살 스모킹3

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쇠창살 스모킹의 주름 . 

특성에 의한 것으로 대각선 방향의 주름이 여유 공간 없이 

계속 교차하면서 주름이 표현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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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가상�마름모�스모킹�디자인2.� 3

머슬린을 이용한 마름모 스모킹 제작과 형태 분석1) 

관 모양 스모킹이라고도 불리는 마름모꼴 디자인 (tubular) 

스모킹은 좌우 방향으로 스티치 되면서 입체적인 장식 주름

을 형성한다 점 과 를 함께 재봉함으로써 점 (Figure 25). 1 2

과 사이인 중앙에 접히는 주름이 나타나며 뒤집어서 원1 2 , 

단의 겉을 보면 겉쪽으로 튀어나오는 관 모양의 입체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점 과 를 재봉한 후 앞면을 관찰하면 . 3 4 , 

당기는 위치의 차이가 있지만 관 모양의 입체적인 형태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점 와 을 연결해보면 안. 5 6

쪽에서 보았을 때 대각선 방향의 접히는 주름이 생기며 겉, 

에서는 가로 방향의 당김 주름 조합으로 튜브 형태의 입체

적인 특징을 갖는 마름모 스모킹이 완성된다 즉 좌우로만 . , 

스티치 되는 마름모 스모킹은 수직 방향 의 접힘선이 생(|)

기면서 관 모양의 입체적인 특징이 생기며 원단의 안쪽에는 , 

스티치 위치에 의한 대각선 주름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겉면의 입체적인 관 모양은 재봉 되는 점 . , 1

과 과 등과 재봉 되지 않는 점 과 와 등의 규2, 3 4 1 5, 4 7 

칙적인 반복으로 표현되었으며 안쪽 면은 서로 당겨 재봉 , 

되는 위치의 차이로 대각선과 수직선 방향으로 주름선이 표

현되었다.

차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 디자인 표현 기법2) 3

마름모 스모킹을 차원 공간에서 제작하기 위해 기본적인 3

패턴 구성은 실제 마름모 스모킹 제작 방법과 동일하게 적

용하였으며 추가로 서로 마주 보고 재봉 되는 곳을 중심으, 

Figure� 25.� The� Real�Muslin� Production� Stage� of� Lozenge� Smocking
(taken by the author)

로 접힐 수 있는 내부 선분을 생성해 주었다 실(Figure 26). 

제 마름모 스모킹 패턴은 원단의 안쪽에 표시된 도안을 기

준으로 작업하지만 차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은 원단의 겉, 3

면을 기준으로 제작하므로 차원 패턴을 좌우 뒤집기 기능2 ‘ ’ 

으로 변환하였다 다음 단계로 내부 선분으로 트레이스. ‘

기능을 이용하여 원단을 접어 줄 (trace as internal lines)’ 

수직 내부선과 의 봉제선을 내부 선분으로 변환하였0.15cm

다 마름모 스모킹의 형태적 특징에 맞춰 평평한 원단을 접. 

어주기 위해 설정한 내부 선분을 겉쪽으로 접어주기 위해 

접힘 각도 도를 설정한 후 강화 메뉴를 이용하여 주름 잡0 , 

힐 부분의 원단을 접어주었다 접힌 원단에 재봉선을 설정하. 

여 안정적인 차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의 형태를 만든 후3 , 

강화해제와 내부선 삭제를 통해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반복하여 실제 마름모 스모킹 제작과   

같은 순서로 차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을 제작하였으며 단3 , 

계별 과정은 과 같다 실제 원단은 안쪽 면을 기Figure 27 . 

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므로 차원 가상 스모, 3

킹은 겉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하여 마름

모꼴 패턴의 행을 만들면서 작업 과정을 반복하여 제작할 

수 있다. 

좌우로 당겨서 주름잡는 마름모 스모킹은 주름의 방향이   

같아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차3

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 제작이 가능하였다 각 주름의 디자. 

인 특성에 맞게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내부 선분 설정과 

각 내부 선분의 접힘 각도를 설정함으로써 한 번에 효과적

으로 주름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최소한의 단계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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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름 표현을 위해서 의 단계와 같이 마름모 Figure 28 1

스모킹의 관 형태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한 내분 선분을 

형태로 추가하였다 수직선의 간격은 표현하고자 하는 ‘ ’ . ∥

Figure� 26.� 3D� Lozenge� Smocking� Simulation� Process
(taken by the author)

Figure� 27.� Comparison� of� Lozenge� Smocking� Production� Stages
(taken by the author)

Figure� 28.� Simplification� of� 3D� Lozenge� Smocking� Production� Process
(taken by the author)

관 모양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서 달리해 줄 수 있으며 본 , 

연구에서는 간격으로 제작하였다 이 선분의 접힘 각도2cm . 

를 도와 각지게 보이기를 으로 설정하며 강화된 상태 0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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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뮬레이션하면 단계와 같이 평평한 원단에 인위적인 2

굴곡이 생기게 된다 이때 접힘 강도의 수치를 높여 평평한 . 

원단을 인위적으로 굴곡지게 만들어 줌으로써 충돌 없이 재

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단계로 재봉선을 . 3

설정하여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재봉까지 완료되, 

면 강제로 펼쳐진 원단을 강화 해제 하여 원래의 원단 물성‘ ’

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한 번에 차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 3

의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 추가했던 내부 선분 중 외곽 시, 

접분에 추가했던 내부 선분을 단계와 같이 삭제하여 시뮬4

레이션 함으로써 최종적인 차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을 완3

성할 수 있다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활용한 의상 제작. 3

은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형태 제작 후 반드시 의상의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차원 가상 마름. 3

모 스모킹의 경우는 내부선에 설정한 의 내부 선분 삭제 ‘ ’∥

또는 접힘 각도 수정으로 마름모 스모킹의 기둥 형태를 조

절할 수 있다 관의 접힘 각도가 도에 가까울수록 좀 더 . 0

납작한 형태의 관 모양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도에 가까, 180

울수록 관 모양이 좁으면서 겉쪽을 솟아오르는 형태로 표현

되므로 디자인에 따라 조절 가능 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 

차원 가상 마름모 스모킹을 단계와 같이 최종적으로 완성3 5

할 수 있다 즉 플리츠 접기 메뉴와 같이 마름모 스모킹의 . , 

형태 특징에 맞는 내부 선분의 접기 접힘 강도 접힘 각도( , , 

각지게 보이기 메뉴 속성들을 조절함으로써 시간적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Figure� 29.� The� Real� Muslin� Production� Stage� of� Flower� Smocking
(taken by the author)

차원�가상�꽃�스모킹�디자인3.� 3

머슬린을 이용한 꽃 스모킹 제작과 형태 분석1) 

꽃 스모킹은 원단의 겉면에 패턴을 그려놓고 사각형 의 ( )□

네 변을 모두 함께 재봉하여 사각형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스티치 실을 잡아당기면 주름이 접히면서 꽃무늬

를 표현할 수 있다 점 과 점 와 점 과 (Figure 29). 1 2, 2 3, 3

점 와 들을 스티치 하면서 접히면 꽃잎이 표현되며4, 4 1 , 

접힌 꽃잎은 입체적으로 솟아오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손으. 

로 눌러주는 사각 박스의 중심 쪽은 원단이 안쪽으로 접히

며 점 과 가 재봉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힌 꽃잎의 형태, 1 2

는 점 과 위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의 라인으로 겉쪽1 2 ‘<’

으로 접힘으로써 입체적 꽃잎 한 개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 

은 원리로 함께 재봉 된 점 에서 까지의 네 변에서 개의 1 4 4

꽃잎이 만들어지며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꽃으로 가득 찬 , 

질감이 제작된다 겉쪽은 꽃으로 가득한 반면 반대쪽은 아주 . 

밀집한 사각 박스 들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벌(close boxes)

집 무늬로도 불리며 박스를 이용한 패턴은 박(Bee cottage) , 

스 도안의 간격 등에 따라서 다양한 스모킹 디자인을 표현

할 수 있다.  

차원 가상 꽃 스모킹 디자인 표현 기법2) 3

차원 가상 꽃 스모킹은 이전의 스모킹 디자인과 달리 한 3

번에 네 변을 함께 재봉하면서 접히는 주름들로 각각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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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을 만들어야 한다 의 과 같이 꽃 스모킹을 제. Figure 30 1

작하기 위한 사각 형 패턴 설계와 각 모서리를 재봉함으( )□

로써 접히는 주름 방향에 맞춰 접힘선을 설정하였다 꽃잎 . 

주름을 표현할 주름선은 마름모 모양으로 설계하였으며( ) , ◇

꽃잎을 만들 때 손가락으로 사각형의 중심을 누르는 역할을 

위해 사각형 내부에 십자가 모양의 주름선을 추가하였다(+) . 

네 변을 함께 재봉하므로 각 모서리에 의 재봉선을 0.15cm

추가하였다 완성된 패턴을 로 불러와 주름선과 봉재선. CLO

을 위한 기초선을 내부선으로 트레이스한 후 각 내부 선분, 

별 접힘 각도를 설정하였다 마름모 모양의 내부 선분은 . ( ) ◇

원단의 겉면 쪽으로 접혀 꽃잎의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해야 

Figure� 30.� 3D� Flower� Smocking� Pattern� Design� and� Simulation� Process
(taken by the author)

Figure� 31.� Comparison� of� Flower� Smocking� Production� Stages
(taken by the author)

하므로 접힘 각도를 도로 설정하였으며 십자가 내부선0 , (+) 

은 도로 설정하여 원단이 안쪽 방향으로 접히도록 하였360

다 각 선분들에 설정된 접힘 각도는 차원 원단의 강화 시. 3 ‘ -

뮬레이션 을 통해 의 와 같이 전체 원단의 일부분’ Figure 30 5

에서만 원단이 접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안정적인 꽃 모양. 

의 주름을 접을 수 있도록 원단을 접은 후 재봉선을 설정하, 

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차원 가상 꽃 스모킹 디자인을 제3

작할 수 있다 단계별로 꽃 형태를 잡기 위해 설(Figure 31). 

정한 모든 내부 선분을 삭제하여 인위적으로 접힌 주름을 제

거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접힘 각도를 적용함, 

으로써 꽃 스모킹의 접힘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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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implification� of� 3D� Flower� Smocking� Production� Process�
(taken by the author)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Lattice smocking Lozenge smocking Flower smocking

Figure� 33.� Results� of� 3D� Virtual� Smocking� Rendering
(taken by the author)   

꽃 스모킹은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디자인으로 안정적으

로 제작된 차원 가상 꽃 유닛 하나를 이용하여 좀 더 3 (unit)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하였다 와 같이 차. Figure 32 3

원 가상 꽃 스모킹의 유닛 하나를 제작한 후 이를 복사, 

붙여넣기 합치기 를 반복함으로써 단(copy)- (paste)- (merge) 2

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꽃을 제작할 수 있다. 

완성된 꽃 스모킹의 외곽 여유 분량을 추가한 후 주름을 , 

접기 위해 설정한 내부 선분을 정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3

차원 가상 꽃 스모킹을 재현할 수 있다. 

차원�가상�스모킹의�완성도�향상�및�렌더4.� 3

쇠창살 스모킹 마름모 스모킹 꽃 스모킹의 실제 원단에서 , , 

표현되는 주름 특징을 차원 가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원 가상 스모킹을 제작하였CLO 3

으며 이를 훨씬 더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 , 

위해 렌더 메뉴를 활용하여 완성하였다(render) (Figure 33).

각 차원 가상 스모킹 디자인들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안3

정적인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 설계한 내부 선분 삭제 또는 

접힘 각도 조절 각지게 보이기 를 설정하여 완성하였, ‘off'

다 실제 의상의 디테일로 표현될 경우 최종적으로 차원 . , 3

가상 스모킹의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해 입자 간격(particle 

개별 두께 충돌 아바distance), - (add’l thickness collision), –

타 스킨 오프셋 등을 조절해 줌으로써 더욱 사(skin offset) 

실에 가까운 주름을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 

간격을 로 낮춰 주름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였으며3mm , 

개별두께 충돌은 에서 로 변경하여 적용하였- 2.5mm 1.0mm

다 차원 가상의상을 아바타에 착장할 경우는 스킨 오프셋. 3

을 기본 셋팅 값 에서 로 수정해 완성도를 높일 3mm 0mm

수 있다 또한 렌더 카메라의 조리개 값 셔터 속도. ISO, (F), 

포커스 거리 이미지의 기울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실(1/s), , 

제 환경에 가까운 빛과 반사를 적용한 차원 가상 이미지를 3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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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차원�가상�스모킹의�외관�유사도�분석5.� 3

쇠창살 마름모 꽃 스모킹의 실제와 차원 가상 스모킹의 , , 3

제작 상태에 대한 외관 유사도 평가 결과는 와 같Table 4

다 각 스모킹 디자인의 유사도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 . 

을 제시한 후 각 제작 단Figure 24, Figure 27, Figure 31 , 

계별 유사도를 비교 평가하게 하였다 실제와 차원 가상 . 3

스모킹의 유사도 평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종류의 차원 가. 3

상 스모킹에 대한 주름의 위치 주름의 형태 주름의 크기, , , 

입체적 표현성은 평균 이상으로 실제와 상당히 유사한 4.5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름의 형태에 대한 유사성 평가로는 두 . 

선분을 재봉하여 표현하는 쇠창살과 마름모 스모킹이 네 선

분이 함께 재봉 되어 표현되는 꽃 스모킹의 주름 형태 유사

성보다 높이 평가되었다 반면 잔주름 표현의 유사성은 평. , 

균 로 차원 가상 스모킹의 경우 실제와 같이 세밀한 주3.7 3

름까지 재현하기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는 실제 원단의 물리적 속성을 측정하여 반영하였지만 차, 3

원 가상공간에서의 세밀한 물성 표현을 위한 과학적인 기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 완성된 차원 가상 스모킹의 렌더링 유무에 따른 외  3

관 유사도 평가는 에 제시된 이미지와 실제 스모Figure 33

킹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유사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는 쇠창살 마름모 꽃 스모킹의 최종 완성 상태에 Table 5 , , 

대한 주름의 형태 주름의 사이즈 입체적 표현성 세밀한 , , , 

잔주름의 표현성 원단의 재질 원단의 광택 문항에 대한 유, , 

사도 비교 결과로 렌더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다 모든 문항에서 실제 스모킹에 대한 차원 가상 스모. 3

킹 유사도와 렌더링을 한 차원 가상 스모킹 유사도의 평가 3

결과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응 표본 . 

중에서 차이의 표준오차가 으로 값을 계산할 수 t-test 0 t 

Table� 4.� Similarity� between� Real� and� 3D� Virtual� Smocking� Depending� upon� the� Three� Smocking� Types

Items
Mean� of�
Three�

Smocking

Lattice Lozenge Flower
FMean

(S.D.)
Mean
(S.D.)

Mean
(S.D.)

1. Similar position of pleats 4.9 4.8(0.4) 5.0(0.2) 4.9(0.3) 2.663

2. Similar shape of pleats 4.6 4.7(0.5) 4.7(0.5) 4.5(0.7) 2.824

3. Similar size of pleats 4.7 4.7(0.4) 4.6(0.6) 4.6(0.5) 1.010

4. Similar 3D expression 4.5 4.6(0.5) 4.5(0.7) 4.4(0.5) 2.164

5. Similar crease expression 3.7 3.5(0.7) 3.8(0.7) 3.6(0.7) 2.580

5-point Likert scale: 1=very different, 2=different, 3=average, 4=similar, 5=very similar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세 종. 

류의 스모킹 주름 표현은 렌더에 의한 형태적 표현 사이즈 , 

재현 입체적 주름 표현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점, 4.3 

수로 평가되었다 쇠창살과 마름모 스모킹의 전체적인 주름. 

의 외관이나 실루엣은 렌더링 여부에 따른 차이 없이 같은 

유사도 평균 점수를 보였다 차원 가상 스모킹의 주름 표. 3

현에 대하여 전체적인 큰 주름의 표현성은 우수하게 평가되

었으나 상대적으로 세밀한 주름의 표현 유사도는 평균 3.3

에서 의 점수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원 가상4.0 . 3

착의 시스템에 의해 구현되는 가상의상의 형태적인 측면에

서는 상당히 유사하게 재현됨을 의미하지만 차원 가상 소3

재의 세밀한 구부러짐 등의 군주름 표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원단의 재질감 유사도는 평균 . 3.5 

내외의 유사도 점수를 보였으며 원단 광택의 반사에 대한 , 

유사도 평가는 모든 문항 중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차원 가상 원단 표면의 울퉁불퉁한 소재의 질. 3

감 표현을 위해 노말 맵 이미지 효과 가상 원단의 표면 거, 

칠기 강도에 의한 원단의 광택 표현 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함을 의미한다.

결론.�Ⅴ

본 연구는 차원 패션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차원 어패3 3

럴 캐드인 를 활용한 차원 가상 북아메리칸 스모킹 CLO 3

디자인 제작 방법과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디

지털 패션 산업에서의 가상착의 시스템에 의한 다양한 디자

인의 재현성 향상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쇠창살 스모. 

킹 마름모 스모킹 꽃 스모킹 디자인에 대한 실제 제작 과, , 

정과 표현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차원 가상 표현 방3

법을 연구하였다.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실제 원단 물성을 반영하였으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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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Similarity� with� or� without� Rendering

Type Items(view)
No� Rendering Rendering

t-value
Mean(S.D.) Mean(S.D.)

Lattice

smocking 

Similar shape of pleats(F) 4.7(0.5) 4.7(0.5)

Similar shape of pleats(B) 4.6(0.5) 4.6(0.5)

Similar size of pleats(F) 4.8(0.4) 4.8(0.4)

Similar size of pleats(B) 4.8(0.4) 4.8(0.4)

Similar 3D expression(F) 4.7(0.5) 4.8(0.4) 

Similar 3D expression(B) 4.7(0.5) 4.8(0.4) 

Similar wrinkle expression(F) 3.5(0.5) 3.8(0.8) -1.000

Similar wrinkle expression(B) 3.5(0.5) 3.8(0.8) -1.000

Similar texture expression(F) 3.0(0.6) 3.7(0.5) -1.000

Similar texture expression(B) 3.5(1.0) 3.7(0.5) -1.581

Similar fabric gloss expression(F) 2.7(0.8) 2.8(0.8) -3.162

Similar fabric gloss expression(B) 2.7(0.8) 2.8(0.8) -0.542

Lozenge

smocking

Similar shape of pleats(F) 5.0(0.0) 5.0(0.0)

Similar shape of pleats(B) 4.8(0.4) 5.0(0.0) -1.000

Similar size of pleats(F) 4.8(0.4) 5.0(0.0 -1.000

Similar size of pleats(B) 4.8(0.4) 5.0(0.0) -1.000

Similar 3D expression(F) 4.7(0.5) 5.0(0.0) -1.581

Similar 3D expression(B) 4.7(0.5) 5.0(0.0) -1.581

Similar wrinkle expression(F) 4.2(0.8) 4.0(0.6) 1.000

Similar wrinkle expression(B) 3.8(0.4) 4.0(0.6) -0.542

Similar texture expression(F) 4.0(0.6) 3.8(0.4) 0.415

Similar texture expression(B) 3.3(0.8) 3.3(0.5) 0.000

Similar fabric gloss expression(F) 2.8(0.8) 2.8(0.8) 0.000

Similar fabric gloss expression(B) 3.0(0.9) 2.7(0.8) 1.581

Flower

smocking

Similar shape of pleats(F) 4.8(0.4) 4.7(0.5) 1.000

Similar shape of pleats(B) 4.3(0.8) 4.3(0.5) 0.000

Similar size of pleats(F) 4.8(0.4) 4.5(0.5) 1.581

Similar size of pleats(B) 4.8(0.4) 4.5(0.5) 1.581

Similar 3D expression(F) 4.3(0.5) 4.5(0.5) -0.542

Similar 3D expression(B) 4.5(0.5) 4.5(0.5)

Similar wrinkle expression(F) 3.5(0.8) 3.7(0.8) -1.000

Similar wrinkle expression(B) 3.3(0.5) 3.7(1.0) -1.000

Similar texture expression(F) 3.2(0.4) 3.2(0.4)

Similar texture expression(B) 3.5(0.5) 3.3(0.5) 1.000

Similar fabric gloss expression(F) 2.7(0.8) 2.7(0.8)

Similar fabric gloss expression(B) 2.8(0.8) 2.8(0.8)

5-point Likert scale: 1=very different, 2=different, 3=average, 4=similar, 5=very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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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미지는 스캔하여 적용하였다 차원 가상 의류는 겉면. 3

에 패턴의 내부선이 보이도록 착장하므로 실제 스모킹과 동

일한 조건으로 제작하기 위해 쇠창살과 마름모 스모킹의 패

턴은 반전하여 제작하였으며 꽃 스모킹은 실제 원단에 적용, 

된 패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북아메리칸 스모킹 중 대. , 

표적인 쇠창살 마름모 꽃 패턴의 차원 가상 스모킹 주름, , 3

을 표현하기 위한 재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아메리칸 스모킹 디자인의 주름 방향성을 고   , 

려한 접힘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쇠창살 스모킹과 같이 . 

대각선으로 재봉 되어 표현되는 주름은 재봉선 방향이 

‘ 일 경우 접힘 선분은 서로 재봉 되어야 할 양쪽 대각’ , 

선을 기준으로 수직 반전된 ‘ 선분으로 설정함으로써 주’ 

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마름모 스모킹은 수평으. 

로만 재봉 되는 디자인으로 재봉선이 ‘ 방향일 경우 접’ , 

힘선은 방향으로 재봉선 중앙에 설계하여 수직 방향의 ‘|’ 

주름을 표현할 수 있다 꽃 스모킹은 그리드의 점을 서로 . 4

재봉하는 경우로 ‘ 과 ’ ‘ 방향으로 재봉 되어 과 ’ ‘|’ ‘ ’ ─

방향으로 접힘선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설정된 십자형. (+) 

선분은 원단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주름선이 되며 겉으, 

로 접혀 주름 잡히는 꽃잎을 표현하기 위해 마름모 형( ) ◇

의 접힘 선분을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주름을 접을 수 

있다. 

둘째 원단의 입체적 주름 표현을 위하여 설정한 접힘선  , 

에 접힘 각도를 달리 적용하여 원단의 주름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주름이 접힐 내부 선분의 접힘 각도가 도에 가까. 0

울수록 원단의 겉쪽으로 나와 원단이 접히며 도에 가깝, 360

게 설정할수록 원단의 안쪽으로 들어가며 접히게 된다 따라. 

서 쇠창살과 마름모 스모킹의 접힘선은 겉으로 접히는 주름

을 표현하기 위해 도를 설정해 주며 꽃 스모킹은 십자형 0 , 

선분과 마름모형 선분에 대하여 각각 도와 도의 접힘 360 0

각도를 설정하여 꽃잎 주름을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강화 메뉴를 이용하여 주름을 깔끔하게 접어 표현  , 

할 수 있다 강화 메뉴는 차원 패턴의 물성을 일시적으로 . 3

빳빳하고 힘 있게 변경하여 접힘 각도가 설정된 부분을 더

욱 확실하게 접어주어 평평한 원단 일부분을 접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화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주. 

름을 접은 후 강화를 해제하여 원래의 원단 물성을 반영함, 

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주름을 표현할 수 있다. 

실제와 차원 가상 스모킹의 외관 유사도를 평가한 결과  3 , 

스모킹 디자인별 주름 특징에 따른 주름 표현의 유사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 종류. 

의 스모킹 디자인에 대한 실제와 가상 스모킹의 주름 위치, 

형태 사이즈 입체감 표현의 유사도가 평균 이상으로 , , 4.5 

상당히 높은 점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차원 가상 스모. 3

킹의 경우 실제에서 표현되는 세밀한 주름들이 좀 더 매끄

럽게 정돈되어 표현됨으로써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되100%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렌더링 여부에 따른 최종 제. , 

작 상태의 주름 표현 유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차원 가상 스모킹의 원. 3

단 질감 표현과 원단 광택 표현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

어 원단의 재질과 색상 재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렌더링 . 

이미지는 에서 기본으로 세팅된 값을 기준으로 제작한 CLO

것으로 차원 가상에서의 렌더 환경을 실제 촬영과 유사한 3

환경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더욱 유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사실에 가까운 차원 가상의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3

는 패턴에 따른 디테일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

한 소재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원단 특성별 실루엣 및 재질 

재현성의 변화 비교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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