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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4차산업혁명은정치, 경제및사회, 문화전반의미래
지향적 변혁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광의의개념으로진화하고있다. 4차 산업의도래는혁명
적 기술 변혁 시대에 패션과 신기술의 인공지능, 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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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가상 의상 기술을 활용한 캐쥬얼웨어 디자인 연구
- Z 세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sign of Casual wear utilizing 3D Virtual Clothing 

Technology - focus on Generation Z

신혜경

 Shin, Hae Kyung

요 약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Z세대는 미래 패션을 재편할 수 있는 패션 산업의

주요 소비층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및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에 친숙한 Z세대를 위한 캐쥬얼웨어를 3D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해 디자인하여 걸리쉬, 스포티브, 이지,

컨템포러리의 4가지 룩으로 디자인 전개하였다. 의상디자인에 3D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의 활용은 팬데믹 환경에서

디지털 패션 디자인기획 및 생산 프로세스와의 융합을 통한 미래 패션 산업의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유통을 강화시킬 수 있다. 언택트 패션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

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3D 가상의상 기술의 활용은 3D 샘플 제작, 온라인 피팅, 수정과 보정 및 품평을 통해 업무 프로세

스에서 소통이 확대되고 인적, 물적 자원의 경감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의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다.

주요어 : Z세대, 3D 가상 기술, 캐쥬얼웨어, 디지털 패션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eneration Z, familiar 
with digital culture, is drawing keen attention as a major consumer of the fashion industry. In this study, casual 
wear for Generation Z, who is proficient in digital devices and prefers information acquisition and lifestyle over 
the Internet, was designed using 3D virtual simulation and developed into four looks: Gulish, Sportive, Easy and 
Contemporary. The use of simulation of 3D virtual clothing in costume design can build digitalization of future 
fashion industry through convergence with digital fashion design planning and production process in fandemic 
environment and strengthen online platform distribution. In a business environment that continues to innovate to 
enhance work efficiency by introducing an Untouch fashion production system, the use of 3D virtual clothing 
technology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sustainable management through 3D sample production, online fitting, 
modification, and final critic processes to reduce the time and cost of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nd review.

Key words :  Generation Z, 3D Virtual Technology, casualwear, digital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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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IT 기술의융합을통해온라
인디지털네트워크를통한디지털지식정보교환및디
자인 프로세스가 활용되고 있다[1]. 첨단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신세대를 칭하는 Z세대는 미래 소비시장의 중심
으로 자신들 만의 독특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
며 신흥 소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2]. 1990년대 중반
에서 2000년대초반에출생한이들은어린시절부터스마
트폰을 경험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인터넷의 발달
과함께후천적으로디지털문화를경험한Y세대및밀레
니얼 세대와 구별된다. 현재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연령에 속하는 이들 Z세대는 2019년 기준 전세계 인구의
32.0 %, 국내인구의 17.6%를차지하며 [3] 미래소비시장
의중심층으로구매력과파급력및사회적영향력이크게
부상하여다양한관점에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삼성패
션연구소는 2020년 패션 산업 10대 이슈로 전례없는 (U.
N. E. X. A. M. P. L. E, D)을선정하면서패션마켓은 Z세
대를 중심으로 재편(Direct to Gen Z)된다고 분석하였으
며[4] 백화점및주요패션기업들도디지털네이티브 Z세
대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Z세대는
기성복과 고가의 명품 브랜드 보다는 기성 세대의 옷을
자기만의 색깔로 새롭게 입는 트렌드를 문화전반에 전파
시키고있는세대로믹스매치(mix match)와고프푸어 (G
orpcore: 투박하고못생긴아웃도어패션) 및스트리트패
션을 주도하여 커버넛 (Covernut), 디스이즈네버댓 (thisi
sneverthat), 카이 (KYE), 에이지( Age), 파인드카푸어 (F
ind carpoor) 등의신생스트리트캐쥬얼브랜드가대세를
이루고 있다[5]. 특히 커버넛은 2019년 패션 비즈에서 최
고의 캐주얼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고객층 확보
를위해콜라보레이션을통해패션을넘어문화협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6].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2020년도 한국 패션시장 규모

조사결과발표[7]를살펴보면 2020년복종별시장규모는
재택근무로 인한 간편복과 2030세대의 명품소비 영향으
로캐주얼복, 신발, 가방시장이호조를보이며 2020년 한
국패션시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백화점을비롯한유통업계에서는캐쥬얼의류브

랜드를중심으로새로운리모델링및매장디스플레이변
화를 통해 Z 세대 눈높이에 맞춘 공간 리모델링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Z세대는 영상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소비
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익숙하여 텍스트보다 이미지
와영상등시각콘텐츠를선호하며스마트폰이용빈도가
높아모바일미디어에친숙하다[8]. 따라서 3D 가상 기술
을활용한온라인가상피팅및온라인플랫폼활용에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패션산업은 covid-19의
영향으로 생산 원가와 노동 임금의 상승 및 소비자의 비
대면 문화의영향[9] 등으로 패션시장 위축 및 국제경쟁
력이 크게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
로운 지식과 기술집약적 융합을 통해 혁신적 기술 및 전
략에따른고부가가치패션산업의확장을모색하고있다.
3D 가상기술시뮬레이션 (virtual technology simulation)
은온라인상에서다양한디자인개발및변형, 온라인플

랫폼확대, 소비자를위한사용편의성향상및 AI를 이용
한 쇼핑 정보의 제공 등으로 패션 산업의 디지털 확장을
도모할수있다. 이와같은 3D 디지털기술의상용화는패
션디자인, 제작, 생산 공정의 가상시뮬레이션에 따른 경
비절감의확대및비대면온라인품평회를통한패션산업
의시공간적확장을통해경제성확대의효과를가져오고
있다. 모바일 쇼핑몰의 발달과 온라인 플랫폼 소비 문화
의확장에 따라소비자들의 의류 구매패턴이 다양화, 합
리화되고브랜드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마케팅 기획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고부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성적이
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며 제품 및 서비스 스토리가
자신의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價心
比)를 중요시하는 절제된 소비패턴을 보이는 Z세대를 위
해 3D 가상 기술의 활용을 통한패션디자인개발은 디지
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 효율성 확대 및
기업의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패션산업에서 경쟁력 강화
매출 확대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D 가상기술과의관련선행연구에서는 3D 디지털디

자인과 관련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3D CAD를 통한
재킷의실제착의와 3D 가상착의 상태를비교분석한 연
구[10] 와 가족예복 디자인 개발[11] 및 팬츠슈트 디자인
[12]등의 연구가 있으며 3D 프린팅기술 개발 및 활용
[13][14] 과 빅데이터 분석[15]등이 진행되었으나 새로운
소비 문화의 주체이며 패션산업의 중심 세대로 부상한 Z
세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문화의 확산에 따른 패션 산업의 온라인 플
랫폼의 증가에 따른 가심비의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Z
세대를 위한 캐쥬얼 웨어 디자인을 3D 가상의상 시뮬레
이션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
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의 확산에 따른 패션 산업의
고부가가치디자인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여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가상 서비스 체험의 확대를 통해
IT 강국으로의 리더 및 글로벌 패션 산업의 중심 국가로
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
특성 및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최
근 캐쥬얼 패션 산업의 특성 및 브랜드 사례를 조사하
였다. 그리고 디지털 패션 산업의 현황 및 3D 가상 기
술의 발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3D 가상 착의기술을 활용하여 Z세대를 위한
캐쥬얼 웨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캐쥬얼
패션 시장의 세부 타킷 영역을 분류하고 4종의 3D 가
상 캐쥬얼 웨어 룩을 제안하였다. 3D 가상의상 시뮬레
이션은 CLO 3D 소프트웨어 5.2를 이용하여 기본 아바
타 여성 모델을 활용하여 3D 가상 시뮬레이션에 의해
디자인 전개하였다. 3D 가상의상 기술은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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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에서 ‘언택트(Untact)’ 패션 제작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 개발, 원단 스캐닝, 샘플 메이킹 및 마스터 패션
디자인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의류 생산 체계를 비대
면 환경에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업무 편이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산업에서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디자인 개발은 온라인 플래폼의 확산
에 따른 패션 상품 소비의 확대를 통한 패션 산업의 고
부가가치 산업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Z세대의 패션 산업 특성

1. Z 세대의 개념

Z세대는 첨단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신세대로 1990년
대중반에서 2000년대중반에걸쳐태어난세대로 Z는알
파벳의마지막글자로 20세기에태어난마지막세대를뜻
한다. 타인의가치관을그대로답습하기보다는나답게사
는것이 중요한 세대로숨소밍 (숨쉬듯소신) , You아독
존( 유튜브에선모든게가능하다) 등새로운신조어를유
행시키며 패션업계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중심세대로 부
상하고있다. Z세대는 2020년 26억명에이를것으로추정
되며전세계인구(약 76억명)의약 34%를차지하고있다.
Z세대의 특징은 Conscious (개념있는), Hyperconnected
(초연결된), Advocative(옹호하는), Natively digital(디지
털 시대에 태어난), Global(국제적), Eco-friendly(친환경
적) 등여섯가지로분석하고있으며[16] 이중 가장큰특
징은 초연결성으로 SNS를 통한 이슈 공론화등 사회 이
슈에민감하게반응하며지구적연대를이끌어낸다. 또한
Z세대는 필란스로키즈(philanthrokids)로 불리는데 이는
필란스로피(philanthropy·자선)와키즈(kids·아이들)의합
성어로 '공공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아이들'이란 뜻으로
사회를향해어떤목소리든내야한다는책임감이투철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유행이나 브랜드보다 나만
의 스타일에 가치를 두고 개성있는 합리적 소비패턴을
보이고있다. 이와같은 Z세대를위한캐쥬얼웨어디자인
개발을통해 트렌드를분석하여뉴 컨셉의 3D 가상 의상
캐쥬얼웨어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룰 통해 미래
패션산업의주요소비층인 Z세대의소비가치분석에따
른 수요 예측 및 3D 기술을 접목한 가상 서비스 체험을
통하여 미래 패션 산업의 디지털 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한다.

2. 캐쥬얼 패션 산업의 특성

최근국내캐쥬얼브랜드는스트리트캐쥬얼의브랜드
성장이중심을이루고있다. 이는 Z세대의성장과함께온
라인쇼핑몰로의유통환경의변화및온라인플랫폼활성
화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스마트 소비 환경의 변
화에따른 현상이라고볼수 있다. 즉스트리트캐주얼은
젊은 소비자층의 감도를 충족시키는 정체성이 확실한 브

랜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영등포점 리뉴얼에서 백화점의 대

표공간인 2층전체를 Z세대가선호하는콘텐츠를중심으
로 유스컬쳐 매장으로 공간 구성을 하였다. 무신사, 지그
재그, W컨셉등인기온라인쇼핑몰의탑 셀러브랜드의
쇼핑공간을오프라인에마련하는혁신을시도하고있다.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44개의 캐쥬얼 브랜드를 입점시켰
으며, 백화점의 유통환경을 Z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확장시키고있다[17]. 유스컬처존의대표브랜드는 ‘부티
크Y’, ‘아카이브랩’, ‘플라넷비’ 등의온라인을기반으로두
터운마니아층을보유한브랜드로구성되었다. 온라인상
으로 주로 구매를 하는 20대 여성 고객을 위한 디자이너
브랜드 중심으로 영컨템포러리 편집 매장을 구성하여 기
존의컨템포러리상품군대비가성비있는가격대와브랜
드정체성이명확한컨셉의독특한디자인을가지고있는
것이특징이다. 또한현대백화점은신촌점유플렉스지하
2층에 자체 편집숍 ‘피어(PEER)’를 개장하여, 오직 이곳
에서만경험할수있는콘텐츠구성으로실용적이고창조
적인패션 편집숍으로 차별화하고있다. 약 70여 개 패션
캐쥬얼 브랜드를구성하여 비바스튜디오, 네온문, 유니폼
브릿지등 40여개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브랜드로 저렴한 가격대와 트렌디한 콘셉트와 정체성이
뚜렷한 브랜드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1020 세대에게
인기를끄는브랜드들을발빠르게구성하여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쟁 속에서 ‘트렌드 발신지’로서 백화점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18].

그림 1. 현대백화점 피어 광고
Figure1. Peer Adevertizing in Hyundai Department

이와같이유스컬쳐상품군신설을통해젊어진백화
점은 미래 고객인 Z세대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소비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있다. 캐쥬얼웨어는자연스럽고베이직한스타
일을 중심으로 편안함과 부드러움 경향을 선호하여티셔
츠, 스웨터, 후드셔츠및팬츠등기본아이템과원피스등
을포함하여아이템을구성하며출근복및업무시간이후
의사생활에서도같이착용할수있도록코디네이트를강
조하여 특별한 스타일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캐쥬얼 웨어 분야는 언택트 시대에 특
유의편안함으로브랜드아이덴티티를를강화하고 Z세대
의실용주의적가치소비패턴을실천할수있는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캐쥬얼 웨어 존(Zone)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패션과 3D 디지털 기술의 융합

1. 디지털 패션 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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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응용은 모바일 쇼핑의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의 일상적 활용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의 실시간 정보 수
집에 따른 공유의 확대등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 패션
디자인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기반 패션 전문 플

랫폼인 4세대플랫폼의급속한성장이확산되고있다. 특
히 무신사, 에이블리, 무신사, 지그재그, 브랜디등 4세대
패션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신소비자 권력시대를 전개
하고있다[19]. 4세대 패션플랫폼은난닝구, 스타일난다
등의 2세대 독립쇼핑몰과 3세대인 SNS마켓(세포마켓)이
통합된 온라인 편집숍 플랫폼을 지칭하고 있다. 무신사
(MUSINSA)는온라인패션전문플랫폼으로독보적위치
를차지하여국내패션플랫폼최초로거래액 1조원을넘
어 약 1조4,000억 원 달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기업 패
션 및 명품 브랜드들도 입접하여 매출 확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스트리트 캐쥬얼의 성장과 함께 발전한 무신
사는 시즌별 기획전 및 신규 컬렉션 쇼케이스 등 다양한
콘텐츠기획으로스트리트캐주얼, 캐주얼웨어등복종에
관계없이 모든 브랜드들이 반드시 입점해야 하는 온라인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 1020 여성들을 위한 패션앱으로
특히 모바일 앱 기반의 맞춤, 추천 기능의 AI 솔루션, 통
합결제, 물류시스템등을갖추고있는게차별포인트다.
상품 추천, 결제, 배송 부분에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으
며 수수료도 상당히 낮아 입점사 및 고객 모두 증가하고
있다. 에이블리(Ably)는 설립 2년차로 인스타그램, 유튜
브등흩어져있던개인인플루언서마켓을한곳에모은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월간 앱 사용자는 300만 명(안드로
이드+ios), 누적 앱 다운로드 수는 1,200만, 누적 회원 수
는 400만명이며입점브랜드는 1만개(셀러스와파트너스
합계)에달한다. 브랜디( Brandy)는 4년전블로그마켓모
음으로시작,하여 현재 7,000개의 마켓이입점해있다. 월
매출 1억 원 이상을 돌파한 판매자는 30여 곳으로, 앱 다
운로드수는 770만, 회원수는 315만 명에달한다. 동대문
기반 쇼핑몰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최적의 스타
일을제공할수있도록돕는플랫폼으로시작한지그재그
는 누적 앱 다운로드 수 2,000만 건, 월 이용자 수 300만
명, 입점쇼핑몰은현재 3,700여곳으로나타났다. 이러한
플랫폼은낮은수수료와셀러니즈에맞는서비스지원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셀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2. 연령별 패션 앱 사용자 순위[20]
Figure 2. Fashion App Raking by Ages

2. 현대 패션산업에 활용된 3D 디지털 기술의 융합

패션 산업에 활용된 3D 디지털 기술은 3D 가상 의
상 시뮬레이션, 디지털 패션디자인, 스마트 쇼핑몰 운영
및 증강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D 가상 의상 기
술은 가상 인체 모델을 통해 2차원의 패턴을 3차원의
입체 착의 형태로 디자인, 패턴 설계 및 봉제의 시뮬레
이션을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의상디자인에서 디자인
개발 및 핏(Fit) 테크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1)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은 ‘포스트 코로나’ 환경 하에서 최근 디

지털을 기반으로 한 업무 영역을 화대하여 ‘3D 샘플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3D 샘플 프로세스’란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의 3D 의상을 제작해 디자인 의
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해외 바
이어 리뷰를 위해 원단과 부자재를 구비하고 실제 샘플
을 제작해 항공편으로 발송한 후 의견을 기다리는 일반
적인 업무프로세스에서 가상의상 3D 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의류제작 과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
켰다. 다수의 샘플을 3D로 제작하고 가상 공간 속 마네
킹에 착의시켜 해당 이미지나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전
달하고 있다. 특히 실물 원단의 특성과 텍스처를 3D 공
간 안에서 정밀하게 구현하여 디자이너는 3D로 제작한
의상 샘플을 360도로 자유롭게 회전시키고, 원단의 투
명도를 임의로 조절해 내부 피팅감까지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3D 샘플은 시간과 비용
을 대폭 절감하며 또한 샘플 원단 가공 및 제작으로 인
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 폐기물 등 환경 파괴 요소들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한 경영(Sustainability) 측면에
서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3D 샘플을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Visual

Merchandising) 분야까지 확대하여 가상 모델에 스타일
링을통해디자인기획및서비스마케팅까지가능하도록
차별화할 수 있으며 매장 디스플레이나 온라인 웹진에
업로드하여패션산업의활용이확대되고있다. 그림 3은
3D샘플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21].

그림 3. 3D 샘플디자인
Figure 3. 3D sample design

2) SUNNEI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힙한 캐쥬얼 브랜드로

20/21 S/S 콜렉션을 3D 디지털 렌더링으로 표현 구성하
였다. SUNNEI Canvas를 타이틀로 새로운 컬렉션 디자
인이 아닌 기존의 컬렉션 제품을 소재와 색상뿐만 아니
라 스타일까지 직접 선택하여 3D 렌더링된 디지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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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차 등장시켰다. 마치 새하얀 캔버스에 색을 채우듯
소비자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옷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쇼룸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어울릴 스타일과 소재, 색상을 선택하여 새로운 창의적
디자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움만이
아니라 위트를 통해 가벼운 발상의 전환만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효과를 제시하여 디지털 패션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켰다[22].

그림 4. 선네이 캔버스 콜렉션
Figure 4. sunnei canvas collection

3) 언더카버
스트리트캐쥬얼브랜드언더커버는 2021 봄여름남성

복 컬렉션을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바로
웹사이트에서 모델의 모습을 3D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
여 앞뒤, 좌우 , 상하등의다양한각도로움직이며의상
을자세히관찰할수있도록제작하였다. 3D로모델과의
상을모두렌더링해서마치눈앞에서의상을만져보듯실
감 나는 룩북을 제공하였다. 이는 의상을 자세히 관찰하
고감상한다는패션쇼의본질에더접근한디지털패션의
의미를 가지고있다[23]. 3D 디지털 기술을통해 전 세계
누구나 집에서 마우스를 클릭해가며 간단하게 옷의 실제
와 가까운 모습을 체험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패션쇼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사료된
다.

그림 5. 언더커버 디지털 룩북
Figure 5. Undercover digital lookbook

IV. 3D 가상 의상 기술을 활용한 캐쥬얼웨어
디자인

1. 디자인 기획 및 전개 프로세스

3D 가상소프트웨어에의한디자인프로세스는디자이
너의시즌컨셉에따른아이디어스케치를기초로디자이
미지맵을구성하고도식화를작업한다. 그리고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인 CLO 3D 프로그램을이용하여가상의상디
자인프로세스를전개한다. 아바타모델의사이즈를설정
하고디자인에따른패턴설계및배치후가상봉제를통
해 3D 시뮬레이션에의해디자인완성및착의상태를평

가한다. 3D 가상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중력에 의해 의
상의 착의 상태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배치 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재 물성과
텍스쳐이미지및컬러웨이의맵핑프로세스를통해다양
한 의상디자인을 구현한다. 아바타의 포즈 변환 등의 세
부 이미지 설정 후 최종 디자인 바리에이션을 전개한다.
실물 의상과 같은 퀄리티 향상을 위해 입자간격 및 렌더
링을 이용하여 완성된 의상디자인의 최종 착의 이미지를
평가하고 가상의상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을 향상시킨다.

2. 캐쥬얼웨어 디자인

코로나사태이후편하고화려한캐쥬얼웨어를선호하
는트렌드[24]를 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 20대의 Z세대를
위한캐쥬얼웨어를 3D 가상디자인시뮬레이션을활용하
여디자인개발하였다. 개발된 4가지룩은스포티브 (Spor
tive), 걸리쉬(Girlliss), 이지(Easy), 컨템포러리(Contemp
orary)의 4가지 룩으로 전개하였다. Look1은 후드셔츠(H
ood shirts)와죠거팬츠(Jogger pants) 구성으로스포츠웨
어의특성을반영하여트레이닝복스타일을디자인하였
다. 오버사이즈(oversize)의 상의 후드와 립(rib) 밴드를
활용하여활동성을강조하였으며카모플라쥬 (camouflag
e) 패턴을 이용하여 걸크러쉬(girl crush)의 멋진 동경이
미지를표현하였다. 그리고나만의개성을추구하는 Z 세
대의 감성을 강조하여 목에서 어깨에 걸쳐 절개 부분을
남겨두어개성을표현하고있다. Look 2는 걸리시룩( Girl
ish look)으로캐쥬얼웨어에소녀스런감성을표현하여플
레어주름이 달린 슬립드레스를 티셔츠 위에 착용시켜 모
던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각각의 아이템을 따로 또 같이
코디네이트할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을 부가하였다. Look
3은롱셔츠와와이드팬츠의편안한스타일로이지(easy)
캐쥬얼 웨어를 표현하고 있다. 상의의 롱셔츠는 명화의
그래픽모티브를통해예술감성을표현하고다양한코디
네이트를통해걸리시, 컨템포러리스타일로응용이가능
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원마일웨어의 역할뿐아니라
일상복의 기능도 같이 구성하였다. Look4는 현대적인 트
렌드를 반영한 모던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캐쥬얼 웨어로
스키니진과타이트한상의구성을통해강인하고당당한
여성미를강조하였다. 바이크웨어의액티브이미지를반
영하여체인장식 및팬츠의 슬래쉬(slash) 장식을 부가하
여캐쥬얼웨어에서스포티즘패션의애슬레저(athleisure)
웨어로 확장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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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캐쥬얼 웨어 디자인
Table 1. Casualwear Design

Look 3D design & pattern Item

Look
1

Oversiz
e Hood
shirts,
Jogger
pants

Look
2

T-shirt,
Slip
dress

Look
3

Long
shirts,
Wide
Pants

Look
4

Black
fitted
top
Skinny
pants

Ⅴ. 결 론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뉴노멀(New Normal)’의 시
대를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은 속도과 적응력으로 이에 따
라 패션산업의 디지털화의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응용은 온라인 쇼핑
과 플랫폼의 확장 및 스마트폰 앱의 편이성에 따른 일상
적 활용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실시간 정보 수집의 확대
및 공유 등의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 패션디자인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고 있다.
팬데믹 현상하에서 온라인 기반 패션 전문 플랫폼인 4

세대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3D 디지털 기술의 융합과 활용이 개발되고 있다.
3D 가상의상디자인(3D virtual clothing design)은패션업
무에서 3D 샘플프로세스도입을통하여시간과경비절감
과 생산 기간의 단축, 및 샘플 원단 가공 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폐기물의환경파괴요소들도감소시킬수있
어 지속 가능한 경영의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디스플레이등의 상품기획 분야까
지확대하여가상모델에스타일링을통해디자인기획및
서비스 마케팅까지 가능하도록 차별화할 수 있으며 매장
디스플레이나온라인웹진에업로드하여패션산업의융합
활용이확대되고있다. 따라서패션산업현장의기술전문
인패턴사및샘플봉제사의부족한인력수급에대한실질
적대안으로제시할수있다. 온라인플랫폼을통한쇼핑의
활성화와 쇼설미디어를 통한 소비 문화가 증가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패션 및 유통 업계의 마케팅 기획에도 3D 가
상기술활용이다양화되고있다. 포스트코로나이후패션
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온라인 산업의 확대에 따
른 캐쥬얼웨어 산업만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
서 미래 소비의 핵심 세대인 Z세대를 위한 캐쥬얼웨어 개
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가상 의상
시뮬레이션을활용하여캐쥬얼웨어디자인을개발하고실
제패션산업의디지털패션디자인기획및생산프로세스
에응용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변화하
는 패션 마켓 재편의 중심 타킷인 Z세대를 위한 캐쥬얼웨
어를 3D 가상 디자인시뮬레이션기술을활용하여스포티
브(Sportive), 걸리시(Girlliss), 이지(Easy), 컨템포러리
(Contemporary)의 4가지 룩으로 디자인 전개하였다. 구성
된아이템은후드셔츠, 조거팬츠, 티셔츠, 슬립드레스, 롱셔
츠, 와이드 팬츠 및 스키니팬츠와 피티드 상의디자인으로
각 아이템이 서로 코디네이트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3D 가상 의상디자인은가상시뮬레이션을통해짧은시간
에 패션 디자인 및 제작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특성이있으며 3D 샘플제작, 온라인피팅, 품평을통
해업무프로세스에서소통이확대되고인적, 물적 자원의
경감에따른긍정적효과를통해지속가능한패션의가치
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적 가치를 부여하고
결과물의 디지털 데이터 구축을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의
보관 및 활용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디지
털콜렉션이확대되는패션산업에서 3D 렌더링및디지털
패션쇼 도입을 통해 창의적인 영상물로 구체화시킬 수 있
어미래패션콘텐츠산업의발전이기대되어진다. 브랜드
고유의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빠른 시제품 생산과 유행 싸
이클이급속하게바뀌고모바일과온라인마켓이활성화되
는 패션 산업 환경하에서 3D 가상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은패션비지니스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미래혁신기
술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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