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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effective activation of apparel CAD system and 
for this, the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 of CAD using companies and comparative inspec
tion with the advanced study were carefully conside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investigation result of the system using enterprises is that the direct eff으ct from the 

operation of the CAD system after its introduction was the promptness, and the indirect 
effect of it was the growth of operation level and operating reliance.

2. The problem originated from the system was the uncertainty of employer effectiven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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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ng source for it when introduced, and the lack of consciousness of it when opera
ted.

3. The using level in pattern manufacturing function was lower than that in grading and 
marking.

Therefore, as the full automation in CAD system is a part of CIM construction and the di
rection to which apparel companies should go, a firmly connected system between manage
ment & the persons in charge in apparel companies, facility supplying companies, univer
sities &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duly constructed first of 
all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I.서 론

현대 사회에서 소비패턴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를 지닌 제품생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해외 

에서의 치열한 경쟁 및 선 • 중진국들의 국내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국내 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80년대 중반까 

지만 해도 의류업계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틀 속 

에서 움직 였으나 80년대 후반으로 접 어들면서 시 

장구조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변화되고 있어 

서 의류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둥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 경영시스 

템의 개발, 합리적 생산관리, 봉제기술의 정밀화, 

생산공정의 세분화 둥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과거의 노동 집약적이었던 의류산업은 기 

술 집약적 • 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체제를 전환하 

기에 이르렀고 내수시장은 양적인 팽창의 단계를 

지나서 질적으로 세분화,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오늘날 의류산업의 형태가 기술과 

정보의 집약적 산업으로 변화되어 가는 단계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상품기획 • 생산 • 판매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류 

생산 공정에서의 컴퓨터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었 

다.

지난 '80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 

입되기 시작한 CAD/CAM 시스템은 상당한 고 

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투자였다. 첨단 시스템을 도 

입한 이후 국내 봉제업계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작업인원 절감과 자동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자동화 시스템은 도입 초 

기에 고가격대를 형성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 

입 되었으나 PC의 둥장으로 '90년대에 들면서 시 

스템 가격이 현실화되고 기능은 향상되어 이제 

중소기업에까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1). 하지 

만 이렇게 도입한 CAD/CAM 설비들에 대한 이 

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아 시스템이 가진 기능을 십분 발휘하 

지 못하는 것이 많은 의류업계들의 현실이다.

현재는 97년부터 시작된 IMF로 인하여 의류 

산업에도 위기를 맞아 신규투자와 새로운 브랜드 

의 런칭은 거의 보류된 상태이며 업계의 구조 조 

정과 생산기반의 복원이 절실하므로2)이러한 

IMF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효율성과 수출장려 등이 중요하며, 업체들은 소 

비자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이들을 함께 끌어나가 

야 한다3). 또한 각 업체의 품목 특화 • 업체 전문 

화를 유도하고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긴축된 소비심리를 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류 제조공정에서 어패럴 CAD 시스템이 적 

용되는 범위는 봉제 준비 공정중 디자인 패턴제 

작과 공업용 패턴제작, 그레이딩, 마킹에 해당하 

나 현재 의류업체들에 도입되어 있는 어패럴 

CAD 시스템은 공업용 패턴제작, 그레이딩, 마킹 

처리를 주축으로 운영하며 디자인 패턴제작은 일 

부에서만 실용화 된 상황이다4). 패턴제작, 그레 

이딩, 마킹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잇점 

은 패턴제작 및 스케칭 부문에서 노동력 및 공정 

1) BOBBIN 저널, 봉제기술 첨단보고 CAD/CAM이 보인다, 1998.1, pp. 118-119.

2) 국제섬유신문, IMF 한파 ci래도 길은 있다, 1998. 1. 5.

3) 국제섬유신문, IMF 위기를 패션선진화 호기로 삼아야, 1998. 1. 19.

4) 조영아, 어패럴 CAD，서울 : 교학연구사, 199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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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을 8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마킹 

과정에서 원단 손실을 3-8% 가량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최근, 의류업계는 QR(Quick Response)의 현 

실화 및 생산설비의 완전 자동화를 위한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등 생산 

공정의 합리화와 관리에 대한 연구6,7.8) 둥이 많 

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다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 

업연구원에서는 생산 자동화 단계9)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생산 자동 

화 단계는 4단계 중 간이 자동화 단계 (1단계 ), 혹 

은 일부 공정 자동화 단계 (2단겨))에 머물고 있으 

며 공장 자동화와 전체 공정 자동화를 이루기 위 

한 진행 상태라고 볼 수 있다. CIM의 실현 가능 

은 2단계에 해당하는 어패럴 CAD 시스템의 완전 

자동화가 수반되 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의류업체에서는 

운영자의 수작업 기술능력을 CAD 시스템을 통 

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공급 

업체에서는 이에 맞는 S/W의 개발과 교육인원 

의 확충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둥 어패 

럴 CAD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어패럴 CAD 
시스템의 발전 정도를 점검하고, 어패럴 CAD 시 

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는 패턴 제작 시스 

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실 

태를 조사하였다.

H.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어패럴 CAD 시스템 사용업체 제반사항 

을 조사하여 그 성격을 파악한다.

둘째, 의류업체의 어패럴 CAD 시스템 사용업 

체들의 시스템 운영 전반의 특성을 평가하여 규 

명한다.

셋째, 패턴 제작 시스템의 활용상 문제점을 파 

악하여 능동적 이고 효율적 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 및 이 

론적 고찰을 통하여 초안된 설문지를 임의로 5업 

체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다음 수정 • 보완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시스템 사용업체들의 일 

반적 사항에 관련한 문항, 시 스템 운영 전반에 관 

련한 문항, 패턴 제작 시스템 활용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1998년 2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11 
주간에 걸쳐, 서울에 소재하며 어패럴 CAD 시스 

템을 소유한 전체 150여개 업체 중 55개 의류업 

체를 선정하여 어패럴 CAD시스템으로 패턴제작 

• 그레이 딩 • 마킹 둥의 공정을 담당하는 운영인 

력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으 

로는 조사 대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
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교차분석(Crosstabs), 상관분석 

(Co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DI. 연구결과 및 고찰

1. CAD 시스템 사용업체의 제반사항

어패럴 CAD시스템을 사용하는 55업체의 생산 

품목과 생산방식 및 판매방식(표 1)을 조사해 본 

결과, 생산품목에서는 숙녀정장을 생산하는 업체 

가 28업체(50.9%)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간

5) 김민균 • 박창규 • 강태진 • 이재곤 • 김선경, 의복 패턴의 자동 최적 배열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30(12), 1993, p. 912.

6) 조진숙, 의류산업의 생산자동화 현황 및 CIM의 필요성, 96 한국 섬유공학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하계세미 

나 “섬유 및 의류산업에서의 컴퓨터 웅용”, 1996, pp. 133-152.

7) 최진희, 어패럴 CAD시스템 작업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8) 박진아, 의류산업의 생산자동화 현황과 그에 따른 생산기획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6.

9) 조영아, 위의 책, p.135.

_ 755 —



152 의류산업에 있어서의 어패럴 CAD 시스템의 활용실태 분석 복식문화연구

〈표1> 생산품목•생산방식•판매방식

사용업체일반사항 분 류 업체 수(%) 분 류 업체 수(%)

생산품목

(n=55, 중복응답)

숙녀정장 28 (50.9) 아동복 10 (18.2)

숙녀 간이복 15 (27.3) 스포츠웨어 9 (16.4)

남성정장 10 (18.2) 잡화 9 (16.4)

남성 간이복 16 (29.1) 언더웨어 4 ( 7.3)

생산방식 

(n=55)

자체•하청생산 31 (56.4) 하청 생산 21 (38.2)

자체 생산 3 ( 5.4)

판매 방식 

(n=55)

내수 + 수출 7 (12.7) 수출 12 (21.8)

내수 36 (65.5)

이복의 경우는 16업체(29.1%), 숙녀간이복의 경 

우는 15업 처】(27.3%), 남성 정장과 아동복의 경 우 

는 각각 10업 체(18.2%), 그리 고 스포츠웨 어 와 

잡화는 9업체 (16.4%), 언더웨어는 4업체 (7.3%) 
순이었다.

생산방식에서는 자체생산과 하청생산을 겸하 

고 있는 업체가 31업체(56.4%), 하청생산을 하 

는 업체는 21업체(38.2%)이며 자체생산만을 하 

는 업체는 3업체(5.4%)였다. 자체생산은 제품의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보다 정확한 계획 및 특정 

작업을 쉽게 다룰 수 있으나 고정적으로 기계 설 

비에 대한 자본 투자를 요한다. 자체생산은 디자 

이너 브랜드와 같이 소량의 차별적인 디자인과 

품질을 위주로 한 경우에 유리하며, 제품의 시간 

성 보다는 품질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에 채택되 

고 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과 주문제품의 

신속한 생산체제로의 전환요구 및 판매시장의 세 

분화 • 제품의 고급화와 함께 현재 우리 나라 의 

류업계가 당면한 생산인력의 부족, 주문량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 

형화된 기존의 체제로는 관리비 및 고정비용이 

과다하게 유발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의류업계가 세분화, 경량화되고 하청이 강 

화되어 네트워크 형태의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 어패럴 CAD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 

서도 최근, 패턴사들의 영세업체 근무기피에 따 

른 인력부족 및 고임금화를 배경으로 CAD를 사 

용하는 패턴용역센터가 등장하여 인원 및 자본이 

부족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패턴제작 및 그레이 

딩 • 마킹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다⑴. 하청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청이 되므로 생산에 융통성과 

탄력성이 있어 바쁜 시기에 특정 부분을 하청줄 

수 있고 특별한 기계나 기술의 조작만을 전문으 

로 할 수 있으나 의사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 

고 제품의 이동이 많으므로 양이 부족하거나 스 

타일이 부적당하게 위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류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작업의 많은 부분이 하청생산되므로 효율적인 설 

비개선이나 제품기술이 어렵다. 또한 하청업체들 

은 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대규모도 있으나 대부 

분이 규모나 설비면에서 매우 영세하여 설비투자 

가 어려운 현실이다.

판매방식은 내수가 35개 업체(65.5%)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수출이 

12업체 (21.8%) 이고, 내수와 수출을 겸하는 업체 

가 7업 체(12.7%) 였다. 과거 에는 바이 어 를 통한 

정 확한 사이즈 및 디자인이 전달되고, 디자인 변 

화가 심하지 않은 수출업체에서 어패럴 CAD 시 

스템을 주로 사용하였다⑵. 그러나 89년 이후 임 

금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둔화되고 후발개도국 

10) 박진아, 앞의 논문, pp.23-24.

11) 한국섬유신문, CAD/CAM 구입성향 이변, 1992. 4. 16.

12) 최정욱, 국내 어패럴 CAD시스템 사용현황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6-47.

-756 -



제 6권 제 4호 韓敬姫•李貞順 153

에 밀려 수출기반이 붕괴되면서 수출업체들의 내 

수전환과 신규업체들의 내수 의류산업의 진출로 

국내 의류산업 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져, 91년에 50%를 상회한 내수의 비중은 95 
년에는 70%선을 넘어서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수 

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한 결과로 

사료된다.

2. 어패럴 CAD 시스템의 운영상의 특징

1) 사용업체의 시스템 보유형황

사업체의 시스템 운영대수는 1대만을 보유하 

는 업체(17업처〕, 3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2대를 보유하는 업체가 15업체(27. 
3%), 3대를 보유한 업체는 8업체(14.5%), 4대를 

보유한 업체는 6업체(10.9%), 5대〜10대는 5업 

체(9.1%), 11대〜20대가 3업체(5.5%), 20대이 

상이 1업체 (1.8%)로나타났다.

55업체의 입 • 출력기 보유수는 디지타이저와 

플로터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 

는더〕, 면담조사결과, 디지타이저를 보유하지 않 

은 3업체의 경우는 수출업체로서 직접 패턴을 제 

작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모뎀을 통하여 받거나 

바이어로부터 샘플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며 플로터를 보유하지 않는 1업체의 경우는 수 

작업 패턴 제작후 디지타이저로 입력하여 파일을 

모뎀을 통하여 외국으로 보내어 제품생산이 이루 

어지는 경우이다.

스캐너(Scanner)에 의한 패턴입력은 별도의 

입력장치가 필요없이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업체 중 스캐너를 보유한 

업체는 없었다. 업체에서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 

는 이유는 구입시 초기 지출이 너무 크고 디지타 

이저에 비해 작업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 

다.

디지타이저를 이용한 패턴입력은 직접 사용자 

가 시스템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 

을 사용할 수 있으나 걸리는 시간과 정확성이 운 

영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 

과 노력을 요한다. 패턴을 입력하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CAD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스캐너와 디지타이저의 장단 

점을 고려한 입력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 

다.

2)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측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직접효과(그림 1)는 생산 

량 증가(58명, 47.2%)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운 

영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료관리의 

합리화(30명, 24.4%), 작업의 신속성(20명, 16. 
3%), 원단 • 부자재의 절감(8명, 6.5%), 필요인 

원 감소 • 인건비 절감(5명 4.1%),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의 확립(2명, 1.6%) 순이었다.

어패럴 CAD 시스템의 도입 후 직접효과내용 

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생산량 증가면에서 제품 

기획과 제조공정에서 채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데이터 저장과 재생 • 수정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 

가시킨다. 둘째, 자료관리의 합리화면에서 적은 

장소에 간편하게 보관이 용이하고 자료를 찾기도 

쉽다. 셋째, 원단• 부자재의 절감면에서 마킹을 

이용한 최소한의 원단 사용을 계획할 수 있다. 넷 

째, 필요인원 감소• 인건비 절감면에서 시스템 

도입으로 설계와 제조부문에 실제로 적용할 때, 

인원 절감 및 설계 • 제조시간의 단축을 통한 인 

건비 절감, 그리고 납기단축에 의한 자금 원활화 

를 기대할 수 있다. 의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의류산업에의 자동 

화 도입은 인력의 대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도입은 무조건 

인원을 감소시켜 경영을 합리화 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작업구조의 변화로 1인당 생산량을 증가

(단위: 명) 

자료관리의 합리화 卜1 30 
생산량 증가 1—8 

작업의 신속성 阿 20 
필요인원감소, 인건비 절감，5 

원단, 부자재절감 3 8 

다품종소량생 산체제의 확립］ 2, I I

0 20 40 60

〈그림1> 도입후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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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 

무를 컴퓨터 에 맡기고 직 원들은 여유시 간을 활용 

해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고기능 

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확실한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도입은 

시장 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인원의 최대한의 활 

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작업 

의 신속성면에서는 설계시간 및 생산공정 시간단 

축으로 수작업보다는 훨씬 빠르고, 제품 퀄리티 

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크다.

선행연구결과13)에서는 정확성 • 균일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원 • 부자재 절감이 어패럴 CAD 시 

스템의 도입효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생산 

량 증가에 대한 효과는 가장 작게 나타나 시스템 

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량 증가보다는 제품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서 오는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는 의류산업의 궁 

극적 목적인 생산량증가가 가장 큰 효과로 나타 

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2〉에서는 어패럴 CAD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의 예상효과와 도입후의 직접효과와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시스템 도입의 이유 

와 도입후 효과는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품질향상과 원단• 부자재 절감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시스템 도입으로 품 

질 향상을 기대할수록 원단•부자재 소비는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도입이 

생산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수록 원 

단 • 부자재 절감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예를 들면, 원단손실의 최소화에 의한 원 

가절감이 마킹의 목적인데 반해 현 시스템들의 

마킹을 사용할 때 자동마킹를 사용하면 원단의 

loss율이 많아진다. 따라서 마킹시에는 자동제작 

방식 보다는 대 화방식이 나 사례등록방식 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식은 고도의 기술과 인 

내 그리고 원가를 절감하려는 강한 의지가 요구 

되며 동시에 시간상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또 다 

른 부적 관계를 나타낸 것은 어패럴 CAD 시스템 

의 도입으로 자료보관 및 정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록 작업의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패턴제작의 CAD화가 정착되지 않아 소 

요되는 시간이 많으며 더 나아가 수작업을 하는 

패터니스트들이 의류산업의 특수성을 내세워 자 

동화 설비 도입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데서 온 

결과로 예측된다. 시스템의 도입전 예상효과는 

사용후,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나라 어패럴 

CAD 시스템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 

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어패럴 CAD 시스템 

의 표면적인 정착으로 인하여 생긴 활용에 대한 

부정적 결과로서 시스템의 완전한 실용화가 시급 

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사의 시스템 도입후 간접효과(그림 2)로 업 

무수준 및 신뢰도가 향상(50명, 40.7%)되었다고 

생각하는 운영인력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수작업에 의하던 여 러 작업의 표준화(43명, 

35.0%),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공간 최대활용 

(24명, 19.5%), 대외적 이미지 선전효과(6명, 4. 
9%)순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부수적 혹은 2차적 효과로써 객관

〈표 2> 어패럴 CAD시스템의 도입전 예상효과와 도입후의 직접효과와의 상관관계

、、、、도입전 옛상효과 

도입후 직접효과、 생산량증대 품질향상 인력난해소
생산기 간 

단축

원 .

부자재 절감

자료정리

및 보관

자료관리의 합리화 1 -.146 ,147 -.199 -.072 -.045 .464**
작업의 신속성 .185 ,030 -.157 .510*** -.208 -.279*
원단•부자재의 절감 -.104 :-.323* -.021 -.319* .378* .076
생산량증가 .529*** — .062 -.138 -.204 -.178 -.141
인건비-필요인원감소 -.226 .116 .677*** ,013 一.005 -.222

*P<.05, **P<.01, ***P<.001

13) 최정욱, 앞의 논문,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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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단위:명）

수작업에 의하던 여러 작업의 표준화 卩——43 
업무수준 및 신뢰도 향상 50

작업환경개瓦 작업공간활용 24
대외적 이미지 선전효과 卜 § ] I

0 20 40 60

〈그림 2> 도입 후 간접효과

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측면을 가지기 쉽고 계수화에 의한 측정이 어려 

우나 최근에는 토탈시스템을 지향하는 경향이 크 

기 때문에 간접 효과 그 자체는 더욱 증대하였다.

어패럴 CAD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간접효과내 

용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회사의 업무수준 및 

신뢰도면에서 CAD 시스템 이용으로 기존업무가 

전산화되어 제품의 질이 균일해짐과 동시에 업무 

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제품기획 

의 수준향상으로 신뢰도가 중가되고 고객 이 늘어 

남에 따라 기업 이미지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운영자들간에서도 업무의욕이 높아지고 

동시에 효율성도 높아진다. 둘째, 업무의 표준화 

는 불필요한 자료나 요소를 제거해 의류 품목에 

대한 기술•정보를 집약하여 컴퓨터가 짧은 시간 

에 보다 많은 자료를 처리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다. 재단반의 숙련된 패턴사의 이직률이 심해 그 

레이딩룰과 패턴의 편차수정에 대한 노하우의 축 

적 이 어려웠으나 CAD 시스템 도입 이후 노하우 

의 축적이 가능해졌고 주관적으로 진행하던 수작 

업의 여러 작업을 표준화시키고 더 나아가 기술 

• 정 보집 약적 산업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3） 시스템 도입시 문제점

시스템 운영인력들이 생각하는 자사의 어패럴 

CAD 도입시 문제점（그림 3）을 조사해 보면, 첫 

째는 효용가치의 여부（40명, 32.5%）, 그 다음으 

로는 자금난（35명, 28.5%）, 전문인력부족과 패 

턴실 구성원의 반발（19명, 15.4%）, 정보입수의 

어려움（6명, 4.9%）, 공급업체의 납기지연（3명, 

2.4%）, 기타（1명, 0.8%） 순으로 나타났다.

효용가치의 여부가 문제점이 되는 가장 큰 이

전문인력의 부족 19
酣턴실 구성원의 반발 19

정보입수의 어려움 R 6
공급업체으T납기지연 b 3 

효용가치의 여부 燃絃総교綴德고 総조綴総慾击 :溯

■理1 j I

0 10 20 30 40

〈그림 3> 도입시 문제점

유는 사용되고 있는 어패럴 CAD 시스템의 전량 

수입으로 관세나 유통비용을 포함하고 턴키 시스 

템（Turn-key System）으로 제공되어 장비간의 

호환이 어렵고 가격이 매우 고가인데 반해, 우리 

나라의 의류산업의 특성상 의류제품이 정형화 되 

어 있지 않고 소재의 물리적 성격이 다양하며 유 

행의 변화가 잦으므로 작업방식 및 작업내용의 

표준화, 체계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워 시스템이 

우리나라 업계에 아직 완전히 적용되기는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도입시 문제점인 

자금난은 우리나라 의류업체의 대부분이 자본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금이 부족하고 실효성있는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국내 의류업체들은 경쟁 

력 회복을 위하여 생산설비와 기술부문에 대한 

투자 및 합리적인 경영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류산업의 전문화와 자동화를 위하여 정 

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우선, 어패럴 CAD실을 운영함으로써 

중소업체와 같이 연구하고, 기술교육을 해주며 

어패럴 CAD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규 

모 업체에게는 CAD실을 개방, 공동사용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전문인력의 부족이 도입시의 문제점이 되는 이유 

는 패터니스트의 연령이나 경험, 교육정도, 일반 

적인 컴퓨터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 어패 

럴 CAD 시스템에 적웅하는 기간과 활용이 달라 

지며, 패턴 • 봉제 • CAD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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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의 교육 

내용이 시설과 실습설비 등의 부재로 패턴의 기 

술과 감각이나 소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여 

러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 이고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의류제품을 기획, 생산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골고루 양성하지 못 

한 결과를 가져 왔으므로 편중된 인력공급체 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14). 따라서 전문인력배 

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가 요구되며 공급업 

체 및 타교육기관에서도 어패럴 CAD 시스템의 

전면교육 확대와 교육내용의 충실이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 도입시에는 도입목적과 예상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업무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의 기능과 공급업체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 

며, 수익성과 호환성, 확장성, 학습성, 활용성 및 

프로그램의 제작, 입력, 수정, 저장, 활용 둥을 고 

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어패럴 CAD 시스템은 빠르게 발달하는 반 

면, 이에 관련한 정보나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한 

합리적 인 평가기준 둥 전문자료의 제공이 미흡하 

여 도입시 타당성 검토나 시스템 선정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자동화 정보센터 둥을 설 립함으 

로써 체계적인 기획을 통하여 현실정에 알맞는 

어패럴 CAD 시스템의 보급을 유도해야 한다.

4)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자들이 지적한 자사의 어패럴 CAD 시스 

템의 운영상 문제점(그림 4)은 첫째, 경영자의 

인식부족(36명, 29.3%)이었으며, 그 다음이 자 

금투자의 부족(32명, 26.0%), 전문인력의 부족 

(18명, 14.6%), 생산자동화에 대한 경험, DATA 

의 부족(12명, 9.8%), 계획성없는 시스템의 도입 

으로 인한 사용상의 비효율성(8명, 6.5%), 공급 

업체의 사후관리(A/S)소흘 및 시스템 성능에 

대한 불만(6명, 4.9%), 설비유지 및 관리의 어려 

움(3명, 2.4%), 관련정보 입수의 어려움(2명, 1. 
6%) 둥의 순이었다. 선행연구 15). 결과에서는 어 

패럴 CAD 시스템의 운영상 가장 문제점이，전문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경 영자 

의 인식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

(단위:명)

자금투자의 부족 32
경영자의 인식부족 河■■■■■36 

전문初력의 부18 
공급업체의 사후관리소휼 卜 6

人!스템의 성능어「대한 불만 河 6

사용상 HI효율辽81 8
경험, data부족 . 12

설田유지 및 視의 어려움 *3
관련정보 입수의 어려움 k 2

..............................——|——|——|

0 10 20 30 40

〈그림4> 운영상문제점

자들의 보다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 경영 

자의 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경영자의 인식부족'은 경영자가 컴퓨터에 대 

한 맹목적 믿음으로 짧은 기간내에 투자분의 회 

수와 수익성만을 생각하여 업무에 대한 작업흐름 

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인원 둥에 대한 사전체 

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게 새로운 기 

기에 대한 적응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과다한 

작업 량이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 

는 데서 오는 운영자들의 불만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패럴 CAD 시스템의 고가 

의 장비를 들여놓고도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어 

려워진다. 또한 현재 일부에서는 의류산업을 사 

양산업으로 생각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 

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화로 인한 생산 

성 증가는 중소기 업의 입장에서 지속적 인 물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꺼 

리게 된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는 사업성에 자신 

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정비율을 투자하여 고부 

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비 자동화에 대한 인식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자는 반드시 수익성과 기능성을 함 

께 고려해야 하고, 시스템 도입에서부터 운영에 

14) 한국패션협회, 한국패션산업의 현황과 전망,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증진에 관한 연구, 1996. 11, pp.40-42.

15) 최정욱, 앞의 논문,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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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운영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를 이해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 

다.

3. 패턴 제작기능의 활용실태

1） 패턴제작유형

의류업체의 패턴제작방식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본 원형부터 제작하여 디자인 

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를 공업용 패턴으로 완성 

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기존에 저장된 중간단계 

의 패턴 중 유사패턴 데이터를 불러내어 디자인 

에 따라 패턴을 제작하는 방식, 셋째는 수작업으 

로 완성패턴을 제작하여 입력하고 난 후 입력시 

잘못된 부분이나 디테일 정도를 수정 또는 보완 

하여 완성패턴을 제작하는 방식 이다. 면담조사결 

과, 어패럴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의류업 

체의 대부분이 세 번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패 

턴제작 시스템의 활용은 매우 미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턴제작은 원형 패턴제 

작, 디자인 패턴제작, 공업용 패턴제작, 그레이딩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 업체의 어패럴 

CAD 시스템 성능 및 그 선호도에 따라 CAD를 

패턴제작에 적용시키는 범위 및 단계가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패턴제작 유형을 보면 원형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3.1%（2명）이고, 중간원형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32.8%（21명）이며, 부분수정만 하는 사람 

은 64.1%（41명）이다. 따라서 어패럴 CAD 시스 

템을 이용하여 완전한 패턴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우선, 패터니스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공 

급업체의 A/S 및 교육능력 향상과 교육기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패턴의 부분수정 

을 할 수 있는 운영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 

으로 어패럴 CAD 시스템의 실용가능성은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2） 패턴제작기능의 활용실태

각 업체의 패턴제작의 활용실태를 알아보면, 

수작업 패턴제작후 부분수정을 CAD로 하는 업 

처1（34업처｝, 61.8%）가 가장 많았고 수작업 패턴 

제작과 CAD 패턴제작을 병행하는 업체는 20업 

체（36.4%）였으며, CAD로 패턴제작을 100% 활 

용하는 업체는 1업처〕（1.8%）였다.

수작업으로 패턴을 제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완성패턴의 정밀도에는 문 

제가 있어 똑같은 칫수의 옷을 설계하여도 매번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둥 반드시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 없으며 길이측정과 패턴의 정확한 복 

사가 어렵다. 또한 업체의 패턴제작에서 수작업 

에 의존할 경우 패턴을 작성하기까지의 데이터가 

없으며 표준화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 

다.

현재 어패럴 CAD를 이용한 패턴제작은 수작 

업으로 숙련된 사람들의 작업방식을 분석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패턴제작을 

CAD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디자이너 감성에 관 

한 곡선의 데이터화나 소재의 특성 및 모양 둥을

（단위:%）〈표 3〉 시스템 운영대수와 패턴제작방식과의 관계

운영대수 

패턴제작방식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

~10대

11 대
〜 2。대

20 대 

이상

① 수작업패턴제작 후 부분수정을 

CAD 로 함,
78.9 58.8 62.5 22.2 33.3

② 수작업 패 턴제 작과 CAD 
패턴제작을 병행.

21.1 35.3 37.5 66.7 66.7 100.0 100.0

③ CAD패턴제작을 100%활용 5.9

④ 기타 11.1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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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표 4> 생산품목과 패턴제작방식과의 관계

생산품목 
패턴 제 작방曷

숙녀

정장

남성 

간이복

숙녀 

간이복

남성

정장

아동

복

스포츠 

웨어
잡화

언더

웨어

①수작업패턴제작후 

부분수정 을 CAD로 함. 68.8 44.4 61.1 41.7 41.7 50.0 44.4 28.6

② 수작업 패 턴제 작과 CAD 

패턴제작을 병행. 31.3 55.6 38.9 58.3 50.0 50.0 55.6 71.4

③ CAD패 턴제 작을

100% 활용

④ 기타 8.3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염두에 둔 처리에 대해서는 패턴사의 능력에 의 

존하고 있고 시스템으로서의 사용상태나 탄력성 

둥의 점에서 완성도는 대체로 낮은 편으로 앞으 

로 충분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표 3〉은 시스템 운영대수가 적을수록 패턴제 

작은 수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수작업 패턴제작과 어패럴 CAD 시스템을 이용 

한 패턴 제작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대 

이하인 경 우는 주로 그레 이 딩 • 마킹용으로 CAD 
시스템을 이용하며, 아직까지 100% 패턴제작에 

활용하는 회사는 극소수이다.

〈표 4〉에서 생산품목별 패턴제작방식의 차이 

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생산품목들은 패턴제작을 

수작업과 CAD로 병행하나 숙녀 정장 • 숙녀 간 

이복은 아직도 수작업 위주로 패턴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녀복의 라인감각을 컴 

퓨터로 살리기는 어렵고, 빠른 시간에 변화하는 

숙녀복의 간지를 기계를 통해서만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하는 패터니스트들의 인식에서 출발하였 

다고 본다.

3） 패턴제작기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패턴제작시 CAD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59 
명올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그림

5）, 첫째는 본인의 감（感）에 대한 표현 부족（31 

명, 52.4%）, 둘째는 제작기능을 습득할 시간 부 

족（10명, 16.9%）, 셋째는 기능 자체에 대한 불만

（단위:영）

기계에 대한 두려움］■ 4
수치입력에 대한 적응부족 卜 2

외국01 에 대한 생소司 0
본인의 감에 대한 표현 부족 g—— 31
제작기능을 습득할 시간부奏I 10

기능자체에 대한 불만 卜— 9

-■—晅爵，
0 10 20 30 40

〈 그림 5> 패 턴제 작시 CAD 시 스템 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9명, 15.3%）, 넷째는 기계에 대한 두려움（4명, 

6.8%）, 다섯째는 수치입력에 대한 적응 부족（2 

명, 3.9%） 둥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16）를 보면, 패턴제작시 CAD 시 

스템을 사용하재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외국어에 

대한 생소함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수치입력 

방법에 대한 적응 부족이었다. 이것은 선행연구 

가 이루어진 1992년에는 시스템들이 전량 수입된 

것으로 한글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시하는 외국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며, 시 

스템의 기능과 적응 부족으로 패턴제작 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웠으나, 본 조사에서는 한글화된 

16） 최정욱, 앞의 논문, pp.77-78.

-762 -



제 6 권 제 4호 韓敬姫•李貞順 159

시스템으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기능 또한 

개발되고 있어 외국어나 수치입력에 대한 불편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패턴제작시 CAD 시스템을 사용하 

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감에 대한 표현 

부족과 제작기능을 습득할 시간의 부족으로 나타 

났다. 패터니스트들은 수작업패턴이 손과 눈에 

익숙해져 있어 CAD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마음 

대로 선이 그려지지 않는데 대한 불안감을 가지 

고 있고, 패턴제작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기 

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CAD 시스템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느낌은 긍정적이나 사용 가 

능까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작업에 대한 미련과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패턴제작시 실물크기와 모니터상의 선의 

감각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예전의 수작업으 

로 패턴을 배우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패턴제작시 CAD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세 

번째의 이유는 기능 자체에 대한 불만이다. 패턴 

제작 시스템의 기능면을 살펴보면, 패턴제작 시 

스템은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현재에는 기 

본치수만 입 력 하면 자동으로 제도되도록 되 어 있 

어 운영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차를 적게 하고 

기술의 탈기능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속도면에서 

도 매우 빠르나, 시스템 자체의 소프트웨어 가 각 

업체의 작업방식에 거의 적용되지 않아사용율은 

매우 낮다. 이는 각 업체마다 소비자의 연령, 성 

별 및 사이즈 스펙(size spec)。］ 다르고, 패턴제 

작방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패터니스트들이 기 

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필요치 않은 기 

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전자동화가 적용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자펜을 CAD 시스템에 연결시켜 수작 

업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 

트웨어가 개발되어, 복잡한 패턴제작기능을 배울 

필요가 없고 입 력 단계가 생 략되는 장점 이 있으며 

특히 보수적인 수작업 패터니스트들의 어패럴 

CAD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소 

프트웨어는 크게 부각되 었으나 아직 완전한 실용 

화 단계에 정착된 것은 아니다. 패턴제작 시스템 

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성능에는 패턴의 부위별 

사이즈의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패턴의 규격확 

인과 여유분 적용 기능, 원단에 따라 패턴을 이용 

할 수 있는 기능, 보다 효율적인 자동 패턴 제작 

기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능 둥이 최소한 요구된다 17). 따라서 최근 

에는, 2차원적인 평면패턴을 시뮬레이션에 의하 

여 3차원적인 입체의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착장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18). 

그러나 원단상태, 봉제부 자제를 고려한 완벽한 

가공상태 제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 

라서, 우선 한국인의 체형을 조사하여 작업방식 

별, 작업내용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패턴제작시스템은 비전문가도 쉽고 용 

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컴 

퓨터의 개념은 사용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투영되어져야 하므로, 컴퓨터와 소프트 

웨어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학 

습면에서도 제도법에 관한 설명을 각 과정마다 

제시하거나 제도의 진행과정을 그래픽으로 제시 

하는 둥 학습자 스스로가 CAD 시스템을 이용하 

여 원형제도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네트워크의 기능과 멀티 시스템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O/S 체계에도 계속 

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W.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어패럴 CAD시스템 사용업체 

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패턴제작 

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패럴 CAD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 

의 생산품목•생산방식•판매방식 둥의 제 

반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생산품목은 숙녀 

정장이 가장 많았고, 숙녀간이복, 남성정장, 

남성간이복, 아동복, 스포츠웨어, 잡화, 언 

17) 곽연신, 어패럴 CAD 시스템의 Pattern Making Module 비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7.

18) 조영아 • 김춘식, CAD시스템을 이용한 앞길의 다트변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1996.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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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웨어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방식은 자체 

생산과 하청생산을 겸하는 업체가 가장 많 

았고 하청생산이 자체생산보다 더 많았다. 

판매방식은 내수업체가 수출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스템 사용업체의 운영을 조사한 결과 도 

입후 직접효과는 작업의 신속성이 가장 컸 

고, 간접효과는 업무수준 및 신뢰도 향상이 

제일 높았다. 도입시 가장 문제점은 효용가 

치의 여부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고가의 장 

비를 합리화된 가격에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가 어패럴 

CAD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시스템 개발 

업체의 기술력과 CIM에 대비한 시스템 확 

장성, 호환성 둥을 검토하여야 한다. 운영상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난 경영자의 인식부족 

은 직접적인 결정권이 있는 상위직급 관리 

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운 

영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공동의 노력 

을 요구한다.

3. 패턴제작 기능의 활용실태에서 우선, 각 공 

정별 사용 여부를 보면, 그레이딩 • 마킹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었고, 패턴제작은 

50%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 패턴제작 유형 

은 원형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중간원형부터 

시작하는 사람에 비하여 부분수정 위주로 

사용되어 그 활용이 매우 미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어패럴 CAD시스템의 가장 바람직한 활 

용은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진 패 

터니스트가 기존의 수작업으로 하던 패턴제 

작을 컴퓨터에 의한 시스템운영으로 그레이 

딩 • 마킹작업까지 하는 것 이 다.

제품개발의 기초가 되는 설계공정부문에서 가 

장 사용율이 낮은 패턴제작 시스템에 대해 조사 

한 결과 패턴제작시 CAD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 

거나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본인의 감 

（感）에 대 한 표현 부족, 둘째, 제작기능을 습득할 

시 간 부족, 셋째 기 능자체 에 대 한 불만 등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수작업을 선호하는 패터니스트들 

의 패턴제작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적응 

에 대한 강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경영자들 

은 패터니스트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기술을 충실히 익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통한 장기적 발 

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공급업체에서는 쉽고 용이한 S/W 
개발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시스템 교육시 

교육인력 들은 패 턴이론과 실무지식 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패럴 CAD시스템의 완전자동화는 CIM 
구축의 일환으로 앞으로 의류업계가 나아갈 방향 

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류업체의 경영자와 실무 

자, 공급업처）, 대학 및 교육기관, 그리고 정부 모 

두의 확고한 연계체제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의류업체들의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시를 바탕으로 컴퓨터의 기능과 인간의 능력을 

통합시켜 시스템이 가진 모든 성능에 대한 활용 

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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