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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AD System에 의한 안동포의류제품 패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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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ngpo Apparel Pattern Design Connected with the 3D Apparel CA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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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ongpo apparel pattern design connected with the Apparel CAD
system. It includes pattern making, grading, marking program. In this study, it will be able to make apparel pattern quickly
and accurately by using Apparel CAD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 Computerization of the pattern making pro-
cess is expected to provide higher accuracy and efficiency in apparel pattern making for narrow and expensive Andongpo.
ESMOD pattern making method was selected as basic pattern. Tailored jacket patterns were developed for Andongpo.
Refer to <Fig. 5> and <Fig. 6>. The jacket patterns developed is automatically depicted by inputting consumer`s body
size. Tailored jacket patterns for Andongpo were marked by using marking program in Apparel CAD system. The effi-
ciency of marking appeared of 70% or more in Andongpo jacket patterns. This results is showed it has an effect on narrow
and expensive Andongpo. 3tailored jacket patterns will be able to make a simulation by 3D Apparel CAD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higher consumer`s satisfaction and internet brand launching. In addition,
encouraging majority of the young to participate in using CAD program for Andongpo is regarded as beneficial for the rein-
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cloth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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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의류업체의 대부분이 자본이 영세한 중소기업인데

다가 의류산업의 특성상 유행에 민감한 의류제품을 정형화할

수 없고 소재의 특성이 다양하여 체계화, 표준화가 어렵기 때

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인력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고급의복의 주문생산체제

1인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건국대학교 I-fashion 의류

기술연구소, 2007). 이것은 의류제품의 다앙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

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문의복생산체제를 수

작업에서 자동화로 전환하여 체계화,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박

선경, 1997). 다행히 의복제작의 기본이 되는 의류치수표준화도

어느 정도 체계화된 단계여서 의류생산체제의 자동화는 가능하

다고 본다.

현재 안동포를 이용한 의복제작은 주로 한복과 같은 직선재

단법에 치우쳐 있어서 서양복을 선호하고 있는 현대인의 다양

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급여름직물인 안동

포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서양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희숙, 2007).

안동포와 같이 사용계절이 제한되어 있으며 폭이 좁고 고가

인 제품은 기성복 보다는 고품질,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주문

생산화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의

복의 주문생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생

산시스템의 자동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장은영, 2000; 조윤경,

조진숙, 1996; Elizabeth K. Bye,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턴 메이킹(pattern making), 마킹

(marking) 등 서양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계기법을 안동포 직

물에 도입하고 이것을 CAD System화하여 ①안동포와 같은 신

축성이 적은 직물로써 인체의 곡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인간공학적인 의복설계방법을 시도하며, ②폭이 좁고 고가

인 안동포의 손실부분을 최소화한 의복설계기법을 개발하여 의

복원가절감효과를 기대하며, ③개발된 의류패턴을 인체치수별

로 블록화 하여 CAD System화한 후 소비자의 다양한 체형에

도 신속·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④설계된 안동포의

류패턴은 3D CAD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봉제와 가상착용 시

스템화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⑤본 연

구의 결과는 다품종 소량의 주문생산방식에 적합하다. ⑥의류

패턴설계에 필요한 각종 부위별 인체 계측치는 미리 발표된 자

Corresponding author; Hee-Sook Kim
Tel. +82-10-2366-3578, Fax. +82-54-823-1625
E-mail: sook@andong.ac.kr



3D CAD System에 의한 안동포의류제품 패턴설계    113

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시도는 안동포의류제품을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

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며, 안

동포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의생활의 다양화, 고급화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

2. 연구배경

2.1. 안동포의 의류소재로서의 특징

경북 안동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안동포는 품질이 매우 우

수하여 고급 대마포의 대표적인 직물이다. 안동포는 다른 대마

에 비해 올이 곱고 견고하여 우아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여름철 의복재료로서 적당하다. 그러나 합성 섬유나 견 섬유에

비하여 소비자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김희숙, 2006)

①안동포는 가내 수공업적인 생산방식에 의하여 생산되므로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비싸서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②안동포를

비롯한 대마직물은 시원한 반면, 합성섬유나 견 섬유에 비하여

표면이 거칠고 신축성이 좋지 못하며 색상이나 제작기법이 다양

하지 못하여 청년층을 위한 기성복화에 어려움이 있다. ③안동

포는 폭이 좁고(36 cm) 표면이 딱딱하여 서양복의 제작을 위한

재단기법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다. 

2.2. 안동포와 Apparel CAD System 과의 연계

안동포제품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의류제품으로 생산하기 위

해서는 디자인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Fig. 1) 인터넷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주영, 1998; 임나영, 1997) 인터

넷상에서 전자상거래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확한 신체치

수에 의한 패턴 메이킹과 가상봉제 및 가상 피팅이 이루어져야

한다(Fig. 2). 또한 소비자 개인의 신체정보에 의해 가상착용시

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Fig. 3). 

2.3. 3D가상착용시스템 개발현황

지식경제부는 “i-Fashion의 상용화가 확산될 경우, 국산브랜

드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내 대량생산 체제가 맞춤형 주문생

산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고급 패션의류의 생산성이 향상돨 전

망이다. 업계 또한 i-Fashion 상용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발 벗

고 나설 계획이다. FnC 코오롱은 코오롱 강남 직영매장에서 시

범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역시

브랜드를 추가해 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i-Fashion

의류기술센터는 FnC 코오롱을 시작으로 Superman, 원풍물산(

주), (주)가보차, (주)삼우 I&T, StudioF, 유한킴벌리(주), 골드핑

거 등으로 상용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분석하여 의

류제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2007년도 6대 중점사업으로 「IT 와 서

비스산업의 혁신」을 선정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 있으며, 관서지방을 디지털패션 크리에이터의 중심지로 발

전시켜 세계로의 발신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

고 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정보처리추진기구가 협

력하여 긴끼지역 산업클러스터계획(2001-2005년)의 4대 프로젝

트의 하나로서「정보계 클러스터진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 연구방법

현재 CAD/CAM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의류업체는

5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다수 사용되고 있는 어패럴CAD제

품은 6여개 종류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된 YUKA제품을 사용

하였다. 이 제품은 사용방법이 용이하며 다른 CAD제품에 비해

pattern making과 곡선부분의 처리기능이 우수하여 숙녀복업체

에서 선호하고 있다(장은영, 2000).

어패럴CAD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의류업체에서는 어패럴

CAD시스템화가 다품종 소량생산에의 적응이 용이하고 의류제

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조영아,

1995). 따라서 안동포제품을 주문생산에 의해 효율적으로 제작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작업에서 CAD시스템Fig. 1. 안동포의류제품패턴디자인 

Fig. 2. 3D가상착용의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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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1. 인체사이즈설정

본 연구에서 테일러드쟈켓의 설계에 사용한 20대 여성의 인

체치수항목 및 신체사이즈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연구보고서(2003)에 제시된 20대 여성인

체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다.

3.2. 패턴 메이킹(pattern making)

①폭이 좁은 안동포에서 재단이 가능하고 현대인이 요구하

는 인체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테일러드쟈켓의 패턴디자인을

3가지 제안한다. 테일러드 쟈켓은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의

복종류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원형은, 필요한

인체계측항목은 많은 반면 다양한 개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설

계할 수 있는 ESMOD식 기본원형을 사용하였다(Esmod, 1983;

Esmod, 1985). ②제안된 3가지 의복디자인을 어패럴CAD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패턴화한 후 블록화 한다. ③개인의 사이즈 스

팩에 의해 패턴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디지타이저를 이용하도

록 한다.

3.3. 마킹(marking)

①설계된 각각의 패턴디자인의 패턴을 CAD프로그램에 의하

여 배열하여 마킹한 후 테일러드 쟈켓 1벌의 소요량을 분석한

다. ②제안된 의복패턴디자인 각각에 대하여 마킹한 결과에 의

해 안동포의 원단 폭에서의 원단소요량을 계산한 후 비교하여

의복패턴디자인에 따른 안동포의 절감효과를 분석한다. ③안동

포와 110 cm원단 폭에서 각각의 의복패턴을 마킹한 후, 원단

폭과 의복디자인에 의한 원단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한다.

Table 1. 20대여성의 인체치수규격 (단위 : mm)

 인체항목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수

 5% 10% 25% 50% 75% 90% 95%

가슴둘레 837 53.8 764 776 801 830 870 907 939

허리둘레 702 70.1 615 630 653 688 740 789 846

엉덩이둘레 915.5 50.9 840 855 878 911 947 989 1010.5

앞품 317 20.9 285 290 302 316 330 340 351

뒤품 350 26.0 310 319 332 350 365 381 397

B.P간격 176 19.8 149 153 162 173 185 200 210

B.P길이 257 23.6 224 230 240 253 271 286 300

어깨너비 361 17.3 333 338 344 362 372 383 390

등길이 385 22.4 350 359 370 382 400 419 425

앞길이 327 2.7 291 302 312 326 340 353 362

팔길이 529 22.1 495 500 513 530 546 559 570

손목둘레 147 8.1 135 137 142 147 151 157 161

Fig. 3. 3D가상착용시스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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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계처리 및 분석

원단 폭 간, 패턴디자인 간의 원단절감효과를 비교하기 위하

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다. 각 통계자료의 분석은

SPSS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5. 3D 가상착용

패턴은 3D CAD프로그램에 의하여 가상봉제와 가상 피팅을

통해 가상착용 시스템화한 후 전문가 10인의 관능검사를 통하

여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능성을 점검하였다. 3D CAD프로그램

은 I-Designer을 사용하였다(한경희 외 2인, 2005).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신체치수설정

의복패턴을 설계할 때는 디자인의 유행경향뿐만 아니라 디

자인, 소재, 봉제기법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문생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체형특징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ESMOD식 원형을 사

용하였다(Fig. 4). 폭이 좁고 고가인 안동포를 이용하여 부가가

치가 높은 의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체형을 보다 구체

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복치수설정법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테일러드 쟈켓은 CAD프로그램에 의해 블록화되어

있다. 개인의 치수설정은 디지타이저에 의해 간단히 수정될 수

있으므로 계측항목이 다수 필요한 패턴설정법도 상품화에는 무

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55사

이즈는 Table 1의 백분위수 50%에 해당하는 인체치수와 평균치

에 의해 치수를 설정하였다.

4.2. 패턴메이킹

CAD프로그램에 의한 의복패턴의 설계과정은 Table 2와 같

으며, 제안된 테일러드 쟈켓의 패턴디자인은 Fig. 5에 나타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Fig. 5의 3가지 디자인은 폭이 좁은 안동포에서 소비자의

사이즈별로 재단이 가능하고 고가인 안동포에 적합하고 부가가

치가 높은 의류제품으로 개발되었다. ②Fig. 5의 3가지 디자인

은 테일러드 칼라의 모양은 비슷하나 각각 유행경향의 요소가

높으면서도 안동포의 단점인 구김을 봉제기법으로써 보완하기

위하여 프린세스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즉 디자인A의 경우는

앞·뒤길에 각각 어깨와 허리에 다아트를 길게 넣어서 재단과

봉제가 용이하면서도 프린세스라인의 효과가 나도록 하고 뒤다

아트가 있는 한 장 소매를 사용하였다. 패턴디자인B와 패턴디

자인C는 각각 진동둘레와 어깨선에서 시작하는 프린세스라인

을 넣어 현대적인 요소를 높이고 프린세스라인과 어울리는 두

장 소매를 사용하였다. ③다아트선과 절개선은 인체의 곡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나 패턴그레이딩 후 수

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아트선과 절개선은 최소화 하

였다. Fig. 5의 3가지 디자인은 모두 안동포의 특징인 여름의

복에 적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감을 사용하지 않고 앞·뒤길

모두 안단선으로 처리하였다. 안동포가 신축성이 없는 직물임

을 고려하여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8 cm로 하였다. ④블록화 되

어 프로그램에 저장된 패턴디자인의 전개도는 인체치수의 수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타이저 상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작

업에 비해 신속·정확하므로 주문생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Fig. 5에서 제안된 3가지 패턴디자인은 CAD 프로그램에 의

Fig. 4. ESMOD식 기본원형



 11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9년

해 시접량이 포함된 패턴전개도를 설계하였다(Fig. 6). 패턴전

개도는 마킹의 요소가 된다.

4.3. 마킹

기성복의 가격결정은 대개 생산원가×2.5~4.5정도로 산출된다.

이 때 원단재료비는 생산원가의 70%정도를 차지한다. 마킹은 의

복패턴조각의 효과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공정이며 효율적인 패

턴배치에 의해 원단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의복생산원가를 절

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CAD System에 의해 신

속, 정확, 시간절약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의복 생산 공정에 CAD System을 활용할 경우, 노동력

및 공정소요시간을 80%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마킹과정에서는

3~8% 가량의 원단손실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길순, 2000). 따라서 컴퓨터에 의한 마킹 과정은 안동포와

같이 폭이 좁고 고가인 원단을 절약하여 의복원가를 줄이기 위

한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마킹은 일반적으로 패턴이 크면 배열이 쉬운 반면 원단소모

량이 많고 패턴이 작고 수가 많으면 배열하기는 어려우나 원단

Table 2. CAD프로그램에 의한 의복패턴 설계과정

 의복패턴설계 사용명령어

원

형

의

블

럭

화

 길원형
*등길이와 (B/4±1)+1에 의해 박스를 만들고 뒤품(앞품)/2에 의해 위가슴선을, 어깨너비/2+0.5에 의해 어깨선을, 
(N.L/2×1/3)+1에 의해 목밑둘레선을 정한다.
*소매둘레선은 어깨끝점, 앞·뒤품의 끝점, (등길이+앞길이/4)+2에 의한 3점을 연결한다.
*엉덩이길이(18 cm)와 엉덩이둘레선은 H/2+3에 의해 박스를 설정하고 허리둘레선과의 차이를 다아트량으로 정하
고 허리옆선과 프린세스라인에 배분한다.
*B.P.는 B.P.길이와 B.P.간격에 의해 설정하고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에 의해 다아트를 설정하고 어깨다아트
와 연결한다. 
 소매원형
*소매길이와 앞·뒤 암홀둘레×3/4에 의해 박스를 설정하고 팔꿈치길이를 설정한다.
*소매산은 암홀높이×5/6에 의해 설정하고 뒤암홀선은 7.5 cm, 앞암홀은은 8.5 c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소매둘레선의 앞·뒤의 4 cm, 5 cm 지점에 너치를 표시하고 길원형과 소매원형을 블록화하여 저정한다.

MULTIPLE/LOAD/
MIRROR/INSERT/

ELEV/GRID/
EXTEND/BOX/LINE/
ARC/CIRCLE/MOVE/

COPY/BLOCK/
ARREAY/DELETE/

TEXT/DIST/COUNT/

패

턴

디

자

인

의

블

럭

화 

*가슴둘레 여유분 8 cm를 앞·뒤에 배분하고 어깨선을 0.7 cm 올려 어깨패드를 만들고, 소매둘레선을 겨드랑점
에서 2.5 cm 내린다. 
*3가지 디자인에 따라 어깨다아트를 이동하여 각 디자안에 따라프린세스라인을 설정하고 절개한다.
*목둘레선의 뒤목점에서 0.7 cm, 앞·뒤의 옆목점에서 1 cm를 판 후 칼라넓이 7 cm, 칼라누임치수 3 cm인 테일
러드칼라를 그린다. 단추의 위치는 가슴둘레선에서 10 cm간격으로 3개를 설정한다. 
*안단선은 목옆점에서 5 cm두께로 앞·뒤길에 그린다.
*시접은 안동포의 폭이 좁으므로 곡선 0.5 cm, 직선 1 cm로 한다.
*소매는 암홀둘레/2 cm×3/4와 소매길이에 의해 박스를 만들고 소매산은 암홀높이×8/9로 하여 설정하고 뒤소매부
리에서 5 cm, 앞소매팔꿈치선에서 6 cm 지점에서 두장소매를 그린다.
*각 디자인별로 블록화한 후 저장하고 플로팅한다.

BOX/LINE/ARC/
CIRCLE/MOVE/
COPY/BLOCK/

ARREAY/DELETE/
TEXT/DIST/COUNT/
COLOR/MEASURE/
DIST/DIVIDE/PLOT

Fig. 5. 패턴디자인 A, B, C

Fig. 6. 패턴전개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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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량이 적어진다. 마킹의 효율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패턴배열의 방법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패턴배열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김준범, 1999).

본 연구에서는 원단 폭이 특별히 좁은 안동포에서 곡선부분

이 많은 서양복의 패턴을 마킹할 경우, ①그 효율성은 어느 정

도인지? ②패턴디자인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효율성은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 ③폭이 넓은 원단(110 cm)에 비하여 효율성은

낮아질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었다. 

①안동포는 평직물이므로 양방향으로 패턴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NUD (nud-up-and-down)배열이 가능하다. ②안동포

원단에는 무늬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③안동포는 원단 폭이 극

히 좁기 때문에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좌우대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110 cm폭의 원단의 조건도 안동포와 같은

조건에서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⑤좁은 원단인 안동포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접의 양을 최소화하였으므로 패턴이

서로 겹쳐지지 않는 조건에서 마킹을 하였다. ⑥마킹효율을 최

상화하기 위하여 자동배치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화배치

법에 의해 마킹한 후 블록화 하였다. ⑦본 연구에서 마킹의 예

를 들어 사용한 사이즈는 기준사이즈인 55사이즈이다.

4.3.1. 패턴디자인에 따른 마킹효율 

본 연구에서 제안된 3가지 종류의 디자인은 안동포의 좁은

원단에 적합하면서도 프린세스라인의 위치가 달라서 패턴의 수

와 크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디자인A의 경우는 다아트로

처리되어 절개선이 없고 패턴의 크기가 큰 반면 패턴의 수가

작다. 디자인B와 디자인C의 경우는 프린세스라인이 각각 소매

와 어깨부분에서 형성되어 있어서 패턴의 크기와 패턴의 수가

서로 다르다. 본 연구의 마킹효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

여 YUKA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마커 11명에게 의뢰하여 패턴

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패턴디자인에 따라 마킹의 효율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Fig. 7

은 11명의 마커 중에서 각 패턴디자인에 따라 안동포에서 가

장 효율이 큰 마킹의 전개도이다. 디자인A는 요척 452.8 cm,

마킹효율 75.5%, 디자인B는 요척 452.2 cm, 마캉효율 73.0%,

디자인C는 요척 446.8 cm, 마킹효율 74.1%로 나타났다. 폭이

좁은 안동포에서는 패턴의 크기가 큰 디자인A의 경우가 가장

마킹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단소요량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패턴디자인에 따른 차이는 원단소요량과 마킹효율에

서 모두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디자인 모두

70% 이상의 높은 마킹효율을 보이고 있어서 안동포에서도 효

율적으로 서양복을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11명의 마커 중에서 각 패턴디자인에 따라 110 cm원단 폭에서

가장 효율이 큰 마킹의 전개도이다. 디자인A는 요척 134.4 cm,

마킹효율 83.3%, 디자인B는 요척 139.3 cm, 마캉효율 77.7%,

디자인C는 요척 139.1 cm, 마킹효율 77.9%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여름용 의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10 cm원단 폭에

Fig. 7. 안동포에서의 마킹효율

Fig. 8. 110 cm에서의 마킹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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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패턴의 크기가 큰 디자인A의 경우가 가장 마킹효율도 크

고 원단소요량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턴디자인에 따

른 마킹효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는 안동포는

110 cm원단폭에 비해 마킹효율은 떨어지나 디자인 간의 차이

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 원단 폭에 따른 패턴디자인 간의 마킹효율

Table 3은 원단 폭에 따른 패턴디자인 간의 마킹효율을 평균

치에 의해 비교한 것이다. Table 3에 의하면, 안동포에서는 3가

지 패턴디자인에 따른 마킹효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3가지 패턴디자인은 안동포와 같은 폭

이 좁은 원단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3가지 패턴디자

인 모두 원단의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복주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110 cm원단 폭에서는 3

가지 패턴디자인 간에 유의차가 나타나 패턴디자인A의 경우가

가장 마킹효율이 크고 패턴디자인B와 패턴디자인C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턴의 크기가 크면 원

단절약의 효과를 가져 오며 절개선의 위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업체에서는 대개 대량생산을 하므로 대

량으로 마킹을 할 경우는 그 패턴의 크기에 따른 마킹효율성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4.3.3. 패턴디자인에 따른 원단 폭 간의 마킹효율

Table 7의 결과에 의하면 마킹효율성은 3가지 패턴디자인 모

두 원단폭 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모두 안동포에 비해

110 cm원단에서 마킹효율이 높았다. 이것은 원단폭이 좁을수록

마킹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

된 3가지 패턴디자인은 모두 70%이상의 높은 마킹효율성이 인

정되어 폭이 넓은 원단과 비교하여 원단 손실량의 차이는 원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므로 안동포와 같이 원단 폭이 극단적으로 좁은 경우에는 원

단폭을 고려한 패턴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4.4. 3D가상착용

안동포에서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3종류의 패턴디자

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3D가상착용을 하게 된다.

Fig. 9의 안동포원단에서 마킹 후 Fig. 10의 가상봉제와 Fig.

11의 가상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Fig. 12의 3D 상에서의 가

상착용을 완성하였다. 가상착용에 사용된 마네킹의 사이즈는

55사이즈이다. 안동포제품의 신체적합성과 디자인 평가를 위하

여 3D 동영상을 제작한다(Fig. 13, 14),

4.5. 안동포의류제품의 평가

의류디자인 관련전문가 10인에게 가상 착용된 3종류의 의복

디자인을 컴퓨터 화면 상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준 후 5점척도

법에 의해 관능검시를 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관능

검사의 결과, 평균 4.14점의 높은 점수를 얻어 본 연구의 결과

가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CAD 시스템의 안동포에의 응

용성, 패턴디자인의 응용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항목에

서 모두 4.0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나 3종류 패턴디자인

간의 차별성에서는 3.7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안동포가 신축성이 적어서 곡선의 형태를 충분히

표현해 내기 어려운 점, 폭이 좁아 다양한 디자인을 충분히 구

Table 4. 패턴디자인에 따른 원단폭 간의 마킹효율 (단위 : %), **p<0.01

 원단폭
 패턴디자인A  패턴디자인B  패턴디자인C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안동포(36 cm)  75.10  0.94  72.84  1.25  73.65  1.18

 110 cm원단  82.86  0.70  76.80  1.09  77.48  0.91

 T값  **  **  **

Table 3. 원단폭에 따른 패턴디자인 간의 마킹효율 (단위 : %), **p<0.01

 원단폭
 패턴디자인A  패턴디자인B  패턴디자인C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안동포(36 cm)
 75.10  0.94  72.84  1.25  73.65  1.18

1.57
 A  A  A

110 cm원단
 82.86  0.70  76.80  1.09  77.48  0.91

 **
 A  B  B

Fig. 9. 스캔된 안동포 

Fig. 10. 가상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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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폭이 좁고 신축성이 적은 안동포에 더욱 적합한 디

자인개발이 요망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주문생산체제에 의한 안동포제품의 경쟁력강

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안동포에 적합한 의복패턴을 설계

하고 의복을 제작하는 과정을 CAD시스템화함으로써 현대소비

자의 요구에 다양하게 부응하고자 하였으며, 3D가상착용시스

템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폭이 좁은 안동포에서 재단이 가능하고 고가인 안동포에

적합한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제품으로서 테일러드 쟈켓 3종류

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패턴디자인은 CAD프로그램에 의해 블

록화 되어 소비자 개인의 체형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테일러드 쟈켓의 패턴

디자인은 Fig. 5에 나타나 있다. 

2. 제안된 패턴디자인 각각에 대하여 CAD프로그램에 의해

마킹한 후 블록화하였으며 모두 70%이상의 높은 마킹효율성을

나타내어 폭이 좁은 안동포에서도 효율적으로 서양복을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 cm 폭의 경우 패턴디자인 간의

마킹효율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패턴디자인A의 경우가 가장 마

킹효율이 높고 패턴디자인B와 패턴디자인C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턴의 크기가 크면 원단절약의

효과를 가져 오며 절개선의 위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포의 경우는 110cm 폭보다는 마킹효율이 떨어

지나 디자인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극히 폭이

좁은 안동포의 경우는 원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패턴디자

인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3. 개발된 패턴디자인은 3D가상착용시스템에 의한 관능검사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가능성이 검토되었다. 향후

가상피팅모델과 실제 인체에 착용된 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

여 소비자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Fig. 11. 패턴시뮬레이션

Fig. 12. 가상착용

Fig. 13. 3D simulation 

Fig. 14. 3D 가상착용된 패턴디자인 A, B, C

Table 5.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

설문 
항목

설문 내용
응답 내용

평균점수
 항목별 응답자 수(명)

1
Apparel CAD

System의 응용성

① ② ③ ④ ⑤
4.4점

2 2 6

2 안동포사용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4.0점
2 6 2

3 패턴디자인의 응용가
능성

① ② ③ ④ ⑤
4.1점

1 7 2

4 패턴디자인 간의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3.7점
4 5 1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5점
2 1 7

전체 평균 4.14점

점수산출식 : {(응답자수×1) + (응답자수×2) + (응답자수×3) 
 + (응답자수×4) + (응답자수×5)} / 전체 응답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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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수작업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고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안동포제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①인터넷 주문생산체제에 도입하여 활용하면 신속·정확하

게 의복을 생산할 수 있다. ②원거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우

수한 안동포 제품을 쉽게 접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③지방

특산품에 대하여, 비교적 IT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④원단소요량을 절감함으로써 폭이 좁고 고

가인 안동포의 생산원가가 절감되어 소비자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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