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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패션 시장은 전년대비 0.3% 신장한 51조 7,720

억 원으로 온라인 비중이 14.6%를 차지했으며 온라인 

판매액은 6조 7,38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류 

0.3%, 신발 및 가방이 0.5% 신장률을 기록하며 타 소

매 판매액과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경제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

분 소득 감소와 메르스 사태, 세월호 여파 등에 따른 

소비 저하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Koo, 

2016). 의류 업종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

문에 불황에 따른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

에 없다. 주로 프리미엄제품 보다는 시장 비중이 큰 

중, 저가의 제품들이 가격 인하 및 수요 부진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전체 시장의 성장세가 상

당히 위축되었다.

국내 의류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자

산 증가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이 최근 의류업계의 화

두가 되고 있다(Oh, 2016). 특히 중소형 업체일수록 

재고부담은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재고 감축을 위해 

공장가동률을 낮출 수 밖에 없고, 판매 감소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 수익성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진디자이너, 소규모 제

조업체들의 재고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반응을 파악

한 근접기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실제와 같은 

의상 샘플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하는 3D 의상샘

플 제작 캐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주)클로버추얼패션의 CLO는 의류를 생산하는 2D 

패턴을 기반으로 가상의상 샘플을 제작하는 방식으

로 원단의 재질과 물리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실

제 샘플을 제작하지 않아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의상

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오류를 점검할 수 있어 시․공

간의 한계를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한

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제한없이 다양한 원

단을 배치하여 원부자재에 따른 디자인 변형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털 디자인 솔루션을 제

공한다. 샘플 제작 시간과 비용 및 운송 시간 단축으

로 인하여 리드타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

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디젤, 나이키, 이케아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 제품 기획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3D 의상샘플 기술을 국내 패션 시장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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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기획과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새로운 생산 플랫

폼은 소규모 제조업체에 있어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원데이 샘

플 시스템을 개발하여 동대문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기획에서 제품 생산의 전과

정을 지원하는 생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2. 가상의상 기술의 산업에의 적용 

2.1 매직미러

최근 패션 브랜드 매장에는 VR 및 IT 기술을 활용

하여,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

적인 오프라인 매장 내 경험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매장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를 뜻하는 피지

컬(Physical)과 VR, IT와 같은 기술을 뜻하는 디지털

(Digital)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서, 피지탈(Physital)

이라 불린다.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밀레니

얼 세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피지탈 매장은 

다양한 의류 브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다.

(1) 릭비 앤 펠러(Rigby & Peller)
영국 여왕의 속옷 제조업체로 알려진 릭비 앤 펠러 

매장에서는 매직 미러를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속옷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 매직 미러 앞에서 360도 천

천히 돌면, 신체 140곳 사이즈를 측정하여 가장 정확

한 속옷 사이즈를 추천한다. 높은 소비자 만족도로 홍

콩에 이어, 런던과 두바이 플래그십 매장에서도 운영

하고 있다(Edwards, 2015).

(2) 레베카 밍코프(Rebecca Minkoff)
글로벌 e-커머스 사업자인 이베이(eBay)는 미국의 

패션 브랜드인 레베카 밍코프(Rebecca Minkoff)의 일

부 매장에 스마트 미러를 설치하였다. ‘매직 미러

(Magic Mirror)’라고 불리우는 이베이의 스마트 미러 

시스템은 양방향 터치스크린 기능이 탑재된 대형 거

울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새로운 쇼핑 

체험을 제공한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은 우선 전용 

앱을 통해 체크인을 한 뒤 ‘매직 미러’를 통해 매장에 

구비되어 있는 제품을 탐색하고 시착을 원하는 제품

은 스크린 터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장 측에서

는 선택한 제품들이 피팅룸에 준비되면 해당 고객에

게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시착한 의상의 사이즈나 색

 

그림 1. ‘릭비 앤 펠러’의 매직미러

 

그림 2. ‘레베카 밍코프’의 스마트 미러

상 교환이 필요할 경우 의상 가격표에 부착되어 있는 

RFID 태그를 ‘매직 미러’에 인식시키면 다른 사이즈

나 색상의 재고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선택한 의상과 어울리는 다른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을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Arce, 2014).

(3)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의류브랜드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는 일부 매

장에 VR헤드셋을 도입하여 쇼핑객들이 마치 패션쇼 

현장의 런웨이를 보는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제

공하고 있다. VR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위메

이크VR(WeMake)와의 제휴를 통해 매장에 방문한 고

객들이 삼성기어VR(GearVR)을 활용하여 ‘360도의 

3D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매장에서 

기어VR을 착용하면 2015년 2월에 맨하탄 Park Avenue 

Amory 에서 진행된 ‘2015년 가을 컬렉션’ 패션쇼를 마

치 현장에서 보는듯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패션쇼 관

람을 마친 후 패션쇼에 등장한 컬렉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Tabuchi, 2015).

(4) 메모리 미러(Memory Mirror)
미국의 스타트업인 메모미(MemoMi)는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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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타미 힐피거의 VR

 

그림 4. 메모미의 메모리 미러

기반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의상을 가상 시착

할 수 있는 ‘메모리 미러(Memory Mirror)’를 개발하였

다. 간단한 손동작이나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 색상,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모리 미러’는 이전 의상의 시착 이미지를 기억하는 

기능을 토대로 이미지 비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의 구매 결정을 지원한다. 액세서리를 추가로 착

용했을 때의 모습이나 정면과 측면의 이미지는 물론 

뒷모습까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의상 착용 모습 확인

이 가능하며 각기 다른 의상 시착 이미지를 캡처하여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

능도 구현하고 있다. ‘메모리 미러’는 2015년 1월 미

국 뉴욕에 위치한 니먼 마커스(Neiman Marcus) 백화

점을 시작으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니먼 마

커스 측은 ‘메모리 미러’의 적용을 샌프란시스코와 댈

러스 등 다른 지역의 매장으로도 확대할 계획 밝혔다

(Jones, 2015).

2.2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서의 활용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폴리곤 모델링 

방식은 인체의 외곽을 의상의 형태로 모델링하여 실

제 의상과는 제작 원리 자체에 차이가 있었다. 패턴을 

기반으로 3차원 의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 발전

하면서 의류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의상을 표현하는 툴로 활용되고 있다. 

(1) 영화

웨타 디지털은 영화 호빗에는 의상 모델링 단계에

서 마블러스 디자이너(클로버추얼패션)를 사용하여 

패턴기반 접근법으로 의상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패

턴 기반 접근법의 작업 방식은 빠른 모델링과 안정적

인 의상 드레이핑이 요구되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를 가진 마블러스 디자이너가 활용되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제작된 드레이핑은 베이스 지오메트리

로 사용되었으며 Maya를 이용하여 단추 등 디테일을 

추가하였다(Saso, 2016). 

(2) 애니메이션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우주해적 하록 선장’의 3D 

애니메이션 ‘캡틴 하록’ 제작에 국내 CG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에프엑스기어의 3D 의상 시뮬레이터 ‘퀄로

스(Quaolth)’가 사용되었다. 에프엑스기어의 퀄로스는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옷

그림 5. ‘호빗’의 의상 작업 그림 6. ‘캡틴 하록’의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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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tadium UK’의 의상

의 주름이나 움직임, 재질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3D 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다(Kwon, 2014). 

BBC스포츠는 ‘Stadium UK’라는 타이틀하에 ‘영국 

전역이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이라는 컨셉으로 60초

짜리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올림픽 기간 동안 TV, 핸

드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하였다. ㈜클로버

추얼패션의 3차원 그래픽 기술을 통해 선수들의 의상

을 제작하여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의상을 완성하였

다(Cho, 2012).

(3) 게임

최근 출시하고 있는 게임들의 그래픽 수준이 높아

지면서 게임개발업계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효율적인 제작에 나서고 있다. 로지웍스는 게임 캐릭

터 의상 애니메이션 저작툴인 에프엑스기어의 ‘이지

클로스 2013(ezCloth 2013)’을 활용해 MMORPG ‘킹

즈온라인’의 캐릭터 의상을 제작하였다(Yang, 2013).

이상과 같이 가상의상 기술은 패션 분야에서는 매

직 미러와 같이 오프라인 매장과 IT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

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과 같은 컴퓨터 그래

픽 기술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 국내 벤더사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가상의상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 기획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제품 생산 과정에 활용한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주)디쓰리디에서는 가상의상 기술의 

신속 정확한 디자인 표현 기능,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

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잠재력, 3D 의상샘

플을 이용한 리드타임 단축 등을 기반으로 원데이 샘

플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량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

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원데이 샘플 시스템 사업 배경

3.1 동대문 시장의 특수성

동대문시장은 반경 1km 내에서 패션 상품의 기획, 

생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단일 지역, 세

계 최대의 클러스터이다. 또한 동대문시장은 최대 소

비지역 내 존재하는 전국적 중앙 도매산지로서 내셔

널 브랜드 런칭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많

은 패션인들이 유입되고 성장 또는 퇴출되는 한국패

션산업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특성을 반영하듯이 동대문에는 기획,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배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4~10명 규모의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동대문 패션상

권에는 ‘초단납기’ 생산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다. 

기획과 디자인, 유통은 동대문 내 유통업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봉제는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 의

류제조업체에서 맡고 있다.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는 

동대문에서 유통되는 의류의 대다수를 생산해내는 

의류생산 클러스터로 2600여개의 봉제업체가 밀집되

어 있으며 국내 인터넷 의류 쇼핑몰들의 제품 70% 가

량이 동대문시장에서 조달된다.

현재 동대문 시장의 경제 주체들은 네트워크로 구

성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독립적

으로 행동하면서도 장기적이며 고정적으로 상호 의

존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장점은 기업조

직에 비해 시장 상황의 변동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패션산업의 유행은 급속하게 변화하

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며, 이러한 면에

서 잘 형성된 네트워크는 의사결정 과정이 관료제적

인 기업보다 더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기

업은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생산을 신축적으로 조정

하기 힘들지만, 네트워크의 경우 탄력적으로 하청 발

주를 줄일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그만큼 

용이하다. 제품이 출시된 다음 시장과의 피드백과정

에 있어서도 네트워크가 훨씬 능률적이다. 동대문의 

도매상들은 처음 50점 정도의 소량을 출시한 다음 1

주일 정도의 반응을 보고 추가 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조사하고 

생산 추가 또는 철수를 결정하는데 적어도 한 달이 소

요된다. 이처럼 저렴한 거래비용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피드백과정 덕분에 동대문상인들은 1주일에 적어

도 1점 이상의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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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대문 시장 생산 및 유통 구조(Kim, 2013)

재고를 최소화하는 근접기획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흐른다

는 점에서 기업의 대량의 거래에 비해 정보의 속도도 

느리고 정보의 불완전성도 더 심각하다는 단점이 있

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시장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의 대규모 

산업집적을 이루어 여러 방면에서 단점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3.2 현재 패션산업 구조의 문제점

국내 의류시장 규모는 내수시장의 13.5%를 차지하

고,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54.6/1,000)도 상당

하다(KIET, 2012). 국내 의류 재고 물량은 국내외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의류 재

고 물량 증가율은 생산과 출하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재고 증가의 원인은 공급자 중심의 생산 시

스템, 제품의 다양성, 유행의 민감성, 유통업체의 위

탁매입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시장분석능력의 열세

로 시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복종이 다양

하여 수요예측이나 트렌드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도 주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백화점은 위

탁매입방식을 채택하여 시장수요 예측을 반영한 선

주문, 후제품 조달 등과 같은 재고감축노력 소홀 등이 

재고 증가의 요인일 것이다.

브랜드 의류의 유통 구조는 주로 1차 시장과 2차 시

장으로 나누어진다. 1차 시장은 제조업체에서 당해에 

생산한 신상품이 바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대리점, 백

화점, 대형마트가 포진되어있으며 정상가로 약 30%

의 물량을 소화하며 할인판매(30~40%)를 포함하여 

내수 출하량의 약 60~70%가 판매된다. 2차 시장은 재

고시장으로, 1차 시장에서 판매되고 남은 물량을 다

음 시즌 이후에, 아울렛,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시장이다. 보통 30~50% 할인된 가격으

로 판매하며 내수 출하량의 약 28~30%를 소진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고시장은 제품 출시일로부터

의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특히 3단계 재고시장

의 가격은 브랜드업체들이 프로모션 등에 지불한 의

류 조달 비용 수준에서 결정된다. 2차 시장에서 판매

되지 않은 재고는 제3국 수출, 덤핑 판매, 사회복지단

체 기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재고의 증가는 물류비용 증가와 기업의 재무 건전

성 악화를 유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상품

의 판매단가를 향상시키게 된다. 소비자는 비싼 판매

가로 인하여 세일 상품이나 2차 시장에서의 구입 비

율이 증가하게 되어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반응에 따

라 제품 출하를 조절하는 신속대응(Quick response), 

‘05 ‘06 ‘07 ‘08 ‘09 ‘10 ‘11 ‘12(1~5) 

재  고 12.8 19.5 21.8 10.3 -27.3 1.2 15.3 29.7

생  산 5.5 9.6 6.1 5.0 -2.9 5.1 1.2 -2.1

출  하 6.3 10.2 8.4 3.3 -3.2 4.4 1.4 0.3

표 2. 생산액 대비 재고 비율 현황(단위: %)(KIET, 2012)

‘05 ‘06 ‘07 ‘08 ‘09 ‘10 ‘11(p)

의  류 14.3 16.0 16.6 17.2 17.1 17.9 20.0

제조업 8.7 8.6 8.7 9.1 8.8 8.7 9.0

표 1. 의류 주요 지표 증가율 현황(단위: %)(KIE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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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응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는 근접기획

(Proximity), 시즌 중에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3~4주 

만에 기획해 생산해내는 스팟기획(Spot)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방식의 상품기획 전량이 시도되고 있다.

4. 원데이 샘플 시스템 사업 소개

4.1 원데이 샘플 시스템 사업 목표

원데이 샘플 시스템은 동대문 소상공인을 위한 생

산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동대문시장은 반경 1km 이내에 원단, 부자재, 생산, 

유통, 판매망 등 패션상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집중되어있는 패션 클러스터이다. 원데이 

샘플 시스템은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인프라와 3D 

가상의상 기술을 활용한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신진 디자이너 및 지역 소상공 브랜드에게 디자인에

서 기획까지의 전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드타

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2D 패턴, 3D 의상샘플 이미지와 동영상, 실물 

샘플 제작, 생산공장 연결 등 의류 생산의 모든 과정

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

션으로 모든 작업 과정의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단

축하여 근접기획과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하는 지원

하는 것이다.

4.2 원데이 샘플 시스템 작업 과정

(1) 고객의뢰

의뢰인이 오리지널 샘플이나 사진, 도식화 등을 제

시하면 디자인실에서는 디자인 요구사항, 사이즈, 수

량, 자재, 납기일 등 주요 사항을 파악하여 작업지시

서를 작성한다.

(2) 2D 패턴 제작

패턴실에서는 작업지시서를 기준으로 2D 패턴을 

그림 10. 작업지시서

유통단계 유통업태 할인율 누적 판매율(추가 판매율)

1차 유통시장

- 백화점

- 대리점

- 대형마트

정상가격 판매 30%

20～30% 할인 60～70%(30～40%)

2차 유통시장
(재고시장)

- 아울렛

- 홈쇼핑

- 인터넷쇼핑

1단계 30～50% 할인 75～85%(15%)

2단계 50～80% 할인 85～95%(10%)

3단계 80～90% 할인 90～98%(3～5%)

기타 처리

- 사회복지단체 기부

- 제3국 수출

- 땡처리

- 소  각

- 100%(2～10%)

그림 9. 원데이 샘플 시스템

표 3. 브랜드 의류 유통 구조(KIE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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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D 패턴 제작

제작한다. 패턴 제작 과정은 신규제작, 수정변형, 블

록 DB 활용의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2D 패턴 데이

터베이스에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인 경우, 신규제작을 통하여 패턴을 제작한다. 

2D 패턴 데이터베이스에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의 패턴을 수정, 변형하여 패턴을 

개발한다. 블록 DB에 유사한 디테일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해당 블록을 활용하여 패턴을 개발한다. 블록 

DB란, 칼라, 소매, 커프스 등과 같은 의상 디테일을 데

이터베이스화한 (주)디쓰리디의 독자적인 디자인 라

이브러리이다. 

(3) 3D 의상 소재 적용

Doxie flip 스캐너(Apparent Corporation)를 이용하

여 의상에 적용할 원단의 색상과 재질을 스캔한다. 

Doxie 스캐너는 모바일 스캐너로서 원단 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단의 직조 방식에 따른 입체적인 

질감을 스캔할 수 있어 원단 재질 표현에 적합한 이미

지를 획득할 수 있다. 스캔한 이미지는 그래픽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리핏(repeat)이 되도록 편집한다. 이

러한 과정으로 완성된 텍스타일 이미지를 3D 가상의

상에 적용하여 원단의 색상과 재질을 표현한다.

의상은 원단의 색상이나 재질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외에 물리적 특성에 따라 완성된 형태에 차이가 있다. 

원단의 위사 강도, 경사 강도, 바이어스 강도, 신축성, 

굽힘점, 굴점, 두께 등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이를 

3D 의상샘플에 적용하여 실제 원단과 같이 드레이프

되도록 한다. (주)디쓰리디에서는 실제 원단으로 제작

그림 12. 원단 스캔

된 의상과 같은 형태를 완성하고자 원단의 물성을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3D 원단물성치로 변환하는 특허

(Jung, 2016)를 출원하여 3D 의상에 적용하고 있다.

(4) 3D 의상샘플 제작

2D 패턴 파일을 dxf 포맷(범용 캐드 파일)으로 변환

하고 이를 가상의상캐드에서 3D 의상샘플로 제작한

다. 3D 의상샘플은 실루엣 점검 및 패턴 수정을 위한 

기준이 되며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된다.

(5) 커뮤니케이션

의뢰인에게 3D로 제작된 의상샘플 이미지 또는 동

영상을 전송하고 의뢰인의 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하

는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을 최종 결정한다. 커뮤니케

이션 과정은 기존의 제품 기획 및 시제품 생산 방식에

서는 실제 의상 샘플을 제작하고 이를 운송하여 시작

그림 13. 3D 의상 소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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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품을 수령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확인하여야하므로 

리드타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3D 캐드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

하여 3D 의상샘플의 이미지는 물론 동영상을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고 장

소를 불문하고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

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제작업체간

의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6) 실물샘플 제작

의뢰인이 최종 확인한 패턴과 원부자재를 이용하

여 샘플을 제작한다. 실물샘플 제작 단계에서 원자재, 

부자재, 요척, 봉재기법 등을 포함한 생산지시서를 완

성한다. 디자인 특성과 의뢰인의 3D 의상샘플에 대한 

경험 등에 따라 실물샘플 제작 단계를 생략하고 소량 

생산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다.

(7) 실물샘플 납품

완성된 실물샘플을 의뢰인에게 전달한다. 의뢰인

이 샘플을 검토하여 추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

물샘플 재제작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물샘

플을 다시 제작한다. 최종 결정된 디자인과 패턴, 원

부자재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향후 유사한 

디자인의 샘플 제작시 활용하도록 한다.

(8) 생산 연계

제품의 품목, 수량, 퀄리티, 단가 등을 파악하여 생

산에 적절한 제조업체를 섭외한다. 의뢰인과 제조업

그림 15. 실물샘플 제작

체가 실물샘플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

부자재를 투입하여 생산에 돌입한다. 디자인 특성과 

3D 의상샘플에 대한 경험에 따라 실물샘플을 생략하

고 생산지시서와 3D 의상샘플을 통하여 생산 과정을 

협의할 수도 있다.

5. 결 론

원데이 샘플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동대문의 인프

라와 3D 가상의상 기술을 활용한 패션 비즈니스 플랫

폼으로, 패션과 IT의 융합을 통해 동대문 상권에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원데이 

샘플 시스템은 의뢰인의 샘플 스케치를 2D 패턴으로 

제작하고 패턴과 텍스타일 정보를 이용하여 3D 의상

샘플을 개발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바일이나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되어 커뮤니케이

션 시간을 단축한다. 기존의 샘플 제작 방식은 디자인 

기획에서 샘플 완성까지 3~7일이 소요되었던 반면, 

원데이 샘플 시스템은 24시간 내에 실제샘플까지 제

공하여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은 패션 사

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신진 디자이너들이 다

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

다. 또한 동대문 소상공인들에게는 디자이너와 생산 

커뮤니케이션 지원, 샘플제작 및 생산라인 연계, 공장 

라인 비수기 관리, 다품종 소량 단납기 생산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를 제공하여 동대문 패션 상권의 활성

화와 한국 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50 패션정보와 기술 Vol. 13. 2016

하지태․최영림

참고문헌

Arce, N. (2014, November 29). eBay Wants to Make 
Shopping Interactive with Magic Mirrors. Here's the 
Future of Shopping. TechTIMES. Retrieved October 26, 
2016, from http://www.techtimes.com

Cho, E. (2012, August 09). 런던 올림픽 3D영상 부분, 한국
이 금메달?. IT donga. Retrieved November 7, 2016, from 
http://it.donga.com/10344/

Edwards, J. (2015, October 12). There is a magic bra mirror 
that can work out your bra size. Cosmopolitan. Retrieved 
November 7, 2016, from http://www.cosmopolitan.co.uk

Jones, S. (2015. January 16). Neiman Marcus assists purchase 
decisions with digital mirror. Luxury Daily. Retrieved 
October 26, 2016, from https://www.luxurydaily.com

Jung, T. (2016). The clothing manufacture system using the 
computer system, Korea Patent No. 10-1627114. Daeg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m, K. (2004). ‘동대문’ 풍부한 원단, 단납기 다품종 소량
생산 강점. Fashion Channel Forum, 11, 182-186

Koo, H (2016, February 17). 2015년 국내 패션 시장 규모 51
조 7,720억원, Fashion Seoul. Retrieved October 30, 
2016, from http://www.fashionseoul.com/?p=101523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2). 의
류 재고시장 현황과 시사점 [Apparel Stock Market Status 
and Implications]

Kwon, M. (2014, January 15). 3D 애니메이션 ‘캡틴 하록’에 
국내 FX기어 기술 퀄로스 사용. IT donga. Retrieved 
November 7, 2016, from http://it.donga.com/17101/

Oh, K. (2016, October 17). 패션 업계 불어나는 재고, 대책 
시급, Apparelnews. Retrieved November 7, 2016, from 
http://www.apparelnews.co.kr

Saso. (2016, June 22). 판타지의 영원 ‘웨타 디지털’. Informality 
VFX Team Blog. Retrieved October 19, 2016, from 
http://vfxteam.tistory.com/153

Tabuchi, H. (2015, October 20). Tommy Hilfiger Introduces 
Virtual Reality Headsets for Shoppers. The Newyork 
Times. Retrieved October 19, 2016, from http://www. 
nytimes.com

Yang, H. (2013, January 09). 에프엑스기어, 킹즈온라인에 
‘왕’의 옷을 입혀. IT donga. Retrieved November 7, 
2016, from http://it.donga.com/12664/

하지태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주)세정 전략혁신팀 팀장

세정 I&C 전략사업팀 팀장 

현 (주)D3D 대표이사

E-mail: d3d@d-3-d.com

최영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생활과학박사)

현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E-mail: orangebk@daeg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