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8, August 2018(pp. 1021-1026)

https://doi.org/10.9717/kmms.2018.21.8.1021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2004년 한국의류학회지에 개제된 논문 홍성애,

TNO의 3D 관련 연구와 의류산업에서의 활용방안

[1]과 2006년 정연희, 홍경희,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

한 밀착 패턴원형 개발[2]과 2006년 한국멀티미디어

학회논문지에 개제된 탁명자, 김치용, 인터넷패션 쇼

핑몰을 위한 가상 피팅 모델 시스템 연구[3]를 분석

해보면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첨단기

술에 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산업과 산업, 전공과 전공의 융합 연구는 미미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첨단기술

을 빠르게 R&D하고 산업 현장에 융합한 혁신적인 

산업체들은 시장을 선점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있다. Human Solutions Group과 Legacy Effects

사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하지만 국내의 의상 산

업 관련 분야에서는 R&D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

한 이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

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 의상 산업과 영화 특수의상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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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을 위해서 3D Scan, Computer Graphic, 3D

Print에 대한 융합연구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3D

Scan, Computer Graphic, 3D Print 기술을 융합하여 

인체의 사이즈를 디지털방식으로 계측, Computer

Graphic을 활용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

지털 의상디자인, 3D Print를 활용하여 특수의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D Scan을 활용한 인체 사이

즈를 디지털로 계측하는 기술은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는 편이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고가이거

나, 하드웨어의 구축을 위해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3D Scan, Computer Graphic,

3D Print 기술을 융합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듈들

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실험되어야한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에 활용하면 유사 

산업체들과 탁월하게 차별화된 시장을 운영할 수 있

다. 영화 의상제작 과정에서 제작기간 단축 및 제작

비용을 탁월하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OSMU콘텐

츠의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상제작과

정을 효율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구체

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창조된 디자인데이터

를 영화콘텐츠, 드라마콘텐츠, 게임콘텐츠 시장 등에

서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산업과 산

업, 전공과 전공의 완벽한 융합에 의한 뉴비즈니스 

시장 창출이 가능한 것이 본 연구결과의 최대 장점 

및 차별화이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3D Scan+Computer Graphic

+3D Print 산업 분야의 융합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3D Scan+

Computer Graphic+3D Print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3장에서는 

해외의 의상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융합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되어야할 문제점들을 도출한

다. 4장에서는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험결과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제안하여 결론을 맺는다.

2. 3D Sca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분류

2.1 3D Sca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류

DESKTOP 방식을 이용한 3D SCAN 방법은 3D

SCAN PRODUCT 회전방식[7]과 HUMAN 360˚ 

Turntable 회전방식[8]으로 분류된다. 3D SCAN 방

식은 유선방식[a cable system]과 무선방식[a radio

system]으로 분류된다. 최근 휴대가 간편하면서 가

격이 낮은 PORTATIVE 방식의 3D Scan을 개발하

고자하는 시장흐름이 두드러진다. PORTATIVE 방

식의 3D SCAN은 유선방식의 PORTATIVE 3D

SCAN_Sense[9]와 무선방식의 PORTATIVE 3D

SCAN_ipad Structure Sensor[10]가 대표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2.2 Computer Graphic Software 분류

Computer Graphic을 활용하여 의상패턴DB를 구

축하고 단시간에 디자인을 완성하는 소프트웨어로

는 INKSCAPE[11], SmartDesigner, Optitex, Mar-

velous Designer 등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의상산업 

융합분야에서 그중에서도 Marvelous Designer가 독

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콘텐츠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Zbrush와 연계하여 

특수의상 제작 산업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Fig. 1. Research Scope.

Fig. 2.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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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D Print 분류

3D Print 분류는 단행본, 논문, 사이트 등의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보아도 내용이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는 노수황, 이원모, 초보자를 위한 3D프린트 첫걸음

을 인용한다[5]. 1984년 3D 시스템즈에서 SLA방식

으로 최초의 3D Print를 출시한 후, 스트라타시스에

서 FDM방식을 개발하여 3D Print 시장의 구도를 형

성하고 있다. 3D Print 출력방식과 3D Print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3D Print 출력방식에 따른 분류는 

PBP, SLS, LOM, FDM, MJM, SLA, DLP, POL-

YJET, AOM방식으로 분류한다. 잉크젯 프린터 원

리를 이용, 액체 상태의 컬러잉크와 경화물질을 분말 

원료에 분사하여 조형하는 방식[PBP]: PBP(Powder

bed & inkjet head 3d Printing)는 분말과 경화물질

(바이더)이 구조 형성, 잉크가 컬러를 조절한다. 왁

스, 폴리스티렌, 나일론, 유리, 세라믹, 스텐레이스강,

티타늄, 알루미늄, 코발트 등 다양한 가루 재료 출력 

방식[SLS]: SLS(Selective Laser Sintering)는 금속 

제품에 사용 가능하며 고운 가루의 기능성 고분자,

금속 분말을 레이저로 용융한다. 속도가 가장 빠르고 

다양한 소재가 사용가능하나 장비가격이 고가인 것

이 단점이다. 종이, 플라스틱, 금속 라미네이트 층 등

의 필름 형태의 재료를 칼이나 레이저로 절단하며 

접착제로 접합하여 조형하는 방식[LOM]: LOM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은 종이의 내구

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나 별도 화학 용제가 필요치 

않아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실사와 같은 색상을 출력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노

즐 안에서 녹여 얇은 필름 형태로 적층하는 적층방식

[FDM]: FDM[Fused Filament Fabrication]은 정밀

도가 비교적 높고 내구성 강도가 강한 편이며, 기계

장치가 간단하지만 성형속도가 느린 점이 단점이며 

PLA 와 ABS를 사용한다. 프린터 헤드에서 모델 재

료인 Acrylic Photopolymer와 Support가 되는 WAX

재료를 동시에 분사하여 자외선으로 동시 경화 방식

[MJM]: MJM(Multi Jet Modeling)은 프린터 헤드에

서 모델 재료인 Acrylic Photopolymer 와 Support

가 되는 WAX 재료를 동시에 분사하여 자외선으로 

동시 경화한다. 레이저 빔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광

경화성 플라스틱을 얇은 층으로 경화하여 층층이 쌓

는 방식[SLA]: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성형속도가 빠르고 정

밀도가 높은 반면 충격에 약하다. 액체 상태의 광경

화성 수지에 조형하고자 하는 모양의 빛을 투사하여 

수지를 층층이 굳혀나가며 프린트하는 방식[DLP]:

DLP(Digital Light Processing)은 레이저 대신 UV

를 프로젝터 방식으로 적용하여 DLP 프로젝터가 아

래에서 위로 조형 이미지를 비추면 수조안에 있던 

광경화성 수지[빛을 받으면 경화되는 수지]가 디지

털 라이터에 의해 굳어지며, 조형 판이 한 층씩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표면 조도가 우수하며, 출력 속

도가 빠르고 낮은 소음과 작업 속도가 균일하나 전용 

수지 재료가 필요하고 제품 사이즈가 작고 프린터 

가격이 고가이다. 잉크젯과 광조형의 혼합 방식으로 

프린터 헤드의 미세 노즐에서 재료를 분사함과 동시

에 자외선으로 경화시켜 조형하는 방식[POLYJET]:

POLYJET(Photopolymer Jetting Technology)는 뛰

어난 정밀도로 정교한 부품과 주얼리 제작에 적합하

다. 반 중력 객체 모델링 이라 불리는 방식, 서포터 

구축이 필요 없이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공기 중에

서 원료를 굳히는 방식[AOM]: AOM(Anti-gravity

Object Modeling)은 자유로운 프린팅이 가능하다.

3D Print 재료에 따른 분류는 파우더, PLA, PC,

ABS, 세라믹, 아크릴, 금속, 왁스, 고무, 나무, 유리,

종이로 분류한다. 파우더(석회가루)는 강도는 약하

지만 컬러 잉크를 분사하여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PLA는 옥수수를 발효시켜 얻은 재료

성분 특성상 약간의 투명도를 표현한다. PC(Poly-

carbonate)는 강한 충격방지가 가능한 소재로써 항

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ABS는 성

형성과 2차 가공성이 뛰어나고 정밀도에 약점이 있

다. 세라믹은 롤러를 이용한 얇은 층의 세라믹 파우

더를 플랫폼에 도포한 뒤 프린트 헤드가 유기 결합제

를 구체적인 위치에 적용한다. 아크릴은 뛰어난 정밀

도로 목형제작에 적용하면 좋으나 강도와 온도 부분

에서 단점이 있다. 금속은 결합제를 함유한 분말 금

속 복합체를 침전시켜 결합제가 녹아 금속이 일시적

으로 함께 고정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오븐에서 융합

이 일어난다. 왁스는 액세서리, 보철 등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고무는 충격흡수가 필요한 기능성 모델에 

쓰일 수 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분야에 

적합하다. 유리는 금속분말 재료를 사용하는 같은 방

식으로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종이는 강도가 나

무 재질 정도로 아이리스 3D프린터에서 종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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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관련 산업분야 융합 성공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의상산업 분야의 Human Solutions Group, 영화 

특수의상산업 분야의 Legacy Effects사 등과 같은 

산업체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디지털기

술들을 융합시켜 시장을 선점하여 매출을 증대시키

고 있다.

3.1 의상산업 분야의 Human Solutions Group 성공사

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Human Solutions Group[12]은 Assyst, AVM,

Human Solutions, Human Solutions USA, Sistemi

Assyst으로 2002년 설립되어 그룹으로 운영되고 있

다. 빠른 혁신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간 운영되어 

의상패턴 및 인체계측 데이터의 Big Date를 구축하

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의상산업 관련 분야 산업체 

들이 동일한 융합플랫폼으로 투자하기에는 고비용,

넓은 공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작동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3.2 영화 특수의상산업 분야의 Legacy Effects 성공

사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Legacy Effects[13]는 2008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빠른 혁신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간 운영되

어 영화 특수의상 제작의 Big Date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영화 특수의상 분야 산업체들이 동일

한 융합플랫폼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기에는 고비용,

넓은 공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작동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4. 문제점 해결방안 실험 및 결과

고비용, 넓은 공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작동 교

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3D

Scan 실험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휴대가 간편하면서 가격이 낮은 PORTATIVE

방식의 3D Scan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PORTATIVE 방식의 3D SCAN은 

PORTATIVE 3D SCAN[a cable system]_Sense와 

PORTATIVE 3D SCAN[a radio system]_ipad

Structure Sensor이다. 하드웨어의 실험결과 POR-

TATIVE[a cable system]방식의 Sense 3D Scan은 

USB를 연결하는 유선시스템이어서 3D SCAN 진행

에 편리한 장점을 보였으나, PORTATIVE 방식 3D

SCAN과 비교하여 3D MODEL FILE은 좋은 퀼리티

를 보이지 못했다. PORTATIVE[a radio system]방

식의 ipad Structure Sensor 3D Scan은 Wi-Fi의 성

능에 따라서 3D SCAN 진행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단

점을 보였으나, 낮은 가격의 제품임에도 높은 가격의 

PORTATIVE 방식 3D SCAN과 비교하여 3D

MODEL FILE은 좋은 퀼리티를 보였다. 고비용, 넓

은 공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작동 교육 지원을 필

요로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3D SCAN 소프트

웨어는 대부분 제품생산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

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의 실험결과 대

부분 유사한 성능을 보였으나, PORTATIVE[a radio

system]방식의 ipad Structure Sensor 제품과 연동

되는 별도 판매 프로그램 SANECT[14]가 탁월한 성

Fig. 3.  Human Solutions Group.

Fig. 4. Lega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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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였다. 고비용, 넓은 공간, 전문적인 소프트웨

어 작동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Computer Graphic 실험 및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현재 의상산업 융합분야에서 Marvelous De-

signer가 독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콘텐

츠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Zbrush

와 연계하여 특수의상 제작 산업현장에서 활발히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rvelous Designer와 

Zbrush를 연계하는 것이 개발하고자하는 주문 형 의

상제작 융합플랫폼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비용, 넓은 공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작동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3D Print

실험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3D Prin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매우 다양하다. 융합플랫폼 개발에 적

합한 3D Print 하드웨어의 공통사양 특성은 저가격

의 보급형이면서 필라멘트를 재료로 사용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TEVO사의 Little

Monster[15]를 사용한다. 3D Print 소프트웨어는 

Youtube등의 SNS를 통하여 조작방법을 쉽게 습득

할 수 있는 CUR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의 OSMU연계도를 도식화하

면 Fig.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하여 고비용,

넓은 공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작동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중심의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 개발 제안

을 도식화하면 Fig.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실험 결과로 제안하는 3D SCAN의 

HARDWARE와 SOFTWARE를 활용하면 국내의 

관련 분야 산업체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산업체들과 경쟁이 가능하다. 또한 

Fig. 7에서 Before & After로 시각화한 것처럼 기존

에 필요로 했던 넓은 공간이 아닌 고객이 서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작업진행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 실험 결과로 제안하는 Computer

Graphic SOFTWARE의 조합은 전문적인 소프트웨

어 작동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조합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오

던 인체치수 계측을 완벽하게 디지털로 자동화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체들이 고비용을 투자하여 앱을 개

발하고 Big Date를 구축하는 전문작업도 손쉽게 해

결된다. 또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오던 전통방식의 

염색 패턴 제작과정을 비전문가들도 디지털패턴DB

구축부터 디지털의상에 패턴을 실시간으로 적용하

는 것까지 손쉽게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 디지털

데이터들을 본 연구에서 실험 결과로 제안하는 

HARDWARE와 SOFTWARE에 연계하면 저비용,

소공간으로 특수 의상 제작까지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

폼의 차별적 특징은 첫째, 자동화 의상제작 PIPE-

LINE구축으로 향후, 증명사진 자동촬영시스템처럼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 둘째 소비자의 국가별, 인

종별, 세대별 등의 Big Data가 구축되어 활용되면 

온라인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셋째, 의상산업 분야에

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를 융합하여 OSMU

콘텐츠[4]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는 관광상품 개발, 영화의상, 드라마의상, 행

Fig. 5. OSMU Interconnect Diagram.

Fig. 6. Develoment Result &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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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코스튬의상, 다양한 머천다이징 시장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의상디자인 결과물을 상품화로 연계하

는 것이 가능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되고 있

는 첨단기술을 빠르게 R&D하고 산업 현장에 융합한 

혁신적인 Human Solutions Group과 Legacy Effects

사가 세계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문 

형 의상제작 융합플랫폼을 국내의 관련 분야 산업체

들이 도입하여 세계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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