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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섬유패션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션 도식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성복 디자인을 분석하여

도식화를 모듈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Bodice, Sleeve, Collar, Cuffs, Pocket 모듈로 구성되며, 모듈을 자동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모듈의 조합만으로 새로운

도식화를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 상용 시스템에는

없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패션 디자인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손쉽게 도식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최근 관심이 늘고 있는

의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대에 고객이 프로슈머로서 의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현된

시스템이 향후 패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다면 도식화 완성과 함께

봉제 패키지 제작이 가능해져 의복 생산 자동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패션 도식화, 도식화 CAD, 패션 도식화 모듈, 의복 생산 자동

화 설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학 번 : 2018-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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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은 대량생산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욕구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이다.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의 혁신 속에서 의류

산업 또한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의류제품 또한 고객의 기호에

맞춰진 스타일이나 사이즈 등을 제공하는 대량 주문 맞춤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류제품 개발 과정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이다. 의류제품 생산 과정에서 패션 도식화는 생산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는 작업지시서에 포함되며 디자인 정보, 

봉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식화 작업은

작업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적합하다. 하지만 패션 업체에서는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이 도식화를 제작하는데 여전히 수작업 방식을 선호하여

작업자의 주관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매번 도식화를

그리고 생산지시서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정작 새로운 디자인

창출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박치수 & 안민영, 2009) 이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CAD 프로그램이 디자이너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수작업보다 작업 과정이 복잡하다는 편견의 결과이다. 

따라서 패션 업체의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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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손쉬운 도식화 CAD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공급자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한 부품과

옵션 내에서만 선택과 조합이 가능한 대량 맞춤 생산을 넘어서, 디자인

제조 과정에 고객이 참여하는 한 차원 높은 개인 맞춤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박창규, 2018) 이런 시대에 고객은 생산자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 인지되어야 하며, 상품 개발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비전문가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식화 제작 툴은 프로슈머가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식화 작업 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은 Adobe 

사의 Photoshop, Illustrator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으며, 도식화에

특화된 국내 CAD 프로그램으로는 TexPro, SPD_Look이 대표적이다. 

(엄경희 & 최유미, 2013) Adobe사의 Illustrator는 패션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이지만 본래 이미지 편집이나 일러스트

제작을 위한 범용 프로그램으로 도식화 제작에 특화된 기능이 부족하다. 

TexPro의 경우 섬유패션 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된 CAD 프로그램으로

도식화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패션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는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 사용되기엔 어렵다. 또한, 도식화를 통해 2D 의복 메쉬

모델의 형태 변형을 자동으로 설계하거나 3차원 가상 착의와 연계, 

자동으로 봉제 패턴을 생성하는 등 (Wan et al, 2014; Liu et al, 2019; 

Wenpeng & Xiaohuang, 2010) 의복 생산 공정을 자동화시키고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모두 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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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웠다. 도식화 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을 돕기 위해 도식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연구들도

있었으나(김영운 외, 2004; 박치수 & 안민영, 2009; 엄경희 & 최유미, 

2013), 탑재된 아이템들은 의복 전체 스타일에 국한되어 있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템을 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도식화 모듈을 자동으로 조합할

수 있는 도식화 CAD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성복

분석을 바탕으로 도식화 모듈화 과정을 수행하여 도식화 모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자동 정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도식화

모듈을 자동으로 조합되어 전체 도식화를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의 도식화

CAD를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치 및 의의는 도식화 모듈을 자동으로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이 자동으로 도식화를 조합하고 추천하거나, 

자동으로 의복 패턴을 조합하여 설계하는 등 후속 연구의 가능성으로

의복 생산 자동화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식화

모듈의 오픈 아카이브와 연계되어 다양한 사용자가 디자이너로서

참여하고 디자인을 공유하는 플랫폼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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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와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패션 도식화 제작에 특화된 기능을 포괄하는 CAD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동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 도식화 모듈의 자동 조합 기능을 구현한다.

2. 패션 도식화를 모듈화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확립한 후, 개발된 CAD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도식화 CAD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도식화

모듈의 조합을 통한 패션 도식화 제작이라는 응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다. 유용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기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의 분류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성복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 도식화 모듈 데이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도식화 모듈

데이터베이스는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이템은 다양한 실루엣과 디테일

조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라우스와 셔츠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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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제 1 절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이란 대량고객주문화를

의미하며, 1987년에 Stanley Davis에 의해 도입된 용어로, 대량을 뜻하는

‘매스(Mass)’와 고객화를 의미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을

합성한 조어이다. Davis는 회사가 대량으로 맞춤화된 상품을

제공할수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igala, 2006)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개별 고객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량생산의 효율성에 가깝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seng & Jiao, 1996)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를 뽑을 수 있다.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따라 상품 수명이 짧아졌고, 다양한 맞춤화 상품들이 더

세분화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또한, 경험

마케팅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에만

만족을 느끼지 않고 일단 경험해보고 구매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연성으로 인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남윤자 외, 

2013) 의류제품의 대량고객 주문화는 대량 시장을 대상으로 하나 고객

각각의 기호에 맞는 스타일, 색상, 사이즈를 맞춰 생산한다. (김정숙 외, 

2009) 또한 패션 제품에 대한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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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셜이나 본인의 로고 등을 넣는 등 본인 정체성의 발현

과정으로써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효연 & 이지현, 2017)

최근에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개인 맞춤(Personalized 

Production)에 진입하면서 자동화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제품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진화되었다. 공급자가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조합이 가능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비하여, 개인

맞춤은 소비자가 디자인과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선주문 후생산

방식이다. (박창규, 2018) 이 패러다임 안에서 소비자는 전통적인 소비

행동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대의 새로운 소비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프로슈머(Prosumer)’는 미래학자 Alvin Toffler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을

합성한 단어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프로슈머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강요에서 벗어나 직접 제품의 생산 전반에 참여하는

‘생산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백혜란 & 이기춘, 2009) 

의류제품은 상표가 다양하고 기능적 특성과 상징적 특성까지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으로(김연희 & 이규혜, 2008), 

섬유패션산업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Anderson-Connell et al(2002)는 의류제품은 다목적성, 

모듈화 특성, 자기 표현 본능으로 인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가능성이 큰 산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Ulrich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의류 소비자들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안에서 co-design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로 모듈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하여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를 만든 이후에 최종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주문 의향, 의사 결정의 용이성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co-design은 사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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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리임을 밝혀졌다. 양희순 & 이유리(2007)의 연구에서는

Pine(1993)이 제시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5가지 단계론을 바탕으로

의류 브랜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실행 수준과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비교하여 대량 고객 맞춤화 전략, 신속 대응전략, 고객 접점

전고객화 전략, 개인화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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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 도식화 CAD

2.1 패션 도식화 CAD 관련 연구

CAD(Computer-aided design)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로 정밀 기계

부품의 제도 및 고도의 기술 사양 작업이 필요한 기능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섬유나 의류 산업에서 CAD는 기술 사양과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시각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게 되었다. (Chase, 1997) 김정숙 외(2009)에 따르면 의류

산업에서의 CAD는 크게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개발할 때 이용하는

디자인 CAD와 패턴제작, 그레이딩, 패턴 배치, 마킹 등의 기술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패턴 CAD로 나눌 수 있다. 

의류제품의 생산 설계 및 주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의 기획, 디자인된

정보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기획, 디자인 부문과 생산 부문 간이

분리된 의류 제조업의 현실상, 이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척 중요하며, 

정보가 객관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작업지시서는 제품의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품의 원단 및 부자재에

대한 정보, 패턴 설계 정보, 그레이딩 정보, 마커메이킹 정보, 연단 및

재단에 대한 정보, 봉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 포장 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제품의 품질 관리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허은영, 1995) 이 중 도식화는 디자인을 직접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보로서 의사소통의 핵심이며, (윤미경&남윤자, 2019) 옷의

디테일, 스타일 등 정확성을 요구하는 실무에 쓰이는 그림이다.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한 패션 도식화 CAD 관련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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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중(2013)은 Adobe의 Photoshop CS5을 활용하여 디지털 방식의 패션

도식화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한 후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는데, 기존의 손으로 그려놓은

도식화를 스캔하여 트레이싱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도식화를 제작하는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김영운 외(2004)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접목한 피스 기반의 디자인

CAD와 도식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다양한 드로잉 도구 지원, 벡터

형식 문서 지원,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 쉬운 Mapping 기능 등을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제공하였다. Ji et 

al(2002)는 의류 테크니컬 드로잉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했는데,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해 손쉽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의류의 부분적인 요소의 드로잉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클릭만으로 조합되어야 함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특히, 도식화를 바탕으로 생산 공정 자동화와 연계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3차원 가상 착의와 관련해서 Wenpeng & 

Xiaohuang(2010)은 2D 환경에서 스케치된 의복의 실루엣을 와이어

프레임에서 생성하여 3D 모델에 입혀지는 스케치 기반의 파라메트릭한

의복 모델링 방법을 제시했다. Wan et al(2014)은 패션 디자이너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2D 의복 메쉬 모델의 형태 변형을 이용하여

패션 도식화가 의복 실루엣의 전체 길이와 디테일을 유지하며, 다양한

포즈의 인체에 입혀질 수 있게 하도록 설계 방법을 연구하였다. Liu et 

al.(2019)는 패션 스케치 드로잉과 패턴제작을 통합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청바지의 도식화에 치수를 부여하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패턴제작이 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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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션 도식화 CAD 상용 소프트웨어

 패션 산업체에서 도식화 디자인 작업 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은 Adobe사의 Photoshop, Illustrator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사진 합성이나 로고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컬러 제판 작업이나 매핑(Mapping)을 통한

제품 시뮬레이션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엄경희 & 최유미, 2013) 

 도식화를 제작할 수 있는 CAD 소프트웨어 중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에는 ㈜영우씨앤아이의 TexPro가 대표적이다. TexPro는 섬유, 

패션 디자인 전용 CAD로 기획 및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패션 디자인, 

컬러웨이 작업과 선염 직믈, 편직물, 날염 물의 디자인 등을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트맵과 벡터 모드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유지헌 & 이지원, 2011)

 CAD 소프트웨어 중 국외 상용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SnapFashun(SnapFashun Group)은 Adobe의 Illustrator CC와 호환이 되는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식화를 빠르게 스케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패션 도식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한 SnapLibrary 기능을

제공한다.1) Verve Sketch(Verve Sketch Software)는 키워드와 설명의 탐색

속도를 높인 도식화 라이브러리를 통해 의류 생산 예상 비용을 얻을 수

있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Hanson, 2012)

1) SnapFashion(2020) https://www.snapfashun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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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션 도식화 모듈 데이터베이스

3.1 패션 모듈화

모듈화(Modularization)는 1965년 Starr에 의해 처음 문헌에

등장하였는데, 표준화된 구성 요소로 조립되는 제품의 설계 방식을

의미하며, 구성 요소의 집합에서 각기 다른 조합은 최종 제품의 모델의

변형을 야기한다. (Ernst & Kamrad, 2000) 모듈화는 표준화와 합리성의

장점을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유연성과 연결함으로써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모듈(Module)은 그것이

속해 있는 제품에 관련하여 필수적이고 자급자족 기능의 유닛인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결합으로 제품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호 작용

기능을 하고 있다.(Miller & Elgård, 1998) 이러한 모듈화 개념은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에서 전체 생산 시스템 구축, 제조 기계 커스터마이즈 등

물리적 개념으로 사용됐는데, 점차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비롯한

비물리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Starr(2010)는 모듈화의 특징인

모듈성(Modularity)은 물리적이거나 제품의 대체 부품의 호환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제품은 저장될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미리

프로그램되어 호출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Rogers & Bottaci(1997)가 모듈러 생산 시스템의 장점에 나열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표준화된 모듈성으로 체계화된 설계 절차와 생산

시스템이 단순화가 결합하면서 설계부터 시장까지의 리드 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모듈러 생산 시스템은 성능과 신뢰성이 보장된 유닛을

결합하면 똑같이 성능과 신뢰성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는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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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든 상품이 고품질의 일관된 품질로 생산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생산의 모든 측면을 모델링 하여 가상 제조가 가능하므로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전에 생산 비용 및 리드 타임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모듈러 생산 시스템의 정확한 컴퓨터 모델과 체계적인 설계

절차를 바탕으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 모듈러 생산 시스템의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생산 능력을 변경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설계와 모듈화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생산

시스템을 빠르게 구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서 새로운 상품의 소개

빈도를 높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다.

패션에 관련된 모듈화 연구로는 양희영(2007)은 패션 디자인 사례 중

모듈화의 건축적 특징인 다목적, 다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받는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 후, 모듈화 패션 디자인은

간단한 조작을 통해 다양한 기능과 형태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패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사료하였다. Fontana et 

al.(2005) 는 의복 피스의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특징과 패널끼리의

관계와 연결을 고려한 CAD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는데, 사용자가 2D 

패널 사이의 조립 규칙을 대화식으로 지정하고 포켓, 주름, 절개, 다트

등 기능 세부사항을 삽입하여 조립되는 가상 제조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CAD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3.2 패션 도식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업무에 공동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한 집합체이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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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같은 데이터가 중복되는 문제를 없앨 수 있으며

업무가 확대되어도 새로 파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2) 

이홍림(2000)은 데이터베이스화를 실행하기 위한 일곱 가지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목적의

명확화로 데이터의 내용이나 형태를 좁혀야 한다. 두 번째는 누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최종사용자의 압축이며, 세 번째 단계는

어떤 형태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의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데이터의

수집이며, 여섯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의 분류 및 정리이고, 마지막은

데이터의 코드화를 의미하는 검색 시스템화이다.

김영운 외(2004)의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접목한 피스

기반의 CAD와 도식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스타일, 원단, 컬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스타일은 크게 양장과

한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은 모양에 따라 여러 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엄경희&최유미(2013)는 섬유패션 CAD 프로그램용

도식화 디자인 리소스 개발을 목적으로 3D 시뮬레이션 효과의 도식화를

개발하여 TexPro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화하였다. 이들은

사용빈도수가 높은 기성복에서 포멀웨어, 캐주얼 웨어, 이너 웨어의

세가지 스타일별 분류를 선정하여 리소스를 개발하였으며, 문헌 조사 및

인터넷 시장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장 시장성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65종의 포멀웨어, 

65종의 캐주얼 웨어, 17종의 이너웨어의 도식화를 디자인하였다. 박치수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0). 데이터-베이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5140&search
Keyword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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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영(2009)은 디자이너들의 도식화 표현을 돕기 위해 Illustrator 

프로그램으로 도식화를 작업한 E-book 형식의 자료집을 제작하였는데, 

다양한 변형과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벡타 형식의 도식화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Men’s Wear의 288개의 파일과 Women’s Wear의 187개의 파일, 

Goods의 23개 파일 등 총 498개의 파일을 제작하였으며, 복종에 따라

폴더로 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료집에 수록하였다. 국외

상용프로그램인 SnapFashun은 도식화의 디테일과 아이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SnapLibrary를 제공했는데, 여성복 디테일은

액세서리(Accessories), 여밈 & 잠금 방식(Closure & Fastenings), 

칼라(Collars), 라펠(Lapels), 커프스(Cuffs), 플라운스&러플(Flounces & 

Ruffles), 밑단 라인(Hemlines), 넥라인(Necklines), 플라켓(Plackets), 

턱받이(Bibs), 주머니(Pockets), 소매(Sleeves), 트림 장식(Trims), 

허리밴드(Waistbands)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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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패션 도식화 CAD 시스템 설계

1.1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본 연구의 패션 도식화 CAD 시스템은 Embarcadero C++ Builder 10.2 

환경에서 개발되었다.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라이브러리는 Microsoft GDI Plus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속성을 공유하는 객체들을 그룹화한 클래스는 [그림 1]과 같이

설계되었다. 각 클래스의 역할은 [표 1]와 같다. 여기서 GDI는 Graphics 

Device Interface의 약자로, 그래픽 개체들을 화면에 그리는 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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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클래스 구조의 설계

[표1] 클래스의 역할

클래스 이름 클래스의 역할
TGDIPlus

Microsoft의 GDI Plus library를 기반으로 한 2D 렌더링과 
사용자 마우스 입력 등을 처리하는 클래스

TGDIPlusImage
다양한 포맷의 이미지 파일을 GDI Plus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클래스

TFlatSketch
도식화 전체를 관리하는 클래스로 내부에 다수의 
TFlatSketchObject를 가짐

TFSAlignObject 여러 개의 object를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함
TFSBlend 두개의 object를 써서 blend 기능을 수행함

TFlatSketchObject
도형을 나타내는 클래스로 내부에 다수의 TFSOSegment를 
가짐

TFSOSegment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클래스로 직선, 곡선, profile 

도형 등을 나타냄
TFSOSegStyle

선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클래스로 도식화에 자주 쓰이는 
선의 모양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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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 정렬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션 도식화 CAD에서 도식화 구성 요소인

모듈들을 자동으로 조합하기 위해 모듈들 사이에 자동 정렬

알고리즘(Automatic Alignment Algorithm)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2]과 같이 Module A와 Module B를 조합하기 위한 자동 정렬 알고리즘의

적용 절차는 [표 2]와 같다. 

 

[그림 2] 자동 정렬 알고리즘 적용 예시

 모듈들이 조합되기 위해서는 각도와 크기가 호환될 모듈의 크기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Baseline으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디스 모듈인 Module A에 칼라 모듈인

Module B를 조합하기 위해 각 모듈에는 Baseline a와 Baseline b가

위치한다. Baseline a와 Basline b가 충분히 가까워지도록 Module B를

Module A 근처에 배치하면, 자동 정렬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표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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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aseline b가 Baseline a와 평행하도록 정렬되면서, Module B의

각도가 Module A의 각도로 조정된다. ([표 2](b)) 마지막으로, Baseline 

b의 크기가 Baseline a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변형되면서, Module B의

크기가 조정되어 모듈의 조합이 완성된다.

[표 2] 자동 정렬 알고리즘의 작동 절차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모듈끼리 근접하게끔 직접

배치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모듈을 클릭함으로써 자동으로 조합될

수 있게 하도록 [표 3]와 같이 Baseline에 몇 가지 속성을 부여하였다. 

(a) (b) (c)

그
림

설
명

조합하고자 하는 모듈
들의 Baseline끼리 근
접하도록 배치됨

두 개의 근접한 
Baseline이 평행으로 
정렬되며 모듈의 각도 
조정

두 개의 Baseline 크기
가 같아지면서 모듈의 
크기가 조정되어 모듈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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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aseline의 속성

속성 종류 속성 특징

Name Baseline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으로, Name이 같은
Baseline끼리 자동으로 조합된다.

Type

Underlay 모듈을 불러왔을 때 정렬 기준이 될 바탕
이미지의 Baseline은 Underlay 속성을 갖는다.

Docking
불러온 모듈의 정렬 기준의 Baseline은 Docking 
속성을 가지며, Underlay 속성의 Baseline 위에
조합된다.

Position

None 단일 배치되는 모듈일 때 해당한다.

Right 대칭되어 배치될 경우 해당 모듈이 오른쪽으로
배치된다.

Left 대칭되어 배치될 경우 해당 모듈이 왼쪽으로
배치된다.

Docking Option
Single 단일 배치되는 모듈에 해당한다.

Mirroring 대칭되어 배치될 모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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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 도식화 모듈 데이터베이스 설계

2.1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세스

  

 패션 도식화 모듈 데이터베이스는 본 연구의 도식화 CAD 

프로그램에서 모듈을 통해 도식화를 조합할 때 불러올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순서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세스 순서도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획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대상으로서

다양한 실루엣과 디테일의 조합이 가능한 셔츠와 블라우스를

선정하였다. 또한, 여전히 많은 브랜드가 손 도식화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식화 CAD 프로그램의 보편화가 필요한 여성복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시장 조사를 통해 여성복 브랜드의 실제 상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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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로 제작하여 60개의 도식화가 앞, 뒤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도식화는 디자인 구성 요소별로 분해되었는데 Bodice, Sleeve, Collar, 

Cuffs, Pocket으로 나누어졌다. 추후 모듈화가 되었을 때 모듈들이

용이하게 교환될 수 있게 하도록 호환성을 고려해야 했는데, 소매의

위치에 따라서 Bodice와 Sleeve 요소는 각도와 모양이 크게 차이나 한

종류로는 모듈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Bodice와 Sleeve는

소매 위치에 따라서 Drop shoulder Sleeve일 때의 Loose Fit과 Standard 

Sleeve일 때의 Standard Fit으로 먼저 분류되었다. 이후, Bodice는 다양한

실루엣을 분류하기 위해 부위별로 측정한 치수를 군집 분석했고, Sleeve, 

Collar, Cuffs, Pocket은 스타일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에 분류된

그룹별로 모듈을 1~2개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었다. 이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2.3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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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셔츠와 블라우스 도식화 제작

패션 도식화 모듈 데이터베이스를 기획하기 위해 대상 선정과 시장

조사는 패션전문지를 참고하였다. 패션저널 & 텍스트라이프(2019)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백화점, 아울렛 매입부 담당자와 점주 등 패션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한 ‘2019 베스트 브랜드’의 20개

부문 선정 결과, 여성 커리어 부문에서는 S 브랜드가 영 캐주얼

부문에서는 T 브랜드가 선정되었다.3) 각 브랜드의 온라인 몰의

블라우스/셔츠 카테고리에서 판매율이 높은 기준으로 정렬하여 30개씩

총 60개의 상품이 도식화로 제작되었다. 모듈화를 위해서는 같은 비율과

인체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위치를 바탕으로 도식화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 윤미경 & 남윤자(2019)의 연구에서는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2004)에서 측정된 직접측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

별로 비례하는 골격의 바디 템플릿을 제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표준형상이 반영된 18-24 연령 그룹의 도식화 바디 템플릿을

선택하였다.

3)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2019). 2019년 패션 베스트 브랜드 20개 선정. 
http://www.okfashion.co.kr/detail.php?number=53527

http://www.okfashion.co.kr/detail.php?number=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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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8-24 연령그룹의 바디 템플릿(윤미경&남윤자, 2009)

 

이 바디 템플릿의 실제 비율과 온라인 몰에서 제공하는 제품 실측

사이즈 정보를 활용하여 도식화를 제작하였으며, 그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그 결과, [그림 6]과 같이 60개의 제품의 앞, 뒤를 그린 120개

도식화가 제작되었다.

[그림 5] 도식화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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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도식화 제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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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도식화 제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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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패션 도식화 모듈화

제작된 셔츠와 블라우스의 도식화는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의

Bodice, Sleeve, Collar, Cuffs, Pocket으로 분류된 폴더에 모듈로 저장될 수

있도록 분해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Bodice와 Sleeve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체 도식화는 어깨 선에 따라서 소매와 몸통이 한 개로 되어

있는 Kimono Sleeve 유형과 소매와 몸통이 분리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광훈 외(2006)는 Set-in Sleeve를 정상적인 진동 둘레선 위치에 달리는

소매로 설명하였고, Dropped Shoulder Sleeve를 정상적인 어깨 끝점에

소매가 달리지 않고 어깨선에서 떨어진 느낌으로 달린 소매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Kimono Sleeve 외의 유형은 진동 둘레가 어깨

끝점을 지나가는 Set-in Sleeve 유형 그리고 진동 둘레가 어깨 끝점에서

내려와 있는 Dropped Shoulder Sleeve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어깨 선의

유형에 따라 도식화들은 [표 4]와 같이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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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깨 선에 따른 전체 도식화의 분류

Kimono Sleeve (3)

Set-in Sleev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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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복이 없는 데이터의

집합을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또한 선택의 역설(paradox of 

choice)에 의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소수 이상으로

늘어나면 선택이 잘못되거나 마비되고,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Oulasvirta et al., 2009) 따라서 제작된 도식화에서

분해된 요소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모듈로 저장될 일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도식화 모듈 중에서 Bodice 모듈은 다양한 실루엣과 기장으로

Dropped Shoulder Sleev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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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들을 그룹화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거쳐

저장될 모듈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Tetsuo et al.(2019)은 다양한 의복의

실루엣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안하면서, 모델이 착장한

의상에서 치수를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그림 7]) 군집분석의 Ward’s 

Method을 이용하여 유클리드 거리 계산에 의해 얻은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각 실루엣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이처럼

군집분석은 분류 항목들을 유사한 특성의 그룹화 하는데 유용하므로, 본

연구에서 Bodice 모듈은 각 측정 항목의 치수 값들로 군집분석하여

유사한 실루엣끼리 그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한 항목은

[그림 8]과 같다. 본 연구의 블라우스, 셔츠는 상의에 해당하므로, Tetsuo 

et al.(2019) 연구에서 실루엣을 측정한 위치 중 상의에 적용될 수 있는

위치만을 측정하였다. 이 항목들은 Shoulder, Sleeve width, Waist, Hem 

line width, Length, Hem line high이다. 

[그림 7] 실루엣 분석을 위한 치수 측정 위치 (Tetsuo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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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군집 분석을 위한 도식화 치수 측정 위치

측정값을 SPSS 25.0의 군집 분석 중 Ward 연결법을 사용한 덴드로그

램으로 분류한 결과 Set-in Sleeve와 연결되는 Bodice는 크게 5개의 그룹

으로([그림 9]), Dropped Shoulder Sleeve와 연결되는 Bodice는 크게 6개의

그룹으로([그림 10]) 분류되었다. 분류된 그룹별로 패션 실무진 10명의

판단에 따라 가장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 1~2개의 모듈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Bodice 모듈은 연구 결과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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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et-in Sleeve와 연계된 Bodice 실루엣의 덴드로그램

[그림 10] Dropped Shoulder Sleeve와 연계된 Bodice 실루엣의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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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Sleeve, Collar, Cuffs, Pocket 모듈은 Riegelman(2012), 이형숙 & 

남윤자(2007), MacDonald(2009)가 정리한 스타일 종류에 따라서 [표 5]와

같이 분류되었고, 분류된 그룹별로 대표적인 모듈이 선정되었다. 

[표 5] Sleeve, Collar, Cuffs, Pocket의 분류

모듈 종류 스타일 종류

Collar
Convertible(11), Shirt(23), Frill(2), V-neck(1), Stand(9), 
Bow(2), Drawstring(2), Tailored(2), Round(2), Ruffled(1), 
Scarf through(1), Buttondown(2), Funnel(1), Stole(1)

Sleeve(Length)
Long Sleeve(40), Cab Sleeve(2), ¾ Sleeve(6), Short Sleeve(6), 
Sleeveless(1), Half Sleeve(5)

Cuffs
single(30), straight(5), ruffled(3), petal(2), turn-up(1), 
adjustable(1). Gauntlet(1)

Pocket
Patch Chevron(10), Patch Rectangle(4), Patch Rounded Square 
Flap(3), Patch Rounded Square(1), Patch Rectangle Fla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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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Flat Sketch 시스템

1.1 소프트웨어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메인 화면은 [그림 11]과 같으며 소프

트웨어의 이름은 Flat Sketch Generator로 명명하였다. 상단메뉴의 구성과

자주 쓰는 대표적인 기능의 이름과 역할은 [표 6]와 같다.

[그림 11] 소프트웨어 기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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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단 메뉴 구성

메뉴 이름 세부 기능 역할

File
New Sketch 새로운 작업창을 연다.

Save Sketch 현재 작업물을 sketch 확장자로
저장한다..

Edit
Toggle 언더레이 이미지, 눈금선, Baseline 등의

on/off를 설정할 수 있다. 

Set Sketch Style 작업물의 모듈(스타일) 종류를 설정할
수 있다.

Selection
Copy to clipboard 현재 작업물을 복사한다.

Register as Clipart 현재 작업물을 Clipart로 저장한다.

Point Delete 작업창의 Point를 삭제한다.

Line

Edit Property Line의 속성을 변경한다.
Register Line 

Style
선택한 Line을 자주 쓰는 Line으로
등록한다.

Symmetry 선택한 Line을 기준으로 대칭하여
펼친다.

Profile Setup Line의 모양을 바꾼다. 

Shape

Edit Property Shape의 속성을 변경한다.

Mirror/ Flip Shape를 가로/세로 대칭하여
반전시킨다.

Group/Ungroup 여러 개의 Shape를 그룹으로 설정/설정
취소 할 수 있다.

Blend 두 개의 Shape를 보간하는 도형들을
만든다.

Position/ Align 여러 개의 Shape들의 배열 순서나
조건을 설정한다.

Tool
Draw 도식화가 될 Line이나 Shape를 그린다.

Flat Sketch 
Organizer

도식화 모듈들을 조합하여 전체
도식화를 제작하거나 현재의
작업창으로 불러온다.

Window Tile Horizontal/ 
Vertical/ Cascade

여러 개의 작업창 배치 형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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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

 (a)는 작업창으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곳에서 드로잉 툴

을 이용해서 도식화를 그리거나 다양한 관련 효과를 줄 수 있다. (b)에서

는 새로운 작업화면을 만들거나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할 수 있

다. (c)는 Underlay 이미지, Baseline, 눈금선 등의 on/off를 설정할 수 있는

“Toggle” 메뉴이다. (d)는 작업을 할 때 쓰이는 메인 툴들이 포함되어 있

다. 도식화를 그릴 수 있는 드로잉 툴, 수정할 수 있는 변형 툴,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툴, 사이즈 치수 입력 보조선 작성 툴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e)는 “Snap to”로 드로잉 툴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추

어서 그릴 것인지 설정할 수 있다. (f)에서는 도식화에 매핑(Mapping)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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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쳐의 크기, 회전,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매핑이란 벡터 그

림에 일정한 패턴을 채워 넣는 기능을 의미한다. (g)는 도식화를 그릴 때

밑바탕에 깔리는 Underlay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화면

의 크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h)는 도식화의 외곽선, 내부 색을 설정

할 수 있는 팔레트 공간이다. (i)는 전체 작업물을 축소하여 볼 수 있는

“Preview” 공간이다.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 중 작업할 때 쓰는 메인 툴([그림 12](d))의 기

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메인 툴의 구성

Icon 기능명 기능 설명

Select Object
작업창에 그려져 있는 대상을 선택할 때 사용

하는 툴이다.

Modify Shape
선택한 대상의 형태를 변형할 때 사용하는 툴

이다. 새로운 직선 Point와 곡선 Point를 추가하

여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Draw Shape

작업창에서 Shape를 그릴 수 있다. 화면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새로운 직선 Point가, 
Alt키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새로운 곡선 Point
가 생성되어 Shape를 그릴 수 있다.

Draw Triangle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크기와 모양의 삼

각형을 그릴 수 있다.

Draw Rectangle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크기와 모양의 직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Draw Polygon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크기의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 다각형의 변의 수는

“Shape-Adjust Number of Polygon Side”에서 설

정할 수 있다.

Draw Ellipse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크기와 모양의 원

을 그릴 수 있다.

Draw Text
화면에서 텍스트가 입력되길 원하는 위치를 클

릭한 후, 텍스트의 폰트 종류와 크기를 설정하

여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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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핵심 기능 중 도식화 제작에 특화된 기능

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도식화에서 스티치를 표현하는 기능

이다. 도식화에서는 디테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상침선인 스티

치를 점선으로 표현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도식화의 외곽선을 구성하는

Line 중 스티치를 생성하고 싶은 Line을 선택한 뒤 “Edit Property” 기능

([그림 13])을 통해 다양한 개수와 간격의 스티치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Aux Line”은 도식화의 외곽선을 따라 생성될 스티치 선을 의미하

며, 생성될 스티치의 너비(width), 외곽선과의 거리(Distance), 스티치의 개

수(Number),  스티치끼리의 간격(Interval)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림 14]

을 보면 다양한 모양으로 생성된 스티치를 확인할 수 있다. 

Draw Size Line
보조선을 드래그하여 그린 후에 원하는 사이즈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

Size Line Setting
“Draw Size Line”에서 그려질 보조선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Draw Baseline
모듈이 정렬하는 기준이 되는 Baseline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다.

Open Sketch Browser 저장되어 있는 sketch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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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Line의 Edit Property 창

[그림 14] 스티치가 표현된 도식화의 예시

 이 스티치 선은 외곽선 Line을 기준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외곽선이

수정되면 자동으로 변형되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5]에서는

도식화의 외곽선을 수정할 때 변형된 외곽선을 따라 자동으로 스티치 선

도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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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외곽선을 따라 자동으로 변형되는 스티치

 또 다른 기능으로는 도식화 내부에 텍스쳐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이다. 

원단 텍스쳐를 표현하기 위해 원단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컬러로 채울 수

있다. 텍스쳐를 매핑하고 싶은 Shape를 선택한 후 “Edit Property” 창에서, 

“Fill Interior with Color”로 컬러를 선택하거나 “Fill Interior with Image”로

텍스쳐 이미지를 선택하여 매핑할 수 있다. [그림 16](a)에서 도식화 내

부를 원하는 텍스쳐를 매핑한 예는 [그림 16](b)와 같다.

     

  (a)                        (b)

[그림 16] 텍스쳐 매핑의 예시

 한편 도식화를 그릴 때 주름이나 턱(tuck)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Blend 알고리즘도 개발되었다. Blend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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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정된 두 도형의 형태, 색상, 투명도 등을 보간(interpolation)하여 중

간 도형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림 17])

 

[그림 17] Blend 기능의 예시

Blend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Shape나 Line을 동시에 선택한

후 Shape 탭의 “Create Blend”로 단계의 개수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그림 18](a)에서 두 개의 Line을 5개의 단계로 Blend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lend 알고리즘은 두 도형을 실시간으로 보간하기 때문에 기본 도

형의 형태를 변경하면 Blend로 생성된 도형의 형태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그림 18](b))  

 

                    (a)                                 (b)

[그림 18] Blend 기능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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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lat Sketch Organizer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도식화 모듈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하는 인터페이스

의 세부 창은 Flat Sketch Organizer로 명명하였다. Flat Sketch Organizer의

기본 화면은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Flat Sketch Organizer

 

 Flat Sketch Organizer의 작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Module” 탭

에서 “Bodice”, “Sleeve”, “Collar”, “Cuffs”, “Pocket”을 클릭하면 해당 모듈

목록이 아래에 나타난다. 이때, 원하는 모듈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에서

선택된 모듈들이 조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Bodice”와 “Sleeve” 모듈은

Sleeve 유형에 따라 Set-in Sleeve 유형과 Dropped Shoulder Sleeve 유형의

두 그룹이 나뉘는 모듈이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Bodice”의 소매 유형에

해당되는 “Sleeve” 모듈만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다. 각 모듈에는

레이어 순서가 사전에 입력되어 작은 숫자의 레이어가 밑에 배치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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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클릭한 순서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조합된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Collar”를 클릭한 후에 “Bodice”를 클릭하여도, 

“Bodice”의 레이어 숫자가 “Collar”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어 가장 밑에

배치되고 그 위로 “Collar”가 배치된다. Flat Sketch Organizer에서 조합이

완성된 도식화는 “Import” 버튼을 클릭하여 Flat Sketch System의 메인 화

면으로 불러와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로 변형할 수 있다. 조합된

모듈 중에 선택을 취소하고 싶은 모듈이 있을 때는 “Cancel” 버튼을 클

릭하여 없앨 수 있다. “Specify Database”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를 불러올 수 있어서, 현재는 셔츠와 블라우스 도식화 모듈로 구성된 데

이터베이스가 더 많은 복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본 시스템에 탑재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도식화 모듈은 [표 8]와 같다. 

Bodice 모듈의 경우 Dropped Shoulder Sleeve 유형의 9개와 Set-in Sleeve 

유형의 8개로 구성된 총 17개의 모듈이, Sleeve 모듈은 Dropped Shoulder 

Sleeve 유형의 9개와 Set-in Sleeve 유형의 9개로 구성되어 총 18개의 모

듈이 탑재되었다. Collar 모듈은 18개, Cuffs 모듈은 13개, Pocket 모듈은

7개의 모듈이 탑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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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도식화 모듈

모듈 분류 도식화 모듈

Bodice
(17)

Dropped 
Shoulder 
Sleeve

(9)

Set-in 
Sleeve

(8)

Sleeve

Dropped 
Shoulder 
Sleeve

(9)

Set-in 
Sleev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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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r
(18)

Cuffs
(13)

Pocke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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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된 모듈들이 자동 정렬 알고리즘에 의해 조합되는 프로세스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자동 정렬 알고리즘의 적용

 

 자동 정렬 알고리즘의 기준이 되는 Baseline은 같은 이름에 따라 자동으

로 정렬하고 결합하며, 모듈이 붙는 속성에 따라서 underlay와 docking으

로 나뉜다. [그림 20](a)의 경우에는 바디 템플릿에 underlay 속성의

Baseline이 있다. [그림 20](b)에는 도식화 모듈들에 docking 속성의

Baseline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20](a)에서 모듈([그림 20](b))들을

불러오면 [그림 20(c)]와 같이 결합한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모듈들이 Flat Sketch Organizer에서 조합된 작업 예

시들은 [그림 21]과 같으며, 데이터베이스의 모듈들을 바탕으로 최종 작

업물들이 매우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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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lat Sketch Organizer의 다양한 모듈의 조합 예시

 사용자가 Flat Sketch Organizer에서 모듈의 조합을 완성한 후에는 메인

작업화면으로 Import한다. 이후에 도식화를 구성하는 Line이나 Point를 세

부적으로 조정하거나 텍스쳐 매핑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쉽

게 수정할 수 있다. 그 과정은 [그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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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at Sketch Organizer에서 모듈 조합을 완성

(b) Flat Sketch Generator의 메인화면으로 불러와 Point와 Line 등을 수정

(c) 텍스쳐를 매핑하여 도식화 제작 완성

[그림 22] Flat Sketch Organizer와 Generator의 전체적인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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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스템 평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패션 도식화 제작 시스템

과의 비교를 통해서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패션 도식화

CAD 프로그램 중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dobe사의 Illustrator와

도식화에 특화된 국내 프로그램인 TexPro 2가지 제품과 본 연구의 소프

트웨어를 비교하였다. 김영운 외(2004)의 연구에서 구현한 도식화 CAD 

시스템은 MODA CAD Catalog와 Koppermann 의 두 가지 제품과 비교된

바 있는데, 디자인, 도식화, Mapping, Vector, 데이터베이스 기능들의 지원

여부와 장, 단점이 비교 항목으로 다루어졌다. 이 항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Flat Sketh System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식화 모듈 조합 기능

부문에 대해 추가로 비교 분석했다. 

[표 9]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Flat Sketch 
System TexPro 김영운 외, 

2004
Adobe 

Illustrator

화 면

디자인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도식화 지원 지원 지원 미지원

데이터베이스 제공 지원 지원 지원 미지원
Mapping 지원 지원 지원 지원

Vector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도식화 모듈 제공 지원 지원 미지원 미지원
자동 조합 기능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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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본 연구의 Flat Sketch System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유일하게

도식화 모듈을 자동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용프로그램인 TexPro 또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과 근접한 수준으

로 도식화 모듈을 제공했지만, 자동으로 조합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세밀하게 조정하여 조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김영운

외(2004)의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도식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

나, 도식화 구성 요소가 아닌 전체 스타일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였다. 

Adobe Illustrator의 경우에는 도식화에 특화된 기능이 따로 제공되지 않

아, 사용자가 손쉽게 도식화를 제작하기 위한 기능들은 지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Flat Sketch System이 사용자가 가장 손쉽게 도식화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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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 도식화 CAD 시스템을 개발하여 패션 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로

모듈화된 패션 도식화를 자동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도식화 모듈의 조합만으로도 도식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17개의 Bodice 모듈(Dropped Shoulder 유형: 9, 

Set-in Sleeve 유형:8), 18개의 Sleeve 모듈(Dropped Shoulder 유형: 9. Set-in 

Sleeve 유형:9), 19개의 Collar 모듈, 13개의 Cuffs 모듈, 7개의 Pocket 

모듈로 구성되었다. 모듈화된 도식화를 조합하는 기능을 통해

패션디자인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손쉽게 도식화를 제작할 수

있는 도식화 제작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의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고객이 프로슈머로서 의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패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용성 평가(SUS)에서 72.5점을

받으며 소프트웨어의 수용성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평가자가 본 연구의 소프트웨어를 도식화에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여, 도식화 CAD로서의 기능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여성 기성복을 분석하여 셔츠와

블라우스 아이템을 모듈화한 데이터를 중점으로 구축되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제작된 도식화의 요소들에서

중복되지 않게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해 실루엣의 군집분석과 전문가의

육안으로 판단을 거쳤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가의 판단 개입이

요구되었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자동 분류 프로세싱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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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 그러한 기법이 도입된다면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lat Sketch Generator에서

제공하고 있는 Draw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클립아트 등은 실루엣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침 간격, 주머니 입구 표시, 단추 지름

등의 생산에서 사용되는 봉제 관련 기호는 세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봉제 공정과 연계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셔츠, 블라우스 도식화를 Bodice, Sleeve, Cuffs, Colla, 

Pocket으로 모듈화하였는데, 이는 디자인 CAD를 넘어서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에서 활용될 수 있다. 도식화 모듈마다 봉제 패턴을

지정해 두면 도식화 모듈을 조합함으로써 패턴을 포함하는 봉제

패키지를 자동으로 구성하여 생산 시스템과 연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식화 모듈 조합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면 다양한

사용자가 디자이너로서 참여하여 디자인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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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Fashion Flat Sketch 

Design Software based on Automatic 

Module Alignment Algorithm

Yoojeong Le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a fashion flat CAD system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textile fashion industry. To carry out this, ready-made 

clothing designs were analyzed to modularize schematics and databases are 

built. The database consisted of Bodice, Sleeve, Collar, Cuffs, and Pocket 

modules. An algorithm was also developed that automatically aligns modules 

so that users can complete new fashion flat only with a combination of 

modules. These features are not available in traditional commercial systems, 

which will make it easy for users without fashion design expertise to 

produce fashion flats.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o enable customers to 

participate from the stage of clothing design as prosumers in the era of 

clothing mass customization, which has recently increased interest. If the 

implemented system is linked to the clothing pattern databa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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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be possible to produce a sewing package with the completion of 

schematics, which will further speed up automation of clothing production.

keywords : Fashion Flat, Flat Sketch CAD, Fashion Flat Module, Clothing 

Production Automation Design, Mass Customization

Student Number : 2018-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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