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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패션산업과 3D기술의 융합

□ 삼차원 입체정보(3D데이터)를 활용한 의류 제조와 유통 기술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통제조산업인 패션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
ㅇ ‘16년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43조 1,807억원(섬유산업연합회)을 기록했으며
패션제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10조원(통계청)을 돌파
<그림1. 국내 패션시장 규모 (단위: 억원)>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그림2. 패션제품 온라인쇼핑액 (단위: 십억원)>

(자료: 통계청)

□ 3D 패션 기술은 3D 스캐닝에 의한 신체 측정, 3D 패턴 제작, 3D 프린팅을
통한 생산, 3D 솔루션을 이용한 가상유통기술로 구분되며
<3D스캐닝>

<3D패턴 제작>

<3D프린팅>

<3D가상유통>

ㅇ 패션산업에서 설계와 생산뿐 아니라 서비스나 마케팅에 까지 3D 패션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상용화 실적은 저조한 상황
□

패션 기술의 활용은 수직적 가치사슬이 방사형으로 변하게 되어 소비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하므로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경계가 모호해짐
ㅇ 고품질․브랜드 제품의 판매이익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에서 탈피, 소비자에게
소통, 표현, 체험의 가치를 제공하는 新사업모델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
3D

- “패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해야한다” (샤넬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15년 3D프린팅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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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D 패션 기술 동향

① 3D스캐너 기술 동향

□ 3D 스캐너는 대상 물체의 3차원 형상 정보를 획득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ㅇ 광원, 광수신부, 통신장치,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
-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역설계나 품질 관리 , 의류 분야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분야 등에 3D스캐너가 적극적으로 활용
□ 전세계 3D 스캐너 시장 규모는 Grand View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20억 달러 수준에서 ’20년에 CAGR 13.3% 성장한 49억 달러 규모로 추정
ㅇ 최근 3D 프린터의 보급 확산, 3D 캐드 및 디자인 툴의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3D스캐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1 전세계 3D 스캐너 시장 예측 (단위: 백만달러)>
2012

2014

2016

2018

2020

CAGR(2014-20)

1,700.0

2,317.2

3,088.5

4,006.7

4,900.7

13.3%

<자료: 3D스캐너 시장 전망, Grand View Research, 2015>

□ 3D 스캐너 기술 수준은 유럽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북미와 아시아가 추격
ㅇ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28.6%로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기술 및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
- 국내는 3D시스템즈에 인수합병된 아이너스 기술이 3D스캐닝 소프트웨어를
개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업체들이 제품 생산 등에 활용
□ 패션산업에서 3D 스캐너를 이용한 사례는 미국의 Acustom Apparel,
Victoria’s Secret 등이 맞춤형 의류 제작에 3D스캐너를 이용
< 그림3. 패션산업의 3D스캐너 이용 사례>
Acustom Apparel

Victoria’s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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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D 디자인 및 패턴 제작 기술 동향

□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디자인 기술과 3D 인체 혹은 의상으로부터 2D 패
턴을 추출하는 입체패턴 제작 기술이 존재
ㅇ 3D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3D 어패럴 디자인 기술은 컴퓨터로 가상
착용을 구현하며 보편화됐으나 입체패턴 기술은 아직 널리 상용화는 미흡
< 그림4. 의상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3D패션 디자인>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지털 의류패션 동향과 전망”>

□

My Virtual Model(

캐나다)와

이스라엘)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Style zone(

기반 실제 의상을 시뮬레이션화하는 3D의상 시뮬레이션 SW들이 개발․활용 중
ㅇ 한국에서도 사실적인 옷감 시뮬레이션, 시각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클로버추얼 패션사의 3D가상의류시스템(CLO3D)으로 해외진출 실적*을 보유
* 이탈리아(디젤), 미국(나이키), 스웨덴(이케아) 등

□ 해외에서는 수치의 입력만으로 프로그램화된 규칙을 이용한 자동 패턴을 설계
기술이 등장(일본 유카앤알파사의 패턴제도 전문가 시스템이 대표적)
ㅇ 한국에서도 2D패턴, 3D의상샘플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3D가상
샘플을 만들어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한국 디쓰리디社가 대표적
< 그림5. 디쓰리디社의 주문-납품 작업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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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D프린팅 기술 동향

□ 3D프린팅 기술은 디지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적층
하면서 삼차원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방식(Additive Manufacturing)
ㅇ 재료의 종류와 적층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술유형이 존재, 적층방식에
따라 압출형, 광조형, 소결형, 고에너지형, 층층형 등으로 분류
<표2 3D프린팅 기술 분류>

적층방식

기술원리

기술명

재료

압출형
(Extrusion)

•가열된 노즐을 통해 재료가 압출되어 나오면서 경화된
층을 쌓는 방식

FDM

수지, 금속

Polyjet

수지

SLA, DLP

수지

분사형
(Jetting)

•액체 원료를 고압으로 분출시키는 방식

광조형
•액체원료가 원하는 형상에 맞게 조사된 빛에 의해
(Light
부분적으로 경화되는 방식
Polymerized)
소결형
(Sintering)

•편평하게 깔린 재료에 부분적인 용융이 일어날 정
도로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방식

SLS

수지, 금속,
세라믹

고에너지형
(Directed
Energy
Deposition)

•레이저 등의 고출력 에너재를 통해 재료의 분사와
동시에 재료를 완전히 녹여서 결합시키는 방식

DMT, DMD

금속

층층형
(Laminated)

•필름형태의 재료를 한 장씩 놓고 모양대로 잘라낸
후 접착제 등을 통해 쌓아가는 방식

LOM

수지필름,
종이

자료 : 한국산업은행 기술평가부>

<

□ 3D프린팅 시장은 ‘16년 세계시장은 전년보다 17.4% 증가한 61억 달러로 ’22
년까지 262억불 규모로 고성장*(CAGR 27.6%) 전망
ㅇ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원천기술 확보, 산업용 장비 및 부품생산 등이 가장
활발한 미국이 1위(39.3%), 독일 2위(9.2%), 한국은 11위(1.8%) 수준
< 그림6 3D프린팅 세계시장 전망 >

< 그림7 국가별 3D프린팅 시장 점유율 >

Wohlers Associate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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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s & markets(‘17)

□ ‘17년 국내시장은 ’16년 2,971억원보다 16.8% 증가한
까지 1조원 규모로 성장 (CAGR 24.1%) 전망

3,469

억원으로

‘22

년

< 표3 국내 3D프린팅 시장규모 및 성장 전망 (단위: 억원) >
’14년

’15년

1,815

2,230

’16년

2,971

’17년

3,469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305 5,343 6,630 8,228 10,211

CAGR

(%)

24.1%

3D프린팅산업 실태조사(NIPA, ’14～’17)

ㅇ 3D스캐너의 해외수출, 보급형 3D프린터의 수요 급증 등 3D프린터 장비분야
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패션산업에서도 인체 삼차원 스캐닝 및 패턴 제작을 통한 전시용 의류, 패션
액세서리, 신발, 가발 등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
ㅇ 패션브랜드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거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오트쿠띄르 컬렉션과 시제품에 적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
<표4 패션분야 3D프린팅 활용 사례>
구분

내용

비고

네덜란드
Iris Van Herpen
(2011)

• 미국 3D시스템즈, 벨기에 머티리얼
라이즈 등과 협업을 통해 패션디
자인과 3D기술의 환상적인 결합을
선보임

미국
나이키
2013

• 3D프린팅 기술로 개발된 축구화
‘클릿(Football cleat)’ 발표

이스라엘
Danit Peleg
2015

• 필라플렉스 소재를 이용해 레이스
같은 직물을 출력하고 접착제로
붙여 5벌 의상 제작

프랑스
Karl Lagerfeld
2015

• 2015년 오뜨꾸띄르에서 3D프린
팅을 접목한 10벌의 재킷과 스
커트를 출시

한국
• ‘3D 프린팅 유저 콘퍼런스 및
한국3D프린팅산업협회
전시회(3D PIA) 2017’ 개막식에서
&국민대
3D 프린팅 신소재 패션쇼 개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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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D 가상유통 기술 동향

□ 3D 가상 패션쇼 기술
ㅇ 디지털 클로딩센터(서울대)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 첨단 3D디지털 의상
제작으로 화려한 3D가상 패션쇼 시연
* 디지털 Clothing SW 기술개발(‘08.3~’12.2, 총사업비 42억원)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10.10.12. 섬유-IT융합으로 3D패션 기술 상용화>

<

□ 3D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의류 착용 기술
ㅇ 아이패션 의류기술센터(건국대)가 신세계, 리바이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로,
3D전신 스캐너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맞는 옷을 입어보고 선택
* 아이패션 의류기술센터 구축(‘06.6~’11.5, 총사업비 74억원)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10.10.12. 섬유-IT융합으로 3D패션 기술 상용화>

<

□ 디지털 매장의 매직밀러․모바일을 활용한 의류쇼핑기술
ㅇ 터치스크린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의상을 고르고, 3D 의복 시뮬레이션기술을
이용하여 옷을 가상으로 입어보고 고르는 기술
- 또한, 소비자가 잡지, 광고판 패션화보에 찍힌 바코드를 휴대폰의 카메라로
인식하면 휴대폰내 저장된 아바타에 가상으로 입혀보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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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10.10.12. 섬유-IT융합으로 3D패션 기술 상용화>

<

ㅇ 3D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의류패션 솔루션 (디자인, 가상의상, 플랫폼 등)
제품 개발 및 출시
* 3D인체 측정 솔루션부터 가상 VR 거울(밀러) 등 다양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
* 동대문 의류업체내에서도 기존 판매방식에서 IT기술(지능형 ERP, 모바일 어플 등)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시도 중(엠스엠디, 리앙-아리따한, 오르그닷 등)
<표5 3D 패션 솔루션 개발 사례>
기업명

제품명

제품설명

•동대문 인프라와 ‘3D가상의상’을 활용

디쓰리디社

3D가상의상 기술
활용 플랫폼
(원데이 샘플,
유어마이 디자이너

한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고객이 샘플이나, 사진을 갖고 오
면 3D가상 샘플 제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제작된 의류
자이언소프트

브리즘

온피트

를 3D스캐너로 스캔하여 등록하
고 사용자는 자신의 신체 스캔데
이터를 저장하여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류를 착용 구매

•3D스캐닝으로 온라인 쇼핑몰 제
3D인터랙티브 뷰
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 할 수
어 솔루션
있고 확대, 축소 등 가능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3D가상 피
에프엑스기어

에프엑스밀러
(FXMirror)

팅 솔루션이 탑재된 인터랙티브 방
식의 거울형태의 디스플레이 기기
(동작인식 카메라로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
자동 측정, 의류 착용 피팅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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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포인트랩

3차원 인체측정
시스템

•적외선 센서와 컬러 모듈이 360도
회전하면서 10초 이내 인체 스캔,
신장과 부위별 너비 등을 측정

•화면 속 의상 재질, 특성, 다채로
클로버추얼패션

-

운 패턴을 실물처럼 구현하는 가
CLO엔터프라이즈
상의상 디자인 SW
4.0출시
* 미국, 중국, 독일, 홍콩 등에 지사
설립 및 수출

또한 대기업 패션 매장 및 홈쇼핑 방송 등에서 3D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실시 中
기업명

서비스명

제품설명

현대홈쇼핑

• KT와 함께 가상현실(VR)피팅서비
• 아바타 가상피 스로 데이터방송에서 판매중인
팅 서비스
상품을 리모콘 조작으로 3D모델
인 아바타를 통해 가상 체험

롯데쇼핑

• 가상피팅솔루션 •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3D가상피
서비스
팅기를 설치하여 가상피팅 체험

피팅

VR

비고

자료: 뉴데일리 2018.3.27. / CNB Journal 2018.5.4.)

(

ㅇ IT전문 연구기관(ETRI)는 의류패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3D신체
계측 기술, 가상 의류 피팅 서비스 기술 등 개발 완료
기술명

제품설명

인스턴트
• 언제 어디서나 모발일 단말기를
3D생성기반
사용하여 자신의 체형에 맞게
3D실감체험기술
가상의류를 피팅하는 서비스 기술
(‘16년)

가상의류
피팅을 위한 •사용자 외형을 복원하여 인체의
3D신체 계측 및 주요부위 측정과 사용자 아바타를
사용자 연동 기술 실사영상 위에 정합하는 기술
(‘14년)

<

자료: ETRI 김호원, 가상의류피팅을위한 3D 신체계측 및 사용자 연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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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D패션 기술로 인한 산업의 변화와 정부 정책

□ 3D기술이 패션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제조 혁신, 소비가치 변화, 친환경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 의미를 분석하고 패션산업의 방향성을 모색
<표6 3D 패션기술로 인한 산업의 변화>

구분

이슈

의미

• 산업구조가 수직적 가치사슬에서 방사형 • 소비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
가치사슬로 변화

제조
혁신

-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경계가 모호

• 1인 창조기업 시장 확대

• 생산의 민주화, 메이커 문화 확산

• 대량생산에서 맞춤생산으로 전환

• 생산방식의 변화

• 다품종 소량생산

• 대량생산에서 소규모 분산형 제조로

• 유통과정의 디지털화

• 새로운 유통 플랫폼 탄생
• 소재-디자이너-생산자 등이 모두 참여

• 협업생산기술의 발달

하는 PDM, PLM 등 활용

• 제품+가치(소통, 표현, 체험)로 소비가치 변화
소비가치
변화

• 소비자의 감성을 존중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소비가치를 중시

• 제품 중심 세상에서 서비스 중심 세상

•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사라짐

으로

• 공유경제 체제로 전환

• 경쟁에서 상생의 가치를 중시
• 유통과정과 생산단가 감축

• 재고 및 불필요한 쓰레기와 소재낭비 감축

- 전통제조 방식에선 원단의 15%가
버려지거나 낭비됨
• 제작기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감소
- 운송으로 인한 연료 소비 감소

친환경
미래산업

• 에너지 소비 감소

ㅇ 3D패션 기술은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이윤극대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다양한 개성으로 창의성 향상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기술로 인식
□ 3D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현황도 다양하게 추진
< 표7 주요 지원정책 현황(사례) >
부처명

사업명(세부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 섬유패션 비즈니스 기반
300억원
구축(부산패션비즈센터
• 부산 의류 패션센터 구축
(국비 150)
건립)
산업부

6억원
• 섬유패션 활성화 사업
(민간 50%)
(IT융합
맞춤생산)
*1개 기업당
지원
30백만원

• IT융합 제조-판매 오프라인 매장 구축,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 지원
* 개인 맞춤의류 생산 유통 시스템
(사이즈 스캔-가상디자인 설계-자동
패턴형성-단납기 생산ㆍ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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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16~’18

단년도

5.2억원

• 대졸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전제로 4주간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섬유패션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결

단년도

• 의류제조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

• 소공인 생산 DB구축, 작업환경 개선,
디자인 컨설팅, 경영 기초교육 등

단년도

• 스마트 토털 패션 창
업사관

37.5

서울시

• 의류 제조업체 공동브
랜드 육성 지원사업

-

부산시

• 스마트 패션 디자인 혁
신 플랫폼 지원사업

33억원

• 섬유패션 현장밀착형
플랫폼 지원사업

중기부

• Size Korea

-

• 국제표준화 사업

-

• 패션분야 창업업체 대상으로 3D
패션 캐드로 특화된 엑셀레이팅과 ‘15.6~’18.6
멘토링을 지원
• OEM에서 ODM 전환 희망 의류제조업체
대상 브랜드 개발, 패턴 및 원부자재 제공,
단년도
홍보 등 지원
• 2D캐드와 3D시뮬레이션 방식을
‘15-’18
템플릿 기반으로한 플랫폼
• 영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D인체 스캐닝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인의 3D인체 형상정보를 측정 ‘79년 ~
하여 패션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설계 및 개발 활용
• 3D가상 디지털 인체형상기술과 온
라인 디지털 의류패션 기술(12건)’을
‘12.9월
신규 국제 표준안으로 제안
(ISO/TC133 8차 총회)

국가기
술표준
원

□ 3D패션 기술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 인프라시설도 몇 군데 운영되고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패션공작소(My Fashion Lab를 통해 ‘3D 바디스캔
(치수 측정)에서 DTP 출력 '까지의 공정을 자동화로 연결하여 생산과 판매를
한자리에 구현하는 시스템을 시연(’17.8월, 아이패션비즈센터․블랙야크)
< 그림8 ‘미래패션공작소(My Fashion Lab)’ 시스템 개요>

디자인
치수

측정

아바타

2D

패턴

DTP

선택·수정 및
(3D 바디스캔)

3분

∼

제작
3D

재단

∼

(옷본)생성

(디지털 염색)

가상착용

5분

5

10분

7

∼

10분

15

봉제

∼

25분

* 디지털 염색까지의 공정은 자동화로 구축 / 재단·봉제는 수작업(匠人 초빙)
⇒
∼ α
총

소요시간

30

50 +

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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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이패션비즈센터는 패션산업에 IT등 디지털 기술 융합․접목을 지원하여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의류패션 활성화
* ‘i-Fashion 3D 인체계측 거점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축된 3D 스캐너 및
S/W 시스템 활용 및 상용화 지원, ICT와 패션산업 융합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아이패션비즈센터 현황 >
• 출범(‘06. 10월, 구. 지식경제부 지원 73억원(5개년, 국비 50억원)) ※ 위치(서울 성수동)
* 건국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50명, 유한킴벌리, FnC코오롱, LG패션 등 대거 참여

• 사업목적 : 의류패션산업의 IT기술 활용 및 상용화 지원
• 주요실적 : Size Korea(국표원), 감성기반 의상디자인 저작 시스템(문광부), I-패션
3D인체계측 거점구축•대량 맞춤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구.지식경제부)

ㅇ 동대문 패션지원센터는 동대문(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지역의 의류업체
작업장 환경개선, 교육 등 패션 허브 역할
* (주요사업) 의류 패션 관련 디자인, 생산, 경영마케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 한국의류산업협회의 르돔•소공인지원센터는 동대문패션비즈센터內 쇼룸 운영을
통한 상시 마케팅 지원과 패션 IT기술 교육 등 지원
홈페이지

개관식(‘09.12)

지원프로그램

지원센터내

ㅇ G밸리패션지원센터는 서울 남부권(구로구 등) 의류패션업체의 ICT와 의류제조
융합 지원을 위한 3D데이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3D봉제 시뮬레이션 룸

VR체험존

3D가상 피팅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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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Ⅳ. 시사점
□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3D패션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있으며 ‘연결’과 ‘융합’의 실현 기반인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을 활용, 돌파구 마련 중
*

∼ : (IoT) 25.6%, (빅데이터) 35.3%, (클라우드) 22%, (스마
트폰) 2.8% (2015년도 과학기술·ICT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시장성장률전망(’13

’17)

ㅇ 국내 패션업계는 3D기술을 활용한 제조 및 유통 혁신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시도가 진행 중 , 실적은 저조하나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어 미래는 밝을 전망
*

시장성장률(CAGR)

전망

: (3D스캐너) 13.3%, (3D프린팅) 27.6% (3D CAD) 5.8%

□ 3D프린팅 기술은 기술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신기술의
개발, 재료물질의 발전 및 핵심 특허권 만료 등의 긍정적 요인들로 인해
빠른 속도의 발전이 예상됨
ㅇ 3D프린터용 소재는 일반 의류용 소재만큼 유연하지 못해 아직까지 장신구,
액세서리, 신발 등을 제작하는 수준이므로 의류제작은 당분간 일반소재와
혼합형태로 활용될 전망
□

가상유통기술은 온라인 쇼핑, 패션쇼, 테마파크, 가상현실게임서비스
등과 융합하여 쇼핑의 편리성 제공, 인체계측데이터의 활용, O2O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전망
ㅇ 3D 가상피팅서비스를 도입한 홈쇼핑 사업자는 협력업체와 협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군에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3D콘텐츠를
선보여 실감형 'T-커머스' 시장을 확대할 전망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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