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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환경에서 의복모델의 분할과 평면화를 이용하

여 의복패턴을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몇 가지의 인체 치

수를 사용하여 인체모델을 생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3차원 의복모델을

제작하였다. 사용자가 의복모델의 임의의 절개선을 부여하여 의복을 디

자인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평면 의복패턴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먼저 3차원 의복

모델 위에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으로 모델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때 생성되어 패턴 전개 과정에서 수치

적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형태 안정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각을 평면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접히거나 뒤집힌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의복패턴 제작에 대

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의복패턴을 제작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체치수를 기반으로 하여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

하기 때문에 1대 1 맞춤 생산 및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의복 생

산 시스템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3차원 공간에서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가봉 과정을 줄일 수

있어 의복 생산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3차원 의복모델, 3차원 의복패턴 제작, 메쉬 분할, 패턴 평

면화, 맞춤 의복 생산

학 번 : 2017-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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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과거 노동 집약적이었던 의류 산업은 컴퓨터와 디지털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기술 집약적, 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현재는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경제,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움

직임과 더불어 의류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가상환경, 사물 인터넷 등 컴

퓨터와 디지털 정보통신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또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의류 설계, 생산 그리고 관리를 위해 3차

원 가상착의, 파라메트릭 패턴 CAD, 3차원 인체 측정과 같은 다양한 소

프트웨어가 개발, 발전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2차원 컴퓨터 기하학과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CAD/CAM 시스템, 패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개발되어왔다. 현재는 IT 기술이 세계적으로 보편

화되면서 선진국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3차원 인체 계측, 3차원

가상착의, 3차원 의복패턴 개발 등 3차원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

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의류 산업

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 및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과 더

불어 3차원 그래픽스 기반의 기술이 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Arribas & Alfaro, 2018; 박창규, 2004; 박희주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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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2018).

2000년대 초반부터 3차원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의복을 디자인하

는 시스템이 연구되고, 몇 가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나 그 시기에는

기술적,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개발과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

러나 점차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술적, 환경적 제

약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보다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는 3차

원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미국, 중국,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3차원 기반의 의복 디자인 및 가상착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외 3차원 가상착의 및 의복 디자인 소프트웨어로는

V-Stitcher(Browzwear), 3D Runway(Optitex), Modaris(Lactra), CLO

3D(CLO Virtual Fashion), FXMirror(FXGear)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

부분의 3차원 기반의 패턴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는 2차원 환경에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복패턴을 사전에 설계하고, 설계된 패턴에

봉제 및 3차원 위치 정보를 부여하여 맞음새 및 의복 형태를 확인하는

가상착의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

는 3차원 기반의 의복패턴 설계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들과 비

교했을 때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 요구의 세

분화와 IT,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1대 1 맞춤 의복 생산 및 소비

자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즉 매

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

창규, 2006; 김연희 & 이규혜, 2007; Loker et al., 2004).

최영림 & 남윤자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3차원 바디 스캔 데이터

와 3차원 가상착의 기술을 활용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및 소비자

맞춤 의복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Berto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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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nissen의 2018년 연구에서는 제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산업의 변

화가 패션 업계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고,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00년 이후의 패션 소비자들은 1대 1 맞

춤 의복 생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의류 산업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소비자의 니즈와 시대 흐름을 따

라 의류 산업이 소비자 맞춤 산업으로 변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미숙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의류업체의 바지 그레이딩 방식

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맞음새를

위한 그레이딩이 아닌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즉 기업을 위한

방법으로 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인해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체 적합성이 떨어지고 의복 맞음새 유지에 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인미 & 김소라(2009)는 20대 전반 여성의

자세 및 기성복 맞음새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때 20대 여성은 기성복

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맞음새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가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 맞음새와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맞음새

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의복 맞음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합도가 높은 의복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정재철의 2016년 연구에서도 국내 의류 브랜드는 다양

한 소비자의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보다 날씬한 모델의 사이즈를 선호하

기 때문에 좋은 소비자 의복 맞음새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

히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맞음새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의 의

류 회사의 경우에도 평균 크기의 신체 사이즈를 사용하여 기준이 되는

기성복 패턴을 제작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그레이딩하여 기준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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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의 바디와 다양한 신체 형태를 위한 의복이 제작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방법은 소비자의 불안정한 의복 맞음새, 고객의 구매 불만족, 그

리고 높은 반품 비율(40%∼70%)을 보이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Krzywinski & Siegmund,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아직까지는 국내외 모두 1대 1 맞춤 의복 생산 혹은 매스 커스터마

이제이션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의복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복 맞음새, 신체 적합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생산 효율성 등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는 기업 중심의 생산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존의 의복 생산 프로세스는 2차원 의복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디자이너가 원하는 3차원 형태와 의복 맞음새를 구현 할

때까지 의복패턴의 형태를 수정하는 가봉의 과정을 반복해야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반복되는 가봉

단계의 경우 디자이너와 소비자 모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

에 의복 생산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의복 생산 비용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의 의복 구매 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의 인체 사

이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체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인체모델을 바탕

으로 만들어진 3차원 의복모델을 활용하여 3차원으로 의복의 형태를 확

인하며 의복을 디자인하고 이를 2차원으로 패턴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체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보다 간단하게 인체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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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관절점 및 메쉬 표면점들을 활용하여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하였

다. 생성된 3차원 의복모델 혹은 3차원 인체모델의 메쉬를 분할하는 방

법으로 의복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이를 2차원 패턴으로 제작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메쉬를 분할하여 의복의 형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3차원 공

간상에서 다각형을 이용하여 메쉬를 분할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메

쉬 분할 과정에서 생겨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각 삼각형 요소를 제거하

여 메쉬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면상에 패턴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으로 뒤집힌 요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제

작된 의복패턴의 외곽선을 DXF 파일로 저장하여 다양한 CAD 프로그램

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메쉬 분할 정보 데이터를 상대 좌

표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를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인체치수가 변하여도

의복패턴을 자동으로 제작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패턴 설계 과정에서 반복되는 가봉 과정

을 줄일 수 있고, 맞음새를 위해 의복패턴을 수정해야하는 시간이 감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복 생산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복패턴 설계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대략적인 의복패턴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패턴에

절개가 많아서 복잡하거나, 착용자의 동작성이 중요한 의복의 경우에도

패턴 제작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패턴 설계 효율과 작업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3차원 형상을 보면서 원

하는 형태로 의복패턴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도하는 의복

형태와 맞음새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 혹은 클라이언트

(client)가 명확하게 초기 디자인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디자인 수정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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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3차원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3차원 의복모델의

메쉬를 분할하고, 평면화하는 방법을 통해 의복패턴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첫째,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으로 메쉬를 분할하고, 분할된 메쉬의 형

태를 안정화하고, 이를 평면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둘째, 1대 1 맞춤 의복 생산 및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해 소비

자의 인체 사이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인체모델을 생성하고 앞서

연구된 알고리즘을 통해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의복패턴을 제작하는 시

스템을 개발한다.

셋째, 3차원 인체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하고 앞서 연구된 알고리즘을 통해 의복모델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

태로 디자인하고, 이의 의복패턴을 생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넷째, 사용자가 의복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템플릿으로 저장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의복패턴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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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제 1 절 3차원 기반의 의복 디자인 및 패턴 설계

Wang et al.(2003)은 2차원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하여 3차원 환경에

서 의복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인체모델을 3차원

스캔 데이터, 파라메트릭 데이터 등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바디의 특징

점과 특징 선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 원형 의복을 생성하였다. 이때 인

체의 사이즈를 기반으로 3차원 의복을 생성하고, 형태를 디자인하기 때

문에 새로운 인체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그레이딩이 가능하였다.

2005년의 연구는 2003년 논문에서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써, 기준이 되는

인체에 맞춰서 의복을 디자인하면 그 디자인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이즈

를 가지는 의복에 맞춰지는 AMM(automatic made-to-measure) 기술을

제안하였다. 인체의 특징 점과 선을 기반으로 의복을 제작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의복의 형태를 자르거나 길이를 연장하는 등의 의복

을 변형할 수 있는 4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면 평탄

화 알고리즘(surface flatten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3차원 의복을 잘

라서 2차원 패턴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Lu et al.(2017)은 효과적이고 연속적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digital textile printing)을 위해 텍스처 매핑(texture mapping)기술을 이

용하여 3차원 상에서 의복에 색상을 부여하거나, 패턴, 그림 등을 디자이

너가 직접 그리거나, 적용해볼 수 있었다. 텍스쳐(texture)를 적용한 의복



- 8 -

패턴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하여 텍스쳐가 입혀져 있는 2차원 의복패

턴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나, 의복 형태는 사용자가 디자인

할 수 없고 텍스쳐 매핑 디자인에만 집중되어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Mesuda et al.(2018)은 3차원 공간에서 의복을 디자인하고 이를 2차

원 패턴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차원 공간에서 드레이핑

(draping) 방식을 사용하여 디자이너가 원하는 의복의 형태로 디자인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디자인 가능한 의복이 기본 스커트와 같

은 기초적인 의복의 형태에 한정되었으며, 완성된 2차원 의복패턴의 모

양이 깔끔하지 못하여 의복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패턴

형태를 수정하거나, 기본 패턴을 참고하여 다시 그려야하는 한계가 존재

하였다.

Zhang et al.(2018)은 Wang & Yuen의 2003년, 2005년의 연구와 유

사하게 인체 데이터의 특징 점과 윤곽선을 기반으로 기본 원형 의복을

생성하였다. 의복의 형태 변화는 의복 끝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

하여 의복의 형태를 변형하였다. 의복의 형태가 완성되면 메쉬 물리적

기반 평탄화 방법(a physically based flattening method)을 사용하여 2차원

패턴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자동 그레이딩 또한 가능하였으나 디테일한

디자인이 어려우며, 색상이나 패턴을 적용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졌다.

Liu et al.의 2018년 연구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WYSIWYG)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의복패턴을 설계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 의복의 사진 혹은 그림에서 의복의 전면 및 후면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윤곽선을 사용해 패턴을 제작하고 패턴에 봉제 조건을 부여하

여 3차원 의복의 형태로 모델링한다. 이때 사용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의 인체 치수 및 디자이너 혹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여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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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서 파라메트릭하게 마네킹의 치수를 조정하여, 소비자의 사이

즈와 조건에 맞춘 개인 맞춤 바디를 생성한다. 생성된 바디에 의복을 착

용 시키게 되며 Fit-Zone과 Design-Zone을 구분하여 의복의 맞음새를

확인하고, 패턴의 밑단 종류, 길이 및 실루엣을 수정하여 의복을 디자인

한다. 디자인이 완성되면 3차원 의복 위에 곡선을 그려서 패턴 표면을

잘라 2차원 패턴으로 만든다. 소비자의 사이즈에 맞춰서 마네킹을 생성

하고, 의복을 3차원에서 디자인 하는 과정 등 특별한 패턴 제작 기술과

경험 없이도 의복패턴을 개발할 수 있음은 유의미하나 초기에 의복의 사

진, 그림을 보고 외곽선을 직접 그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비교적

외곽선이 간단한 의복만 가능하다.

Kulinska et al.(2016)은 프랑스 여성 및 여성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들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 마네킹을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의류의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3차원 환경에서 목과 암홀 선의 그레이딩을 설계하는 방법을 통

해 3차원 기술을 이용하는 파라메트릭 설계의 장점을 발견하였다. 그리

고 3차원 파라메트릭 의류 디자인 방법은 목과 암홀과 같은 특정 부분의

맞음새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전체적인 의류 디자인 과정의 효율성을 향

상시켜 소비자의 올바르고 높은 맞음새를 보장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Hong et al.(2017)은 3차원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의류 디자인 프

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척추측만증이 있는 장애인을 위

한 맞춤 의류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척추측만증이 있는 장애인

을 위한 가상 인체모델은 3차원 인체 스캐너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일차적으로 제작된 2차원 의복패턴의 맞음새를 확인하기 위해 3차원 드

레이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고, 좋은 맞음새와 적합한 위치를 보이지

않는 부분의 2차원 패턴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2차원 의복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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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척추측만증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맞

춤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2차원 및 3차원 기술을 활용하는 의복패턴 디

자인 프로세스가 개발되었다.

김성민 & 강태진(1999)은 삼차원 어패럴 캐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복패턴 자동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김성민 & 강태진은 3차원 환

경에서 계측된 인체로부터 의복패턴을 제도하기위한 여러 패턴 설계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입체 재단 시 쓰는 인체 모형으로

부터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의복 형상을 재구성한 후 의복 형상과 인체

형상을 일치되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좋은 의복 맞음새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애 & 박순지(2010)는 3차원 인체데이터로부터 파라메트릭 모델

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20대 성인 여성용 브리프 패턴을 설계를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상용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택된

각각의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 메쉬를 생성하였고, 각각의 메쉬를 원하는

형태로 이어 파라메트릭한 표면을 가지는 의복으로 변환하였다. 이 표면

을 가지고 2차원 성인 여성용 브리프 패턴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최신애

& 박순지의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논문이 아니

었으며, 3차원 상에서 직접적인 의복 디자인이 불가하며, 상용 CAD 프

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본 연구

와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그 외 연구로는 정연희(2006)의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와 상용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 스캔 데이터에서 의복패턴을 얻어내는 방법을

통해 남성용 밀착 바디 슈트의 패턴을 개발한 연구가 있으며, 김혜진 &

박순지(2011) 또한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와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2차원으로 평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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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성 토르소 원형 패턴을 설계한 연구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레이딩

을 위한 2차원 원형 패턴을 제작하는 연구로, 3차원 공간에서 의복을 디

자이너가 직접적으로 의복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의복을 2차원

패턴으로 설계하는 연구는 아니었다. 다수의 연구는 3차원 인체 스캔 데

이터를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쉬와 서피스를 만들고 이를 분할하

고 평면화하여 2차원 원형 의복패턴을 제작하는 연구였다. 그리고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의복이 아닌 몸에

달라붙는 형태의 의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해외연구의 경우 3차원 인체 데이터의 특징 점, 특징 선등을 활용하

여 3차원 의복의 형태를 구현하였고, 이를 3차원 환경에서 디자인하였다

는 점이 국내 연구와의 차별점이나, 대부분의 연구는 간단하고 쉬운 형

태를 가지는 의복만 디자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외 연구의 경우 국

내연구와 달리 3차원 환경에서 의복의 형태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의복을 디자인하거나, 이를 패치로 분리하여 2차원 의복패턴으로 제작하

려는 시도가 있었다.

선행 연구 및 소프트웨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3차원 공간에서

의복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디자인하고, 디자인된 의복을 원

하는 모양을 가지는 2차원 의복패턴으로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1대 1 맞춤 의복 생산, 매스 커스터마이

제이션을 위해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소비자의 바디 사이즈에 맞춰서 자

동으로 의복패턴이 변형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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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한 패턴 설계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의 제 1절과 동일하게 3차원 환경을 기반으로

2차원 의복패턴 설계를 연구한 논문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3차원 환경에서 메쉬 구조를 절개하고, 절개된 메쉬 구조를 평면화해서

2차원 의복패턴으로 제작하는 연구, 메쉬 절개 및 평면화의 방법을 다루

는 연구 혹은 본 연구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외 의류분야가 아니더라도 메쉬 구조 절개를 다루는

연구를 본 절에서 언급할 것이다.

Keckeisen et al.(2004)은 3차원 메쉬를 절단하기 위해 메쉬 위에 점

을 표시하고, 이 점들을 직선으로 이어 메쉬를 절단하였으며, 이를 이용

해서 3차원 환경에서 의복을 디자인하고 의복패턴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Keckeisen et al.의 연구는 사전에 2차원 패턴을 생성하고, 이를

3차원 가상착의 하는 과정에서 메쉬를 자르고, 자른 정보가 2차원 패턴

에 적용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3차원 의복의 메쉬를 자르고 이를 2차원

의복패턴으로 평면화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Mitani(2005)의 연구에서는 스트로크(stroke)로 메쉬 모델을 절단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디자이너는 원하는 모양을 그려서 의복의 메쉬를

잘라 의복을 디자인 할 수 있었으나, 메쉬가 잘린 의복을 2차원 의복패

턴으로 패턴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Sul & Kang(2006)는 3차원 공간에서 가상의 천을 사용하여 이를 가

상의 가위로 잘라서 의복을 디자인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패션 드레

이핑 방식으로 사용자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옷감을 가상 마네킹위에 올

려두고 이를 절단, 재봉 및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그린 선

을 따라 메쉬가 분할되는 등의 메쉬 기반의 작업이 고안되었다.



- 13 -

Yunchu & Weiyuan(2007)은 의복을 대량으로 커스터마이징하기 위

해 3차원 가상 더미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 더미의 표면을 자르는 방법

을 통해 맞음새가 좋은 2차원 의복패턴으로 변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Yunchu & Weiyuan의 연구 또한 3차원 의복이 아닌 3차원 가상 더미의

표면을 자르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는 의복의 패턴만 생성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Wang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의복 설계부터 제조까지 프로세스

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차원 상에서 2차원 패턴을 생성하

기 위해 기하학적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며, 3차원 형상의 메쉬를 잘라서

2차원 패턴으로 제작한다. 3차원 바디의 메쉬 표면에 곡선을 그리고 그

곡선을 사용하여 3차원 메쉬 조각으로 잘라 2차원 패턴을 제작한다. 이

때 자동으로 2차원 평면에 패턴이 위치 할 수 있도록 인체를 기반으로

하는 가이딩 맵(guiding map)이 개발되었다. 또한 3차원을 기반으로 생

성된 패턴이 DXF 확장자 파일로 저장되어 다른 상용 CAD 프로그램에

서 사용될 수 있고, 그 뿐만 아니라 패턴에 봉제정보 등과 같은 추가적

인 산업 가공 정보가 지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다.

Yunchu et al.(2011)은 3차원 바디 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토

타입 의복패턴을 개발하기 위해 인체 사이즈를 기반으로 의복을 생성하

였다. 생성된 의복의 메쉬를 3가지 방법으로 절단하고 이를 3차원 표면

의 면적 및 길이와 비교하여 2차원 의복패턴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디자

이너가 원하는 모양으로 의복의 메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목옆점, 어

깨점, 젖꼭지점 등과 같은 인체의 특징 점들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직선

으로만 메쉬를 자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

디자이너를 위한 진정한 3차원 기반의 의복패턴 제작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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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yyah et al.(2011)은 외과수술 시뮬레이션, 의복 디자인, 점토

조각 등 3차원 공간상의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interactive simulation)

에서 필요한 메쉬 자르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가상현실 애플리

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3차원 모델의 메쉬를 자르고 변형하는 등의

기능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또한 3차원 내에서 메쉬를 자르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에만 머물렀으며, 이를 2차원 패턴으로 평면화하

는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Li & Lu(2014)는 3차원으로 구현된 의복을 디자이너가 자신이 원하

는 대로 의복의 메쉬를 잘라서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만들거나, 이미 잘

려진 의복 메쉬의 조각끼리 붙여서 또 다른 의복의 형태로 결합시키는

방법을 통해 기존에 구현된 의복의 형태를 변형하여 새로운 3차원 의복

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Li & Lu의 연구는 게임, 영상 등

을 위한 시각적인 3차원 의복 모델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2차원 의복패턴으로의 제작이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Zhang et al.(2016)은 3차원 바디 스캐닝 데이터의 메쉬를 잘라서 원

하는 모양의 2차원 의복패턴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패턴의 메쉬 표면을

평탄화 하여 2차원 의복패턴으로 제작하는 새로운 표면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의복만이 아니라 소파와 같은 패브릭을 사용하는 가구, 소비

자 맞춤형 신발, 봉제 인형 등의 3차원 형상을 잘라서 2차원 패턴으로

생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3차원 스캐닝 데이터의 메쉬를 직접 자

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의복이 아닌 몸에 밀착되는 의복의

형태만 가능하였다.

정연희 외(2005)는 triangle simplification에 의한 3차원 인체형상분

할과 삼각조합방법에 의한 2차원 패턴구성을 연구하였다. 정연희 외는

성인 남성 상반신의 3차원 형상 스캔 데이터를 triangle simplific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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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ge-kutta method를 이용하여 2차원으로 의복패턴을 제작할 때, 어떠

한 방법으로 triangle simplification을 의복패턴 설계에 적용해야하는지를

연구하였고, 이 방법을 통해 얻어진 삼각형 메쉬를 어떻게 조합하여 의

복패턴으로 만들 것인지 연구하였다. 정연희 외는 이 연구를 통해 3차원

형상 데이터의 메쉬를 직접 2차원 의복패턴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

구를 시행하였다.

최영림 외(2006)의 연구는 grid method에 의한 3차원 형상의 평면

전개를 위한 optimal matrix 표준화 연구가 있다. 18∼24세 여성 upper

front shell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3차원 형상 데이터를 grid method

를 이용하여 평면 전개할 때 정확도와 효율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

적의 매트릭스를 개발함으로써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평면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고자 하였다.

3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메쉬 구조를 분할하는 것은 의학(醫學), 제품

디자인, 게임,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나,

3차원 환경에서 의복모델의 메쉬를 분할하여 의복을 원하는 모양으로 디

자인하고 이를 2차원 의복패턴으로 평면화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들이 3차원 인체 데이터 혹은 인체 사이즈를

기반으로 생성된 3차원 기본 의복의 메쉬를 분할하여 2차원 패턴으로 만

드는 것이 아니라, 스캔된 인체 데이터의 메쉬를 직접적으로 분할하여

의복패턴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의복패턴을 제작 할 수 없고

몸에 밀착되는 의복패턴 제작에만 한정되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 메쉬를 잘라서 밀착되는 의복패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체 사이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3차원 의복의

메쉬 구조를 잘라서 2차원 의복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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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3차원 모델 분할 프로세스 개발

1.1. 메쉬 절단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메쉬 모델을 여러 개의 임의 형상의 패치로

나누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때 공간상의 하나의 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메쉬를 자르게 되는데 [그림 1(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화면상에 선분을 그리면, [그림 1(b)]에서와 같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선분으로부터 평면을 정의하였다.

[그림 2(a)]에서와 같이 공간상에 평면이 만들어지고 나면, 평면과

메쉬를 구성하는 삼각형 요소의 각 변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삼각형 요소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2(b)]와 같이 삼각형 요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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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절단면 정의

(a) 2차원 선

(b) 3차원 평면

[그림 2] 절단면 주위 메쉬 재구성

(a) 교차점 위치

(b) 메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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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요소가 재구성이 되고난 후에 평면을 기준으로 양쪽 삼각형

의 요소들을 모아서 두개의 메쉬로 재구성하면 메쉬를 분할할 수 있다.

하나의 선분으로 된 절단선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메쉬 분할이 가능

하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선분이 연결

된 선으로 메쉬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

다.

[그림 3] 복잡한 절개선 정의

(a) 선 표현

(b) 다각형 표현

왜냐하면, 절단선이 여러 개의 선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차원 화

면상에서 특정한 삼각형 요소가 절단선 진행방향의 왼쪽 혹은 오른쪽 즉

어느 쪽에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그림 3(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메쉬의 특정한 삼각형

요소가 하나의 선분의 진행방향에서는 왼쪽에 위치하지만, 또 다른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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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위치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3(b)]와

같이 분할되어야할 영역을 다각형을 사용하여 지정하고, 다각형의 외부

와 내부 요소로 분할하게 되면 이를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그림4]와 같이 사용자가 그린 다각형을 삼각형 요소로 분할하고 그

다음은 메쉬의 삼각형 요소가 다각형을 구성하는 삼각형 중 하나에 속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 메쉬 분할

(a) 다각형 영역 정의

(b) 메쉬 재구성

(c) 다각형 기준 메쉬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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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삼각형 메쉬 분할

사용자가 정의한 다각형 각각의 변을 이용하여 평면을 구성하여 메

쉬를 분할하는 경우, 메쉬를 구성하고 있는 삼각형 요소와 평면이 만나

게 되는 경우의 수는 [그림 5]와 같이 4가지 경우이며, 각각의 경우는 최

대 4개의 삼각형 요소로 분할된다.

특히 mode 2의 경우에는 [그림 6]에서처럼 두 가지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 극도로 뾰족한 예각을 가지는 삼각형은 평면으로 전개를 할

때 수학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분할되는 삼각형들의 꼭지각 크기의 표준편차가 보다 더 작은 차이

를 가지는 방법으로 분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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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메쉬 품질향상을 위한 삼각형 메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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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의 각 변을 이용하여서 메쉬를 자르는 과정의 도식화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단계적 메쉬 분할

사용자에 의해 분할된 패치가 곡면이 존재해서 평면상에 전개가 가

능한 표면이 아닌 경우에는 평면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절개선,

즉 다트가 필요하다. 절개선은 하나의 선분으로 정의되고, 하나의 점은

패치의 외부에, 다른 하나의 점은 패치 내부에 있는 경우와, 두개의 점이

모두 패치 내부에 있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해야한다. 이것은 패

치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그린 선분과 교차하는 삼각형들

을 분할하여서 메쉬를 재구성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트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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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메쉬 형태 안정화 알고리즘

[그림 8]과 같이 메쉬를 절단하고 나면 새롭게 생성되는 삼각형 요

소 들 중에는 뾰족한 형태의 삼각형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는 메쉬를 자르고 나서 이어지는 패턴 평면화 과정에서 수치

적 불안정성(numerical instability)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뾰족한 형태의 예각 삼각형을 줄여야한다.

[그림 8] 절단선 부위에 형성된 예각 요소

이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림 9(a)]

과 같이 절단선 상에 있는 점들을 서로 합치는 것이다. 절단선상의 세

점 A, B, C가 식. 1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점 B를 가까운

점과 합치는 방법을 통해 예각 삼각형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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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angle tolerance

=minimum edge length

두 번째 단계는 메쉬 내부에 존재하는 삼각형 요소 중에 일정한 크

기의 값보다 작은 크기의 꼭지각을 가지는 요소를 없애는 단계이다. [그

림 9(b)]와 같이 예각 삼각형 요소의 가장 짧은 변을 구성하는 점을 인

접한 점으로 이동시켜서 예각 삼각형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9] 메쉬 재구성

(a) 경계 요소

(b) 내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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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쉬 평면화 알고리즘

사용자에 의해 분할된 패치를 평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3차원 공간

상의 패치를 2차원 평면에 투영해야 한다. 우선 [그림 10]과 같이 공간상

의 한 점과 패치를 구성하는 각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

는 방법을 통해 평면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당연히 패치의

형태가 왜곡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삼각형 요소가 뒤집히는 것에 의한

메쉬의 겹쳐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0] 초기 평면화

일단 메쉬의 겹침은 무시하고, 3차원 형태의 패치와, 2차원에 투영된

패치의 형상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패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삼

각형 요소의 각 변에 대해 식. 2의 계산식을 반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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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n edge in 3D patch

 an edge in 2D projected patch

 , =two end points of 

이는 3차원과 2차원 패치의 각 변의 길이의 차이만큼 양 끝점을 이

동시켜서 같은 길이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때 길이의 차가 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길이를 이동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길이 차이가 큰 경

우에는 적은 양을,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이동하게 하는 방법

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변의 길이를 조절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뒤집어진 삼각형 요소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계

속해서 반복하여도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진 삼

각형을 바로 잡은 다음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평면상에서의 삼각형 요소의 세 점을 A, B, C 라고 할 때 식. 3 을

써서 외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세 점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정상적인 경우와, 세 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뒤집힌 경우에는 외적

벡터의 z성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이를 통해 삼각형이 뒤집혔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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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  ′=3D coordinate of each point

=cross product of  and


식. 3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뒤집어졌다는 것이 판별된 삼각형

메쉬를 다시 뒤집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삼각형 메쉬를 바로잡는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첫 번째로 Step 1에서와 같이 뒤집히지 않은 삼각형

메쉬와 변을 공유하는 뒤집어진 삼각형 메쉬를 찾는다. 변을 공유하는

뒤집혀진 삼각형 메쉬를 찾은 다음, 공유하는 변을 기준으로 하여

뒤집어진 삼각형 메쉬를 대칭시킨다. 변을 기준으로 대치시키게 되면

Step 2에서처럼 뒤집혀있던 삼각형 메쉬가 뒤집어져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Step 2에서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면, Step 3처럼 연관된 또 다른 뒤집힌 삼각형도 같이

뒤집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서 Step 4처럼 더

이상 뒤집어진 삼각형이 없을 때까지 진행하면 모든 뒤집어진 삼각형을

정상적인 상태로 뒤집을 수 있다. Step 4의 과정이 모두 마치게 되면

2차원 평면에 접힌 부분 없이 평평하게 펼쳐진 2차원 의복패턴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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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뒤집힌 메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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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3차원 의복모델 개발

2.1. 3차원 의복모델

제 1절에서는 메쉬 모델을 분할해서 패치로 만드는 것을 설명하였

다. 이때 메쉬 모델로 인체모델을 사용하면 몸에 완전히 피트되는 옷은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복을 만들 수는 없다. 본 절에서는 인체 사

이즈를 기반으로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하여 피트성이 좋은 의복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체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Make Human

을 사용하였다(http://www.makehumancommunity.org). 4개의 신체 치수

항목과 성별로 비교적 간단하게 인체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

어를 수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연결하여 3차원

인체모델을 생성하였다. 3차원 인체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은 제 4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며 본 기능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것이다.

인체모델 생성 시 사용되는 4개의 사이즈 항목은 신장, 가슴둘레,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이며, 추가적으로 성별을 사용하여 인체모델을 생성한

다. 입력하지 않은 팔 길이, 다리 길이, 허벅지 둘레 등 다른 사이즈들은

기본치수로부터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인체모델을 생성하고 난 뒤 인체모델의 관절 위치에 존재하는 점 및

인체모델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표면상에 위치하는 점들을 사용하

여 이 들을 적절한 곳에 위치시키고 점들을 삼각형으로 이어 메쉬를 그

리는 방법으로 3차원 의복모델을 제작하였다[그림 12]. [그림 12]는

MakeHuman을 사용해서 만든 인체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관절점(원으로

표시된 점)과 표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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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체를 구성하는 관절점 및 표면점

그러나 관절 위치의 점과 인체 표면의 점의 좌표는 3차원 공간상에

무작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들의 위치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

였다. 이를 위해 3차원 공간상에서 x, y, z 값을 가지는 점들을 레이어

(layer)로 묶어서 각 점들의 위치를 정리하고 이를 레이어로 묶어서 관리

하고자 하였다. 이때 z축의 정의 방향은 화면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먼저 다양한 y값을 가지는 점들을 y값이 적절한 간격을 가지는 구간으

로 나누어 점들이 일정한 구간마다 같은 y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간마다 다양한 y값을 가지고 있던 점들은 같은 y값

을 가지는 레이어로 정돈이 되었고, y값이 정돈된 각각의 레이어들은 일

정한 y값의 차이를 보이는 레이어의 집합이 되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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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같은 y값을 가지는 레이어 집합

한편 x축과 z축을 중심으로 점들을 정리하여 3차원 의복모델의 레이

어를 구하기 위해서 같은 y값을 가지는 점들 즉 레이어의 중점을 구하

였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x값, z값을 가지는 점들의 convex hull을 구하

고 이 convex hull 보다 큰 하나의 원을 임의의 점을 사용하여 그렸다.

임의의 점을 사용하여 그린 원과 convex hull과 중점간의 직선의 방정식

을 사용하여 3차원 의복모델을 위한 레이어가 만들어진다[그림 14]. [그

림 14]의 겉에 보이는 원형이 임의의 점을 사용하여 그린 원이고, 안에

위치하는 레이어는 3차원 의복모델의 레이어가 되는 점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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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차원 의복모델 레이어

일정한 y값의 간격마다 신체 외곽선의 곡률을 따르는 레이어를 그리

고, 그려진 레이어들 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자리에 위치

하고 있는 3개의 레이어에 각각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길이

데이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3개의 레이어는 주(主)레이어가 된다. 기

준이 되는 신체 사이즈를 바꾸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각각의 둘레 치수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게 되면 각각의 레이어의 크기가 새로운 치수 데이

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된다. 이때 3개의 주(主)레이어 둘레의 길이 변화

와 비례하게 주 레이어들 사이에 위치하는 보조 레이어들의 둘레길이도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3차원 의복모델의 형태가 사용자가 부여하는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파라메트릭하게 변화하게 된다. 이때 의복 여유량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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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데 인체와 의복 사이의 여유 공간을 주고 싶은 경우 일정한

여유량의 값을 더하는 방법을 통해 3차원 의복모델의 둘레 길이를 늘어

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체모델과 달리 여유량을 가지면서도 좋은

피트성을 유지하는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5]는 삼각

형 메쉬로 구성되기 전 점으로 구성되어있는 3차원 의복모델을 입고 있

는 인체모델의 모습이다.

[그림 15] 3차원 의복모델 레이어의 집합

본 연구에서는 우선 원피스 형태의 의복을 구현하였다. 원피스 형태

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의와 하의 제작 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원피스의 끝단을 발목까지 오게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원피스의 기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르소 부분은 인체

의 형상을 따라서 피트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으며, 엉덩이 아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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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치마부분의 경우 엉덩이둘레의 레이어를 시작으로 레이어들의 y값이

작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정 값을 키워가며 곱하는 방법으로 레이어

들의 x, z값을 변형시켜 레이어 둘레의 길이가 사용자가 원하는 길이만

큼 점점 커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엉덩이 위치의 레이어부

터 치마 밑단이 되는 끝에 위치한 레이어까지 치마 자락이 점차 퍼져 나

가는 형태로 3차원 의복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다[그림 16]. [그림 16]은

각각의 레이어에 위치하는 점들을 삼각형으로 이어서 메쉬를 생성하여

원피스 형태를 가지는 3차원 의복모델로 제작한 형태이다.

[그림 16] 3차원 의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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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템플릿 저장 알고리즘

제 1절에서 설명한 메쉬 절단 방법을 쓰면 의복 크기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절단 작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같은 디자

인의 옷을 다양한 크기의 인체에 맞게 만들기 위해 의복 디자인을 템플

릿으로 저장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사용자는 앞면, 뒤면, 위면, 아래면,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총 여섯

개의 방향에서 절단선을 그려 메쉬를 분할해 의복 형태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면에서 사용자가 그린 다각형의 형태를 저장하고, 새

로운 치수의 의복을 만들 때 의복모델에 이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다각형을 이루는 점의 위치 값을 절대 좌표를 사용하거나, 모

두 다 상대 좌표를 사용하는 경우 의복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면 점의 위

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가 구현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찍는 점의 정보를 상대 좌

표와 무게 중심 좌표(brycentric coordinates)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메

쉬 안에 위치하는 점과 메쉬 밖에 위치하는 점을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하면 의복모델의 크기가 변화하더라도 비교적 정확한 위치

에 점이 구현되어 저장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의복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7]은 3차원 의복모델 즉 메쉬 밖에 위치하는 점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메쉬 밖의 점들은 상대 좌표를 이용하여 위치 값을 저장하였

다. 3차원 의복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좌표계를 그리고 중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점의 위치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3차원 의복모델의 크기가 변화

하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좌표계의 크기도 변화하여 메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들의 상대적인 좌표를 저장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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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의복모델 밖에 존재하는 점

[그림 18]은 3차원 의복모델 안에 위치하는 점들로써 즉 메쉬 안에

위치하는 점들이다. 3차원 의복모델의 메쉬 구조는 의복모델 크기의 변

화와 상관없이 늘 동일하며, 크기 변화에 따라 삼각형 메쉬 자체의 크기

변화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삼각형 메쉬에 숫자를 부여하여

메쉬를 위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삼각형 메쉬 안에 점이 있는 메

쉬를 찾는다. 삼각형 메쉬 안에 점이 존재하면 그 점의 위치를 무게 중

심 좌표를 사용하여 그 위치를 찾게 된다. 식 4를 사용하여 점 P의 위치

정보를 찾게 되고, 그 점이 몇 번 메쉬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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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의복모델 안에 존재하는 점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각의 점의 위치 정보를 알아낸다. 템

플릿에 각각의 점의 위치를 저장하게 되고, 점들을 사용하여 다각형을

그리게 된다. 즉 템플릿을 사용하면 다른 인체 치수를 가지는 의복모델

에 점의 위치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각형을 그리게 되고 이를 통해, 템플

릿을 만들 때 사용한 의복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의복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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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프트웨어 검증 설계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인체모델 제작을 위해 2015년에 조사된 제 7차 사이즈 코리아

의 20대 여성의 평균 신체 사이즈와 Alvanon사(社)의 Woman M 2012

의 사이즈를 연구자가 실제로 측정한 뒤 두 가지 데이터를 절충하여 활

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신체 사이즈 중 제 3장의 제 2절에서 밝힌바와

같이 총 4개의 사이즈 항목과 성별을 사용하여 인체모델을 생성한다. 이

때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그리고 허리둘레의 경우에는 실물 의복 제작

시 시각적인 맞음새 판단을 용의하게하기 위해서 Alvanon사(社)의

Woman M 2012의 신체 사이즈를 활용하고, 그 외의 사이즈인 신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마네킹 특성상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장 항목은 제 7차 사이즈 코리아의 20대 여성 평균 사이즈를 활용하여

인체모델을 생성하고자 한다[표 1].

항목 사이즈 (mm)

신장(size korea) 1608

가슴둘레(Alvanon) 833

허리둘레(Alvanon) 707

엉덩이둘레(Alvanon) 924

[표 1] 인체모델 사이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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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인체모델은 4개의 사이즈 항목 및 성별을 사용하여 Make

Human으로 만들게 되며, [그림 19]는 [표 1]의 인체 사이즈를 기반으로

생성한 여성 인체모델이다.

[그림 19] 여성 인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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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바디 사이즈를 사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 내에서 인체모

델을 생성하면 인체모델의 바디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피스 형태의 3차원

의복모델이 자동적으로 제작된다. 사용자는 제 3장의 제 1절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라 3차원 의복 메쉬에 원하는 대로 다각형의 절개선을 그려 메

쉬를 분할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의복을 디자인한다. 디자인

이 완료된 의복은 2차원 의복패턴으로 펼친 뒤 DXF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상용 CAD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필요에 따라 의복패턴의 시접선과

완성선을 정리한다. 끝으로 실제 재단 작업을 실시하여 실물 의복으로

제작한 후 사용자가 디자인하고자 했던 의복의 형태가 발현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그

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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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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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소프트웨어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21]과 같으

며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3D Pattern Designer(SNU-3DPD)로 명명하였

다. 소프트웨어는 Embarcadero C++ Builder 2010 (Windows 용)을 사용

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21] 소프트웨어 기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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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클래스 구조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클래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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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프트웨어 각각의 클래스 역할은 [표 2]와 같다.

클래스 역할

MakeHuman 3차원 인체모델 제작

TGenericBodyModel 3차원 인체모델 데이터

DressForm Maker 3차원 의복모델 제작

TNewCanvas 2차원 그래픽 지원

TRenderBase 3차원 그래픽 지원

TOpenGL 실제 OpenGL 구현

3D Pattern Designer UI 구현

T3DPDProject 프로젝트 전체 데이터

TGarmentPatch 분할된 의복패턴

TDesignAction 디자인 과정을 기록

TPoint2D 평면상의 점을 정의

TBSpline B-Spline 관련 계산

TPolyline2D 2D Polyline 관리

TModelBaseElement 3D Model data 관리

TPoint3D 공간상의 점을 정의

TConvexHull3D 3차원 Convex Hull 만들기

TMeshReducer 메쉬 개수 줄이기

B_FILE Binary file I/O 지원

TYUKADXF 패턴 데이터를 DXF 파일로 변환

[표 2] 소프트웨어 클래스 역할



- 45 -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구성은 [그림 23]과 다음과 같고,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위치에 따른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자세한 정

보와 세부적인 기능 및 사용방법은 제 4장의 제 3절 및 제 4절에서 실제

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림 23]의 (a) 부분은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의복모델 혹은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메쉬를 여러 개의 패치로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써

사용자의 실질적인 의복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용자는 해당

공간에서 선을 그리는 방법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다각형을 그릴 수 있

고 이를 통해 하나의 패치로 구성된 의복 혹은 인체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패치로 나눌 수 있으며, 원하는 부분의 패치를 삭제하여 원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b) 부분은 저장, 불러오기, 새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기본

적으로 사용되는 메뉴가 있으며, 인체모델을 생성하거나 3차원 의복모델

을 불러올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부분의 메뉴들을 통해 원하는

사이즈를 가지는 3차원 인체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인체 모델의 사이

즈 데이터를 활용하는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그 외에는 3차

원 의복모델의 형태를 메쉬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디자인한 뒤, 메쉬 분

할 정보를 좌표계를 사용하여 저장하고 이를 새로운 사이즈의 의복모델

에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c) 부분은 (a) 부분에서 사용자가 3차원 의복모델을 확인하거나 디

자인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으며, View와 Design을 선택하여 의복

을 3차원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거나 의복 메쉬를 분할하여 형태를

디자인 할 수 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한 뒤 선을 그려서 다각형을 만들

고, 만들어진 다각형의 형태를 따라 패치를 여러 개로 나눌지 아니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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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형태를 따라 메쉬를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패치로

분할되었을 경우 원하는 패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한다.

(d) 부분은 메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뾰족한 형태

의 삼각형을 제거하기 위해 삼각형 메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메뉴로 구

성되어있다. 삼각형 메쉬의 길이, 각도 등을 부여해서 이를 재구성할 수

있다.

(e) 부분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 패치를 평면 공간에 펼쳐서 2차원

패턴으로 제작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23] 소프트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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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3차원 모델 분할 프로세스 개발 결과

2.1. 메쉬 절단 알고리즘

인체모델에 메쉬 절단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시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는 Makehuman을 통해 생성된 남성 인체모델의 메쉬를 직접적

으로 분할하는 예시로서 몸에 밀착되는 의복패턴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치수를 가지는 인체모델을 생성한 뒤 인체모델을 메쉬

형태로 변환한다. 변환된 인체모델 위해 직선이나 곡선을 사용해서 다각

형을 그리면 그려진 다각형을 따라서 메쉬가 분할된다. 분할된 여러 개

의 패치들 중 하나의 패치를 선택하면 그 패치가 활성화 패치가 되고,

패치의 색상이 초록색으로 강조된다. 선택되어 활성화된 패치를 더 작은

패치로 나눌 수 있으며, 분할된 패치들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뒤

삭제를 누르면 선택한 패치가 사라진다.

[그림 24] 인체모델을 이용한 밀착 패턴 디자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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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메쉬 형태 안정화 알고리즘

패치를 자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나치게 뾰족한 예각 삼각형 요

소들은 평면화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쉬를 안정화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들은 제 3장의 제 1절 2의 방법으로 제거되며 그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의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보면 왼쪽 그

림의 붉은 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일정 기준 이상으로 뾰족한 예각 삼

각형이 비교적 각도가 균일한 세 개의 각을 가지는 삼각형 메쉬로 변형

된 것을 오른쪽 그림의 붉은 선 주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삼각형 메쉬 안정화를 통해 추후 과정인 패치를 평면화하는 과정에서 일

정한 기준 이상의 뾰족한 예각 삼각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수치적

불안정성(numerical instability)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다 좋은 패치 평면

화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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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메쉬 형태 안정화 예

2.3. 메쉬 평면화 알고리즘

위에서 언급된 메쉬 절단 알고리즘과 메쉬 형태 안정화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진 각각의 패치를 2차원 평면 공간에 펼친 예는 [그림 26]과

같다. 각각의 패치를 2차원의 평면 공간에 펼치는 과정에서 패치가 휘어

져있는 부분으로 인한 패치 면적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발생하는 패턴 변형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이때 패턴의

면적이 커질수록 진한 빨간색, 작아질수록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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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은 티셔츠 형태의 의복 메쉬를 분할하고, 이를 평면화 하여

서 앞판 2장, 뒤판 1장으로 구성되는 티셔츠 패턴을 제작해본 것이다. 오

른쪽 그림의 뒤판 패턴의 경우 1개의 패치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면화가 잘 이루어졌으나, 뒤판을 통째로 펼쳤기 때문에 소매

부분, 등 부분에서 패턴 면적의 변형이 일어나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왼쪽의 앞판 패턴의 경우에도 뒤판과

동일하게 패턴 변형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하게 색상이 표시

된 부분은 없었으나, 가슴 부분과 패치가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패

턴의 형태가 다소 변형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치의 색상 변화를 통해 사용자는 의복패턴에 다트를 추가하거나, 의복

패턴을 더 작은 패치들로 분할하여 패턴 변형을 제거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조각 평면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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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요소의 각각의 변들 중에서 다른 삼각형과 공유되지 않는 변

들을 모으면 패치의 외곽선을 찾을 수 있다. 임의로 메쉬의 변들 중 하

나의 변을 선택하고, 선택한 변의 끝에 위치하는 점을 시작점으로 사용

하는 다른 변을 순서대로 찾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처음에 선택한 변의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폐곡선을

찾아내는 방법을 통해 패턴의 외곽선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7]의 경우 처음에 임의로 (2,1)의 변이 선택되었고 그로 인해

2번 점이 시작점으로 지정 되었다. 위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선택한 변의 끝에 위치하는 점인 1번 점을 시작점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변을 시계반대방향으로 가면서 찾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른

변을 찾은 결과는 (1,0)이고 이 변에 이어서 0번 점을 시작점으로 가지는

또 다른 변을 찾는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반복한 결과는 오른

쪽 그림의 Edge Sequence와 같다. 계속해서 변을 찾다가 가장 처음에

선택한 변의 시작점이었던 2번 점을 찾으면 더 이상 변을 찾지 않게 된

다. 왼쪽 그림의 빨간색 선이 찾아진 폐곡선이며, 이 폐곡선이 패턴의 외

곽선이 된다.

[그림 27] 패턴 외곽선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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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프트웨어 사용 프로세스

3.1. 의복 디자인 프로세스

본 절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 프로세스는 두 가지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롭게 의복 디자인 템플릿

(template)을 생성하는 경우와 두 번째 이미 사전에 만들어진 템플릿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세한 두 가지의 사용 프로세스는 [그림

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새로운 치수를

가지는 인체모델과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하고 사전에 만들어진 템플릿

을 불러오면 사용자가 메쉬를 분할, 삭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점

이다.

새로운 신체 치수를 가지는 인체모델과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하였

을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한 모양의 의복패턴을 그레이딩 된 상태로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다각형을 그려 메쉬를 분할하고, 삭제한 정보의 저장

이 필요했다. 템플릿을 생성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제 3장 제 2절 2의 알

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인체 치수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운 인체 치수를 기반으로 생성된 3차원 의복모델 위에 동일한 위치에 다

각형이 그려져서 메쉬가 분할되기 때문에 작업 능률을 향상되고, 효율적

으로 패턴을 그레이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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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소프트웨어 사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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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템플릿 디자인

인체모델과 3차원 의복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이즈를 입

력하고 새롭게 템플릿을 생성하는 것인지, 생성된 템플릿을 불러볼 것인

지 선택하게 된다. 성별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인체 치수를 입력

하면 3차원 의복모델을 입고 있는 모델이 생성되게 된다. 생성된 3차원

의복모델의 메쉬를 분할하고 원하는 부분의 패치를 삭제하는 일련의 디

자인 과정을 거쳐 사용자가 원하는 의복의 형태를 디자인한다. 3차원 의

복모델을 디자인 하는 과정은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는 원피스를 만드는 과정으로 [그림 29(a)]를 보면 사용자

가 성별을 선택하고 원하는 인체 치수를 입력하는 모습이다. 이 때 새로

운 템플릿을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Generate Basic Garment를 선택하

였다. Generate 버튼을 선택하면 3차원 의복모델을 입고 있는 인체모델

이 [그림 29(b)]와 같이 출력된다. 사용자는 3차원 공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의복의 형태를 디자인하기 원하는 경우 디자인 버튼을 선택하

고 선을 그려서 [그림 29(c)]에서와 같이 원하는 형태의 다각형을 그리게

된다. 의복 형태 디자인을 위해 계속해서 다각형을 그려서 디자인 할 수

있으며, 곡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다각형의 변에 곡선점을 추가

하는 방법으로 곡선을 그려서 메쉬를 분할 할 수 있다. [그림 29(d)]는

사용자가 의복 형태 디자인을 마치고 의복패턴으로 평면화하기 위해서 3

차원 의복모델을 여러 패치로 분할한 모습이다. 의복패턴이 좌우가 대칭

된다는 가정 하에 의복의 오른쪽 부분만 남겨두었다. [그림 29(d)]의 상

태에서 새로운 치수를 대상으로 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을 저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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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3차원 의복모델 디자인 과정

[그림 29(d)]의 상태가 되면 의복패턴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패턴으

로 생성하기 전에 평면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뾰족한 각을 가지는

메쉬를 제거하기 위해 메쉬를 재구성해준다. 이때 메쉬의 길이와 각도를

사용자가 숫자를 부여해서 메쉬 재구성을 할 때 적절한 값을 부여할 수

있다. 메쉬를 재구성한 뒤 이를 평면화 시키면 [그림 30]과 같이 접히거

나 구겨지는 부분 혹은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

다. 혹 붉은 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생길 경우 메쉬를 재구성하거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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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패치로 분할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메쉬가 평면으로 잘 펴지는

지를 확인한 후 DXF 파일로 저장하면 상용 CAD 프로그램에서 해당 패

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0] 평면화된 의복패턴

3.3. 템플릿 이용을 통한 의복패턴 생성

사전에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사용해서 의복패턴을 제작하

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원하는 인체 치수를 입력하여 인체모델을 생성한

다. 이때 템플릿을 사용하여 의복패턴을 제작할 것이라고 옵션을 선택하

여 생성한다. 두 번째 인체모델이 화면에 생성되면 패턴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의복의 템플릿을 불러오게 된다. 세 번째 템플릿이 불러와지면 새

로운 인체 치수에 맞춰서 저장되어있던 의복의 형태와 동일하게 3차원

의복이 출력된다. [그림 31]은 사전에 만들어진 기본모양의 미니 원피스

템플릿을 사용하여 의복패턴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사용자가 다각형을

그려서 메쉬를 분할하고 메쉬를 삭제한 정보는 상대적인 좌표와 무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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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좌표가 사용되어 템플릿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림 31]에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체 치수에 맞는 의복패턴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1(a)]는 템플릿 제작에 기준이 되는 패턴으로 신장 1650mm,

가슴둘레 800mm, 허리둘레 650mm, 엉덩이 둘레 850mm이다. 본 사이즈

를 사용하여 기본 미니 원피스 패턴의 템플릿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사

용하여 더 큰 사이즈의 패턴과 더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제작하고자 하

였다. 이 때 의복패턴 크기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된 사이즈 편차를 사용하였다. [그림 31(b)]는 기준이 되었던

인체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인 신장 1700mm, 가슴둘레 900mm, 허리둘레

730mm, 엉덩이둘레 930mm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패턴보다

다소 큰 패턴이 자동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31(c)]는 기준 패턴의 인체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인 신장 1610mm, 가슴둘레 700mm, 허리둘레

550mm, 엉덩이둘레 720mm를 사용하였으며 기준이 되는 패턴보다 작은

사이즈의 패턴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저장된 템플릿

을 사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새로운 치수의 패턴을 설계할 수

있으며, 1대 1 맞춤 의복 생산 및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같은 다양한

인체 사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의복패턴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제

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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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템플릿을 이용한 의복패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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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프트웨어 검증

본 절에서는 제 3절에서 제작된 원피스 패턴을 사용해서 3차원 가상

착의 진행, 실물 패턴 그리고 실물 의복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3차원 가상착의를 비롯하여 실물 패턴 및 실물 의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자 한다.

제 3절에서 제작된 원피스 패턴을 DXF 파일로 저장하고 상용 CAD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완성선을 정리하였다. 완성선 정리 시 암홀의 경

우 각이 발생할 수 있는 메쉬의 특성상 온전한 곡선을 이루고 있지 못하

였기 때문에 온전한 곡선을 가지도록 약간 수정하였으며, 치마 부분에서

앞 중심선과 뒤 중심선에서 직선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약간 수정하였

다. 그 외 엉덩이 부분의 곡선을 수정하였다. 이때 패턴 수정치가 0.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원형 패턴에서 크게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정된 패턴과 원본 패턴의 차이는 [그림 32]과 같다.

[그림 32] 패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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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CAD 프로그램에서 원피스 패턴 수정을 완료한 뒤 이를 서울

대학교 패션테크놀로지 연구실에서 개발된 가상착의 소프트웨어 인

SNU-DS로 불러와서 3차원 가상착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가상착의를

위한 인체모델은 원피스 [표 2]의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생성된 인체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33]은 가상착의가 진행된 모습이다. 3차원 공

간에서 시각적으로 확인 해보았을 때 비교적 좋은 맞음새를 보이고 있으

며, 사용자가 원하던 의복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원피스 가상착의

이와 동시에 완성된 패턴을 실물 의복패턴으로 제작하기 위해 종이

패턴을 제작하였다. [그림 34]는 완성된 종이 패턴이며, 해당 패턴을 사

용하여 실물 의복을 제작하였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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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실물 종이 패턴

[그림 35] 실물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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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와 같은 종이 패턴을 기준으로 광목을 사용하여 실물 의복

을 제작하였으며, 의복패턴을 제작할 때 사용하였던 신체 사이즈를 가지

는 마네킹에 착의 시켜보았다. 마네킹에 착의 해본 결과는 [그림 35]와

같으며 비교적 좋은 맞음새와 사용자가 의도하였던 의복 실루엣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프로세스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실험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가지는 기본 원피스 패턴을 제

작하였지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보다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의

복패턴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패치를 더 작고 복잡하게 구성하거

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부여하거나, 다트를 추가하는 등의 패턴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시각적인 판단을 기준으로만 시스템과 프로

세스를 확인하였지만, 시각적인 판단 외에 정량적 평가가 추가되어 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검증하게 된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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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환경에서 의복모델의 분할과 평면화를 이용하

여 의복패턴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먼저 간단한 인체 사이즈

를 기준으로 인체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 및 개발하였

고, 인체모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의복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3차원 공간에서 의복의 형태를

디자인 할 수 있는 UI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다각형을 사용하여 메쉬

를 분할하는 메쉬 절단 알고리즘과 분할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바람직

하지 못한 삼각형 메쉬 요소들을 제거하여 메쉬의 품질을 향상하고, 메

쉬를 평면으로 전개 할 때 생길 수 있는 수치적 불안정성을 방지할 수

있는 메쉬 형태 안정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공간상에서 정의

된 패치를 평면상에 전개하기 위해서 패치의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메쉬의 뒤집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메쉬 평면화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디자인한 의복을 템플릿으로 저장하

여 인체 사이즈가 변하여도 동일한 형태의 의복패턴을 얻을 수 있게 하

였다. 끝으로 패턴의 외곽선을 DXF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상용 패턴

CAD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1대 1 맞춤형 의복패턴을 설

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의복 설계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

복적인 가봉 과정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복패턴 제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3차원 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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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쉽게 의복패턴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동복과 같은

동작성이 중요한 의복 혹은 패치 조각이 특이하게 구성되거나 복잡한 형

태의 의복패턴도 현재의 패턴 설계 방법보다는 비교적 쉽게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피스 형태의 의복모델만을 사용했지만, 향후 소매

나 바지를 포함한 의복모델을 계속 개발하여 다양한 의복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메쉬 절단 이외에도 메쉬 복제, 결합 등의 기

능을 추가하여 복잡한 형태의 의복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암홀, 목둘레 부분에서 완벽한 곡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곡선으로 지정하면 지정한 부분이 완전

한 곡선을 이루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바로 3차원 시뮬레이션과 연동하여 가상가봉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가구, 봉제인형, 맞춤형 신발, 아

트제품 등 패턴에 기초해서 제작되는 여러 제품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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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garment pattern

design system using

segmentation and flattening of

3D garment model

Yeonghoon Kang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a virtual cutting system that can design garment

pattern in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was developed. After

creating a human body model with a small number of anthropometric

data, a 3D basic garment model was created based on this. The user

was able to design an apparel by giving arbitrary cutting lines of the

garment model, which was developed into a flat garment pattern.

The following algorithm has been developed for this study. Fir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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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dividing a model into several patches was developed by

drawing a polygon over a three-dimensional garment model. Secondly

a mesh reshaping algorithm was developed to remove undesired

shape elements that were generated at this time which could cause

numerical instability in the pattern development process. Last but not

least, an algorithm was developed which can be used to flatten a

patch into a plane and eliminate the folded or inverted part.

Using the software develop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users

who do not have expert knowledge on making garment pattern can

easily make garment pattern. In addition, since the three-dimensional

basic garment model is created based on human body size, the

program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garment production

system for one-to-one customized garment production and mass

customization. Finally, since the user visually confirms the garment

and generates the pattern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unnecessary

fitting process can be reduced and the efficiency of the garment

production will be improved.

keywords : 3D Garment Model, Three-Dimensional Garment

Pattern Design, Mesh Cutting, Pattern Flattening,

Made-to-Measure(MTM)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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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다트를 추가한 원피스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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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이용한 실물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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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에 사용된 마네킹 (Alvanon사(社)의 Woman 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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