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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길 원형 제도법에 기반한 3차원 인체 형상의 

체표 평면화 알고리즘 개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박진희

본 연구는 인체의 3차원 가상 형상을 분석하여 의복과 체형 분

류에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체표면 평면화 기술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체표 평면화 연구들은 3차원 형상의 표면에 메쉬를 형

성하고 이를 2차원 평면에 늘어놓은 후 끼워 맞추는 데에 중점적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평면화된 체표면의 형태가 의복에 원형과

유사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구속조건과 규칙이 필요할 뿐 아니

라, 평면화된 형태가 의복으로 활용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쉬 조각을 펼쳐 평면화 하는 방법이 아닌, 펼치

고자하는 3차원 형상의 체표면 면적과 주요한 구성선의 길이를 유

지하는 방법으로, 길 원형의 형태에 가까운 체표면 평면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복 구성학에서 인체로부터 의복 패턴을

생성해 내는 원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평면화 기초 원리로 활용

해야 하는데, 주로 패턴에 인체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인체의

기준점과 구성선, 분할 면적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이 필요하였다.

인체의 근골격적 형태의 특성을 분석하여 평면화 패턴에 적용하였

으며, 길 원형을 제도하는 방식 그대로 길 원형 기초선에 구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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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평면화 패턴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길 원형의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는 인체의

구성선 길이와 구획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패턴을 완

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3차원 가상 프로그램으로부터 측정된 형상

의 필수 구성선과 구획 면적이 길 원형 제도 방법에 기초하여 체

표면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으로 변환되어 산출하는 산출식을 만들

었다. 이는 수학적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3차원 가상

인체 형상의 지정된 구성선 길이와 면적의 넓이를 입력하면 평면

화 패턴의 좌표점으로 변환시켜주는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추

가적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은, BMI가 정상체

중 범위(18.5~29.99)안에 드는 여성에 한하여 활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길 원형 제도의 원리로 근골격에 의한 최대 돌

출 부위를 추출하여 기준점과 다트 및 구성선으로 설정하였기 때

문이다. BMI 과체중 이상의 경우, 근골격적 특성 이외에 체지방의

과다 분포로 인한 최대 돌출부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본 연구의

제도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BMI 정상체중 범주 안에 드는 세가지 3차원 가상 형상 모델을

개발된 알고리즘에 적용해 본 결과, 최종 출력된 좌표점을 이용하

여 완성한 체표면 패턴의 구성선은 3차원 형상의 측정치에 비하여

약 0.25%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구획면적은 곡선분위를 포함한

면적에서 1.8% 이내의 오차, 곡선부위가 없는 면적에서 0.018%이

내의 오차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인 길이 오차 1~2 %,

면적 오차 1~3% 에 비하여 변형 길이와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산출된 체표면 패턴을 의복으로 바로 제작하는 경우, 암

홀 및 목둘레선의 곡선 부위 표현이 부적합하며, 체표면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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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패턴으로 변형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의복 패턴에서 주어지

는 여유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된 본 연구의 체표면 패턴을 의복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패턴 곡선 방정식을 개발해야 하며,

의복 패턴으로 바로 활용하기 위한 여유분 설정에 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체중 이상의 형상까지 활용될 수 있

도록 체지방분포 등과 같이 인체가 갖는 추가적인 형태적 특징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본 알고리즘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길 원형 제도법, 체표면 평면화, 3차원 인체 가상 형상, 체표

평면화 프로그램, 3차원 스캔 데이터

학 번 : 2011-21652



- iv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체표면 평면화 ························································· 4

1. 3차원 형상 데이터 추출 ····················································· 4

2. 3차원 표면의 메쉬 설정 ····················································· 5

3. 체형 별 평면화 알고리즘의 설정 ····································· 8

4. 2차원 평면에서의 평면화 기술 ········································· 9

제 2 절 길 원형 제도 ··························································· 12

1. 측정점과 구성선 ··································································· 13

2. 다트의 생성 원리와 위치 ··················································· 20

제 3 절 3차원 인체 형상의 측정점 산출과 사이즈

측정 ·········································································· 22

제 4 절 3차원 인체 측정치를 적용한 체형 분류 ········· 24

1. BMI ························································································· 24

2. BMI 분류 기준의 선정 ······················································· 25

제 5 절 체표면 평면 패턴의 검증 ·································· 26

제 3 장 연구 방법 ······················································· 27

제 1 절 알고리즘 적용 대상 ·············································· 28

제 2 절 3차원 형상을 이용한 인체 치수 추출 ············· 29

1. 추가 측정점 정의 ································································· 30

2. 추가된 길이 항목의 정의 ··················································· 32

3. 체표면의 구획 ······································································· 34



- v -

제 3 절 체표면 평면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 36

1. 체표면 분석을 통한 평면화 패턴 제도법 ······················· 36

2.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 산출 ··············································· 37

3. 3차원 형상의 체표면 평면화 프로그램 ··························· 43

제 4 절 체표면 평면화 패턴의 알고리즘 검증 ··········· 44

1. 3차원 형상과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 길이 및 면적

비교 ·························································································· 44

2. 평면화 패턴을 이용한 제작 패턴의 착의 평가 ············· 45

제 4 장 연구 결과 ······················································· 46

제 1 절 평면화 패턴의 제도 ·············································· 46

1. 3차원 형상의 기준선 길이와 구획 면적 측정 ··············· 46

2.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 ······················································· 51

제 2 절 3차원 형상의 체표면 평면화 프로그램 ··········· 62

제 3 절 평면화 패턴 제도 알고리즘 ································ 64

제 4 절 평면화 알고리즘 검증 ·········································· 66

1. 3차원 형상과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 길이 및 면적

비교 ·························································································· 66

2. 평면화 패턴을 이용한 제작 패턴의 착의 평가 ············· 76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2

참고문헌 ········································································85

부록 ·················································································89

Abstract ········································································95



- vi -

표 목 차

[표 1] 3차원 형상의 평면화 연구 ··········································· 10

[표 2] 다양한 제도법에서의 길 원형 제도시 필요한 측정 항목

········································································································ 13

[표 3] 측정점의 측정법과 기호 정의 ····································· 15

[표 4] 측정 항목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보조점의

위치 정의 ···················································································· 16

[표 5] 인체 구성선의 위치 정의 ············································· 17

[표 6] 길 원형의 필수 측정항목 기호의 명칭 ····················· 19

[표 7] WHO(2004)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to

BMI ···················································································· 25

[표 8] 추가된 측정점의 위치 정의 ········································· 32

[표 9] 추가된 길 원형의 길이 항목의 위치 ························· 33

[표 10] 평면화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의 구획 면적

설정 방법 ········································································ 47

[표 11] 평면화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의 구성선

설정 방법 ······································································ 50

[표 12] 평면화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의 구획 면적 설정

방법 ·················································································· 51

[표 13] 체표 평면화 패턴의 최종 좌표점들의 좌표값 산출식

········································································································ 61

[표 14] 알고리즘을 적용한 3가지 형상 모델 정보 ············· 67

[표 15] 적용 모델 1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값 · 68

[표 16] 적용 모델 2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값 · 69

[표 17] 적용 모델 3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값 · 70



- vii -

[표 18] 적용 모델 1 의 구성선과 면적 오차율 ··················· 72

[표 19] 적용 모델 2 의 구성선과 면적 오차율 ··················· 73

[표 20] 적용 모델 3 의 구성선과 면적 오차율 ··················· 74

[표 21] 상반신 길 원형 패턴 두 종류의 관능평가 결과

- 모델1 ············································································ 77

[표 22] 상반신 길 원형 패턴 두 종류의 관능평가 결과

- 모델2 ············································································ 78

[표 23] 상반신 길 원형 패턴 두 종류의 관능평가 결과

- 모델3 ············································································ 79

그 림 목 차

[그림 1] 여성 상반신 전체의 삼각 메쉬 설정에 따른

평면 전개 (김성민 등. 2002) ···································· 5

[그림 2] 하반신 구획별 삼각 메쉬 설정에 따른 평면 전개

(윤미경 등. 2007) ························································ 6

[그림 3] 상반신 구성선 세부 구획에 따른 삼각 메쉬

설정과 평면 전개 (Yang Yunchu. 2007) ·············· 7

[그림 4]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를 위한 optimal matrix 설정

(최영림등. 2006) ·························································· 7

[그림 5] 측정점의 위치 ····························································· 15

[그림 6] 인체 구성선(측정항목)의 위치 ································ 16

[그림 7] 길 원형 제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필수 측정항목

········································································································ 18

[그림 8] 길 원형 제도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에서의

필수 측정항목 ······························································ 18



- viii -

[그림 9] 길 원형 제도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에서의

필수 측정점 ································································ 19

[그림 10] 여성의 앞뒤면 다트 생성의 원인 ························· 21

[그림 11] 자동측정 프로그램(AUTO BM) 실행 화면

(한현숙. 2007) ···························································· 22

[그림 12] BMI의 이론적 원리와 계산식 ······························· 24

[그림 13] 인체 실측을 적용한 길 원형 제도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길이 항목 ······························ 29

[그림 14] 인체 실측을 적용한 길 원형 제도를 위해 추가한

길이 항목의 기준이 되는 측정점 ························ 30

[그림 15] p2 의 위치 정의 ······················································· 31

[그림 16] p4와 p5의 위치 정의 ············································· 32

[그림 17] N2와 N14의 길이 산출 방법 ································· 33

[그림 18] 견갑골의 형태와 면적분할의 기준점 지정 ········· 35

[그림 19] 체표면 구획 기준점과 최종 면적 분할 ··············· 36

[그림 20] 3차원 형상에서 측정된 구성선 길이의

좌표점 변환 ···························································· 38

[그림 21] 평면화 패턴의 뒤면 제도법 ··································· 40

[그림 22] 평면화 패턴의 앞면 제도법 ··································· 42

[그림 23] 3차원 형상 위에 설정한 점의 위치와 명칭 ······· 46

[그림 24] 3차원 형상 위에 설정한 선의 위치와 면의

구획 ·············································································· 49

[그림 25] 기준선의 길이와 구획 면적 측정 ························· 49

[그림 26] 길 원형 기초선의 좌표점 ······································· 52

[그림 27] 길 원형 제도식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 좌표점 · 53

[그림 28] 점 38의 위치에 따른 G의 면적 변화 ·················· 54

[그림 29] 체표 평면화 패턴의 최종 좌표점 ························· 60



- ix -

[그림 30] MATLAB R2013a를 이용한 좌표값 산출 프로그램

과정 ·············································································· 63

[그림 31] 체표면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 산출 알고리즘 ··· 65

[그림 32] 적용 모델 1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

그래프 ········································································ 68

[그림 33] 적용 모델 2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

그래프 ·········································································· 69

[그림 34] 적용 모델 3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

그래프 ·········································································· 70

[그림 35] 곡선의 좌표점 분할 ················································· 71



- 1 -

제 1 장 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3차원 가상 형상을 연구에 활용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체형별 특징적인 요소들이 더욱 적절히 반영된 의복 패턴을 생산

하기 위한 객관적인 체형의 분석 방식과 패턴 제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3차원 인체 형상의 시각

적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하고 체형별 의복 패턴을 개해

내는 방식과 3차원 형상의 체표면 정보를 이용하여하여 필요한 의복의

패턴 원형 설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3차원 인체 형상의 시각적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한

연구들은, 3차원 인체 치수를 2차원적 사진 정보로 활용하여 패턴 설계

에 필요한 치수를 추출하거나 (류새미, 2011), 체형별 정면 및 측면의 신

체 부위 기울기나 처침 분량 등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함으

로써 (이성지. 2009; 김민경. 2012; 최지영. 2012; 최영림. 2008) 인체의

외형적 특성을 패턴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시각적인 분석 방식은, 보다

아름다운 의복 외곽선을 의복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

족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석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여 매스커스터마

이제이션에 활용이 적절하다. 하지만 3차원인 인체의 치수 정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패턴을 전개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치수적 오차로

인하여 최종 완성 패턴을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각적 분석을 통한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들은 3

차원 형상의 체표면을 분석하여 패턴의 원형 설계와 체형 분류에 이용하

고 있다. 3차원 가상 형상의 체표면을 분석하면, 인체의 모든 사이즈 정

보 뿐만 아니라 부위 별 체표 면적과 형태까지도 추출할 수 있다. 따라

서 3차원 가상 형상으로부터 인체 측정점을 생성하고 측정점을 연결하여

부위별 사이즈를 추출해내는 연구에서부터 (한현숙, 2007), 형상의 체표

면을 메쉬로 설정하여 이를 조각화 한 후, 체표면 조각을 의복 패턴과

유사한 모양으로 전개하는 연구 까지(김성민. 2002; 정연희. 2005; 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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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07; 최영림. 2008; 김충효, 2007; Yang Yunchu. 2007; 서추연.

2009; Jin Wang. 2009) 그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다.

체표면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3차원의 가상 인체 형상 표

면에 메쉬를 형성하여 이를 평면화 하여 활용한다. 이것은 사이즈 뿐 아

니라 형상의 면적과 형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복 패턴 및 체형의 분류

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평면화된 2차원의 체표면은 의복 패턴

과 유사할수록 더욱 그 체표면의 활용성이 강화된다. 인체의 근골격이

나 피하지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완성된 의복 구성학의 평면

패턴은 3차원인 인체를 평면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평면화된 2차원 체표면이 점점 의복의 원형 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가

지도록 연구됨에 따라, 형상을 단순히 조각내고 펼치는 단계에서 더 나

아가, 의복의 패턴처럼 몸을 기준선에 따라 구획하고 구획된 면적을 조

합하는 방식으로 체표면 평면화 연구(정연희. 2005; 윤미경. 2007; 최영

림. 2008; Yang Yunchu. 2007; 서추연. 2009)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쉬 설정을 이용한 연구는, 메쉬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패턴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며 각 메쉬 조각을 펼친 후에도 구성선의 길이와 면

적을 고려하여 이를 재 배치함으로써 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도록 구

속조건을 부여해야 하고, 외곽선을 벗어난 조각들을 재정리해야하는 단

점을 가진다.

따라서 3차원 인체의 체표면 정보를 활용하여 2차원의 체표면 패턴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에 있어, 단순히 의복 패턴과 형태가 유사한 평면 패

턴을 만들어 내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의복의 패턴 원형을 생성하는 과

정과 원리를 평면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의복 패턴 형태 뿐 아니라 구

성선 및 다트의 요소 하나 하나가 평면화 패턴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

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에서 체표면 평면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활용한 ‘메쉬 조각의 설정과 재조합’ 기술에 있어서도,

메쉬 조각들을 2차원으로 펼치면서 발생하는 많은 오차와 구속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체표면 평면화 기술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체표면 평면화 기술들이 단순히 3차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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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펼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간과되었던, 의복 패턴의

원형 원리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적용한 체표면 평면 제도법을 개발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3차원 가상 형상을 이용하여 체표면

의 구성선 길이와 면적의 정보가 반영된 2차원 평면화 패턴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평면화 패턴이 기존 보다 더욱 길 원형의 형태와

흡사하며 평면화 패턴만으로도 인체의 많은 체형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2차원 평면화 패턴은 길 원형의 제도와

원리에 기초를 두어 최대한 그 원리를 평면화 패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을 전개하였다.

평면화 기술은, 인체의 형태를 조각화하여 펼쳐야 완성되었던 기존의

평면화 연구들의 방식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체의 특정한 돌출지점을 찾

은 이후 이를 연결하여 체표면을 구획화함으로써 구획된 면적과 구획선

의 길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길 원형과 유사한 평면화 패턴을 제도한

다. 이로써 수백~수천개의 메쉬를 정렬해야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체표면

의 분석과 제도가 수월할 뿐 아니라 알고리즘 및 평면화 계산도 간단한

다. 또한 보다 길 원형에 가까운 패턴을 완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형

별로 달라지는 각각의 구획 면적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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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체표면 평면화

체표면 평면화는 3차원 인체 형상의 표면적을 2차원 평면으로 전개하

는 방법으로, 평면화된 2차원 형상은 인체의 다양한 특성을 의복에 반영

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체표면 평면화는 의복의

패턴 제도시 직접 측정를 통한 사이즈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인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체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의복

패턴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3차원 형상 데이터 추출

평면화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표면을 평면화 할

수 있는 3차원의 형상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3차원 형상 데

이터의 저장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3차원 스캐너의 개발 이전에도 인체

의 다양한 특성을 의복에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써, 다양한 간접 측정 방

식들이 개발되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방식은, 사진 측정법, 광목

을 이용한 입체 제단으로 체표면을 전개한 방법, 석고 붕대법에 의한 입

체 전개 방법, 모아레 포토그래피에 의한 측정법, 슬라이딩 게이지를 이

용한 측정법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이러한 간접 측정 방식들은 인체 표

면을 측정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인체 치

수를 정확히 측정해 내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얻어진 3차

원 형상의 자료를 2차원으로 평면화 하는 과정에서도 각 측정법에 따라

한정적인 특정 방법만을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3차원 스캐너를 통한 인체 측정은 과거의 간접 측정 방식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쉽고 빠르며 다양한 측정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 5 -

발전하였다.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인체 측정은, 레이저의 배치 방향에

따라 피험자의 형상을 인식하여 가상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산출해 냄

에 따라 측정과 동시에 인체의 각종 치수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험자의 정확한 체표면 형상을 얻을 수 있다.

2. 3차원 표면의 메쉬 설정

3차원인 인체의 표면 형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평면화에 적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상의 3차원 형상은 주로 표면에 메쉬를 설정하

여 조각들을 2차원 평면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평면화 기술이 개발되

고 있다. 3차원 표면에 메쉬를 설정하는 방식은 평면화하고자 하는 부위

전체에 일정한 삼각이나 사각 메쉬를 자동 설정하는 방법에서 미리 3차

원 형상의 표면을 구획하여 구획구간별 메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발전

되어 왔다.

김성민(2002), 김충효(2007)는 전체 가상 바디에 일정한 삼각 메쉬를

형성하고 분할된 삼각 메쉬를 의복 패턴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도록 2차

원에서 행을 기준으로 배열하였다[그림 1]. 이런 방식은 쉽고 빠르게 메

쉬를 설정할 수 있고 평면화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비교적 다양하지

만, 의복에 필요한 특정 다트의 위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복

패턴과 유사하게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메쉬 조각들

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여성 상반신 전체의 삼각 메쉬 설정에 따른 평면 전개

(김성민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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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절한 다트의 위치를 설정하고 의복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체

표 평면화 전개도를 완성하기 위해 Jin Wang(2009)과 윤미경(2007), 정

연희(2005)는 다트가 필요한 특정 라인을 3차원 형상에서 미리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체표면을 구획하고, 각 구획 면적에 따른 메쉬를 재설정

나아가, Yang Yunchu(2007)[그림 3]는 의복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구성

선을 3차원 인체에 적용한 후 평면화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가장 의복 패

턴과 유사한 평면화 패턴을 만들었다. 이로써 좀 더 의복과 유사한 평면

화 패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많은 구획화로 인하여 구획 면적 별 메쉬

의 설정이 복잡해지거나, 면적을 구획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검증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2] 하반신 구획별 삼각 메쉬 설정에 따른 평면 전개

(윤미경 등. 2007)



- 7 -

[그림 3] 상반신 구성선 세부 구획에 따른 삼각 메쉬 설정 과 평면

전개 (Yang Yunchu. 2007)

메쉬 설정을 변형하기 위한 검증된 면적 구획 설정을 위하여 최영림

(2006)은 기초 특징점과 선에 의한 일차적 절개선을 구분하고, 통계적 분

석방식을 이용하여 이차적인 면적 구획 및 메쉬 설정 기준점을 설정하였

다[그림 4]. 평면화를 위한 데이터 변환 기준의 효율을 최대화함으로써

최소의 메쉬를 사용하여 패턴의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을 모두 반영하는

메쉬 설정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설정된 메쉬들의 평면화

기술은 따로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구획된 메쉬들의 평면적인 재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를 위한 optimal matrix 설정

(최영림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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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형 별 평면화 알고리즘의 설정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의 메쉬 조각들을 재배열할 때에는 각 조각의

위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때 인체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지

정 방식이 결정된다. 즉,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 메쉬조각을 2차원으로 배

열하는 기준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메쉬 조각의 배열에 앞

서, 배열 방식이 같은 체형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적용가능

한 기준과 알고리즘을 그룹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된

각 체형 그룹의 설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형태가 각기 다른 수많은

종류의 인체들을 분류화하여 비교적 간단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일관되

게 평면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분류된 체형에 따라 체표면을 평면화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평균 체

형에 대한 평면화 알고리즘을 설정 후 이를 다양한 체형에 수정하여 적

용한다. 따라서 평면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먼저, 특정한 표준 체형을 기

준으로 평면화 기술과 알고리즘의 개발이 선행된다. 서추연(2009)은 평

균 체형 15명 20대 남성의 체표전개도를 이용하여 남성용 피티드 토르소

의 기초 원형을 설계하였다. 이는, 체표면전개도를 이용한 패턴 설계 프

로토타입이 적합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표준체형을 평면화하기 위한 적절

한 체표 구획 기준을 선보였지만 평면화한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보이지 못하였고, 평면화전개도는 특정 기준에 따른 수정작업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평면화 기술을 체형 그룹별로 설정한 선행 연구의 경우, 최영림(2008)

은 여성의 상반신 측면 형태를 시각적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형태마다 패

턴 변형 알고리즘을 설정하였다. 측면에 따라 여성의 상반신을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 유형별, 부위별 공간량 지수와 측면 각도를

이용하여 보다 적합한 패턴 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김민경

(2012)은 여성 하반신의 정면과 측면의 인체 치수 정보를 통하여 하반신

형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스커트 패턴 자동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체형별 알고리즘을 달리한 경우, 시각적, 치수적 정보를 체



- 9 -

형 분류에 활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체표면 평면화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

지만 이 역시 평면화된 메쉬들의 전개도가 필수적으로 수정 작업을 통해

그 형태를 변형해야하는 한계를 가진다.

4. 2차원 평면에서의 평면화 기술

측정된 가상의 3차원 체표면을 평면화하는 기술은 스캐너의 개발 이

전에도 활용되었던 입체 전개 방식을 보다 평면화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

의 메쉬 조각들로 정의된 평면 전개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단순히

메쉬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기술에서도 더 나아가, 보다 의복 패턴과 유

사한 체표면 전개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김성민(1999)과 최영림(2008))은 사각형으로 분할한 메쉬조각들을 구

역별로 평면상에 같은 길이를 갖도록 투영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평면상

의 2차원 체표면 패턴을 얻었다. 김명수(2006)는 3차원상의 체표면 삼각

메쉬 조각들을 자유낙하시켜 먼저 평면화한후, 삼각형 평면 조각들을 재

배치하여 부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평면 전개 하였다. 또한 Yang

Yunchu(2007)는 의복에 활용되는 모든 인체 측정점과 곡률을 기준으로

체표면을 구획하고, 각 면적마다 적정한 지역 메쉬를 설정후, 다시 각 지

역 메쉬를 삼각 메쉬로 세분화하여 구획된 면적별로 평면 전개를 시도하

였다. 평면화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은 모두 보다 의복의 패턴 형태와 유

사하도록 전개되었으며, 실제 체표면과 구성선의 길이 및 체표면적이 평

면 패턴에서 최소의 오차를 보이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메쉬 설정에 의한 평면화 방식들은 체표면을 그대로 잘라서

재배열하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특징을 대부분 반영한 전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메쉬의 크기나 모양, 위치에 따라 면적이나 구성선의 오차가 발

생하기 때문에 메쉬 설정 및 재배열의 기준이 매번 목적에 맞게 변동되

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진다. 체표면 평면전개에 관한 연구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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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차원 형상의 평면화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면적 구획 방법 평면전개 방법

김성민 등

(1999)

여성

상반신

면적을 구획하지 않고 몸

전체 메쉬 설정

3차원 형상을 삼각 메쉬로

조각화하여 행을 기준으로

배열. 메쉬 구역 별로 길이를

유지하며 투영하여 평면화함.

최영림

등(2006)

여성

상반신

인체의 특징점에 의한 다

트와 절개선을 일차적으

로 규정후,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각 블록 별 최소 메

쉬를 제시

기술하지 않음.

김충효

(2007)

여성

상반신

면적을 구획하지 않고 전

체 삼각메쉬를 형성

앞 뒤 어깨, 허리 다트의 위

치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여

다트를 형성하고, 각 조각 메

쉬를 평면에 투영하여 평면

화.

Yang

Yunchu,

Zhang

Weiyuan

(2007)

여성

상반신

상반신의 모든 필수 구성

선을 3차원 형상에 표시

하여 구획별 22개의 다양

한 메쉬 형태를 설정

인체 측정점을 기준으로 구

성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메쉬를 구획별 재배열함.

Jin Wang

등 (2009)

여성

토르소

실루엣선과 가로 단면선

을 절단하여 삼각메쉬를

설정

3차원 형상의 가슴다트 위치

를 설정한 후 실루엣 외곽선

과 가슴 다트 선을 기준으로

삼각 메쉬 전개함.

윤미경,

남윤자

(2007)

여성

하반신

가로 및 세로 세부선을

설정하여 삼각 메쉬 설정.

세로선을 기준으로 다트가

형성되는 부위를 고려하여

평면화 함.

김민경

(2012)

여성

하반신

엉덩이최대돌출점을 기준

으로 최대외곽선을 설정

하고 전체 수직 수평선을

분할 후, 삼각메쉬를 설정

스커트 다트를 절개선으로

두고 입체 삼각 메쉬의 커브

길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펼침.

정연희 등

(2005)

남성

상반신

가장 기초적인 구성선을

기본으로 구획하여 삼각

메쉬 설정

구성선의 길이와 면적이 최

소로 변화하도록 삼각형 메

쉬 조각을 배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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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화된 패턴을 이용하여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이를 통하여 의

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차원 형상의 평면 전개에 있어 기준이 되는

면적의 구획 방식과 각 구역에서의 메쉬 설정 방향에 대한 근원적인 고

찰이 필요하다. 인체의 형태적 특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면적 구획

방법과 각 구획을 평면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체표면 메쉬를 이용한 체표면 평면화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평면화 이후 반드시 변형이 필요했던 수정 작업 요소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의복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3차원 형상의 체표

면을 측정점에 의해 구획한 후 각 구획 면적별로 메쉬를 설정하여 이를

의복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변형되도록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복 패

턴의 형태로 재조합된 메쉬 조각들은 필수 구성선의 길이와 구획별 면적

을 최대한 유지되는 방향으로 완성선을 재정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평

면 패턴의 필수 구성선과 구획 면적이 최대한 유지되는 체표면 평면화

방식은 유지하되, 체표면을 작은 조각 메쉬로 분할하여 각 분할된 조각

들을 평면에서 재조합하는 ‘메쉬 설정’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

다. 즉, 3차원 체표면에 메쉬를 설정하지 않고 인체의 형태적 특징을 최

대한 반영한 면적 구획과 구성선의 측정 치수를 길 원형에 반영한 체표

면 평면 패턴을 완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획된 체표면적들은 기존의 메쉬 조각들에 필수적이던 복잡

한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2차원 평면에서 체표면 전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전개된 평면은 길 원형의 필수 구성선의

길이와 구획 면적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길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

는 체표 평면 제도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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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길 원형 제도

인체는 크기가 같은 체격이라고 할지라도 인체의 부위별 형태나 비례

는 개인이나 인종에 따라 다양하다. 인체에 잘 맞고 편안하면서 아름다

운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형태를 먼저 파악해

야 한다. 따라서 의복 구성학에서는 인체의 형태를 의복 구성선으로 사

용하기 쉽도록 구분하고 있다. 이는, 특징적인 인체의 점을 정의하고 각

점을 잇는 선을 통하여 구분함으로써 해부학적인 구분과는 다르게 사용

된다. 1)

길 원형의 경우, 인체의 특징점을 기준으로 이어진 인체를 구성하는

실루엣과 구성선을 통하여 인체를 구획하고, 각 구획의 면적을 최대한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제도해 나간다. 단순히 인체의 특징점과 구성선

뿐 아니라 각 구획의 면적을 최대한 유지해 가 는 것은, 의복의 미적 아

름다움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의복 부위나 활동성을 위해 변형해야 하는

부위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마다 특징

점이 위치한 지점과 인체의 부위 별 구성선 길이가 유사하더라도 그 형

태나 면적이 달라 같은 옷을 입어도 불편을 느끼는 수많은 분류의 체형

에도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체의 다양한 운동이나

동작시 변화하는 수많은 체표면의 변화량도 간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다.

길 원형에서 활용되는 인체의 특징점과 구성선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의복 패턴과 유사한 체표면 평면을 전개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기초가 된

다. 따라서 인체의 특징이 어떻게 의복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

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체표면 평면화의 분할 기준으로 활용하면 의복 패

턴으로의 활용도가 보다 커지게 된다.

1) 이순원, 김구자, 남윤자, 노희숙, 정명숙, 최경미, 최유경. (2002). 의복체형학.

교학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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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점과 구성선

길 원형의 제도에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항목은 길원형 기초선을 완

성하기 위한 사이즈의 측정이다. 이때 사이즈는 측정점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로 측정이 되며,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4가지의 제도법

중 길 원형 제도에 필요한 길이 항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측정항

목의 위치는 [그림 6]과 [표 4]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표 2] 다양한 제도법에서의 길 원형 제도시 필요한 측정 항목

측정항목 제도법A 제도법B 제도법C 제도법D

젖가슴둘레* ○ ○ ○ ○

허리둘레* ○ ○ ○ ○

뒤품* ○ ○ ○ ○

앞품* ○ ○ ○ ○

등길이* ○ ○ ○ ○

앞중심길이* ○

젖꼭지사이수평길이* ○ ○ ○ ○

어깨끝점사이길이* ○ ○ ○

앞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 ○ ○

목옆젖꼭지길이* ○ ○ ○ ○

진동깊이* ○ ○

목밑둘레* ○ ○ ○

어깨경사길이 ○

뒤중심길이* ○

옆선길이* ○

진동둘레* ○

* ‘KSA ISO 8559 의복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에 정의된 측정 항목

다양한 제도법을 정리한 결과, 길 원형에 필요한 인체 구성선의 최대

항목은 제도법C에 정의된 바와 같다. KSA ISO 8559 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뒤품, 앞품, 등길이, 앞중심길이, 젖꼭지사이

수평길이, 어깨끝점사이길이, 앞길이, 목옆젖꼭지길이, 진동깊이, 목밑둘

레, 뒤중심길이, 옆선길이, 진동둘레의 총 15가지와 국제 표준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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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어깨경사길이 1항목으로 총 16항목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제도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치수를 사용하기보다는 제도의 간편

성을 위하여 주요 치수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추정식을 통하여 제도하고

있다. 이는 원형 제도의 기본이 되는 각 신체 부위 치수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필수 사이즈를 정리한 결과로, 대량생산의

기성복 제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대표적인 4가지의 제도법에서 공통적으로 인체 실측을 적용한 항목은

제도법 A에 필요한 항목인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뒤품, 앞품, 등길이, 앞

중심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목옆젖꼭지길이로 총 8가지이다. 이 8가

지의 항목은 각 치수 사이 상관관계가 비교적 적어, 패턴을 제도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출한 측정 항목의 치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선들을 연결하

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점은 인체의 ‘측정점’으로 KSA

ISO8559 ’의복설계를 위한 인체측정‘과 KAS ISO7250 ’인간공학적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의 정의정의를 따른다. 구성선 측정을 위해 필요한 측정

점의 항목은 목앞점, 목옆점, 목뒤점, 어깨가쪽점, 겨드랑앞벽점(앞품점),

겨드랑뒤벽점(뒤품점), 겨드랑앞점, 겨드랑뒤점, 겨드랑점, 어깨뼈아래각

점, 젖꼭지점, 허리옆점, 허리앞점, 허리뒤점 으로 총 14가지 항목이다.

각 측정점의 위치는 [그림5]이며, 각 측정점을 찾는 방법은 [표3]으로부

터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는 각 점을 기호로 정의하여, 측정점들을

이용한 측정항목의 정의 역시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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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점의 위치

[표 3] 측정점의 측정법과 기호 정의

항목 측정법 기호
목옆점 등세모근의 위가장자리 모둘레선과 만나는점 A1

목앞점
좌우 빗장뼈 위가장자리를 연결한 선과 정중선

상에서 만나는 점
A2

목뒤점 일곱째 목뼈의 가시돌기점 A3

어깨끝점
좌우 빗장뼈 위가장자리를 연결한 선과 정중선

상에서 만나는 점
A4

겨드랑점
겨드랑및 접힘선의 가장 아래점으로 몸통 앞쪽

에 표시한 점
A5

겨드랑 앞점 겨드랑점을 몸통 앞쪽에 표시한 점 A6

젖꼭지점 젖꼭지의 가운데 점 A7

앞품점
어깨끝에서 앞의 겨드랑 둘레선을 따라 겨드랑

앞점까지의 길이를 2등분하는 점
A8

뒤품점
어깨끝점에서 뒤의 겨드랑둘레선을 따라 겨들

아뒤점까지의 길이를 2등분하는 점
A9

겨드랑 뒤점 겨드랑점을 몸통 뒤쪽에 표시한 점 A10

어깨뼈아래각

점
어깨뼈 아래각의 가장 아래점 A11

허리앞점 허리둘레선이 앞정중선과 만나는 점 A12

허리옆점

옆면에서 보아 엉덩이 두께를 이등분하는 수직

선이 허리둘레선과 만나는 점, 허리앞점, 허리

뒤점, 허리옆점은 같은 수평둘레선상의 점들

A13

허리뒤점 허리둘레선이 뒤정중선과 만나는 점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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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보조점
위치

a8 앞중심선과 겨드랑앞점의 수평선(가슴둘레선)을 교차하는 점

a7 앞중심선과 젖꼭지점의 수평선(가슴둘레선)을 교차하는 점

b7 옆선과 젖꼭지점의 수평선을 교차하는 점

a12 앞허리둘레선과 젖곡지점 수직선을 교차하는 점

a9 뒤중심선과 뒤품점의 수평선을 교차하는 점

c7 뒤중심선과 가슴둘레선을 교차하는 점

KSA ISO에서 정의된 [표 3]의 점들 말고도, [표 2]의 측정항목을 3차

원의 가상공간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점들이 필요하다.

이 점들은 몇가지 측정점들을 수직이나 수평방향으로 연장한 지점이므

로, [표 3]에서 정의된 점들과 유사하게 소문자+숫자의 형태로 기호화

하였으며 추가된 점들의 정의 와 그 위치는 [표 4]를 통해 알 수 있고,

[그림 6]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측정 항목의 사이즈 측정을 위한 모

든 측정점들의 위치는 [그림 6]으로 부터, 모든 측정점들을 이용한 측정

항목의 위치에 대한 정의는 [표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인체 구성선(측정항목)의 위치

[표 4] 측정항목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보조점의 위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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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위치

젖가슴둘레* a7-A7-b7-c7의 연결선 길이 × 2

허리둘레* A12-a12-A13-A14의 연결선 길이× 2

뒤품* a9-A9의 연결선 길이

앞품* a8-A8의 연결선 길이

등길이* A3-A14의 연결선 길이

앞중심길이* A2-A12의 연결선 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a7-A7의 연결선 × 2

어깨끝점사이길이* A4-A3의 연결선 × 2

앞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A4-A7-a12의 연결선 길이

목옆젖꼭지길이* A1-A7-a12의 연결선 길이

진동깊이* A4와 A5의 수직방향 길이차

목밑둘레* A2-A1-A3의 연결선 길이

어깨경사길이 A1-A4의 연결선 길이

뒤중심길이* A3-A14의 연결선 길이

옆선길이* A5-A13의 연결선 길이

진동둘레* A6-A5-A10의 연결선 길이 × 2

[표 5] 인체 구성선(측정항목)의 위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길 원형 제도법A에 활용되는 최소의 측정 항목 8가지

를 필수적으로 유지하고, 이에 더불어 최대한 길 원형에 인체의 실측 항

목 사이즈가 반영될 수 있는 평면 패턴 제도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평면 패턴은 평면화되는 과정에서

각 구획의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인체 실측 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인체 측정치를 반영한 길 원형의 완성선을 제도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의 필수 측정 항목은 [그림 7]과 같으며, 이를 3차원 가상 인체에서 측

정할 때 측정 위치는 [그림 8]과 같다. 그 중 [표 2], [표 4], [표 5]에서

정의된 측정점 및 측정항목은 [표 6]에서 구분되어지는데, ‘기타’ 영역 중

명칭에 대한 정의가 없는 9가지 측정항목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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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길 원형 제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필수 측정항목

[그림 8] 길 원형 제도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에서의 필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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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호 명칭

KSA

I S O

8559

정의

N6 앞품

N7 젖꼭지사이수평길이

N8 앞중심길이

N9 진동깊이

N10, N20 허리둘레

N11, N12 젖가슴둘레

N17 뒤품

N19 등길이

기타

N3* 어깨경사길이

N1, N2, N4, N5, N13,

N14, N15, N16, N18
명칭 없음.

[표 6] 길 원형의 필수 측정항목 기호의 명칭

*실비아로젠(이혜영, 박진아, 최진희). (2006). 패턴메이킹. 시그마프레스.

인체의 측정치를 최대한 적용하기위한 가장 간단하며 필수적인 길 원

형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림 7]의 모든 구성선 길이를 측정하

려면 [그림 9]의 측정점들이 요구되어진다. 이 측정점들은 [그림 6]에서

정의된 점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측정점들을 표시하였으며 글자에

음영을 주어 구분하였다.

*글자 음영(p1~p5): 추가된 측정점

[그림 9] 길 원형 제도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에서의 필수 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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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길 원형 제도 완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정의되

어야 하는 구성선은 ISO 국제 기준과 선행연구에서 따로 언급된 적이

없는 N1, N2, N4, N5, N13, N14, N15, N16, N18의 9가지 측정 항목과 이를 위

한 p1~p5의 5가지 측정점이다.

2. 다트의 생성 원리와 위치

일반적으로 길 원형에 표시되는 다트는 앞면의 가슴다트와 허리다트,

뒷면에 허리다트와 어깨 다트 이다. 이러한 다트의 형성은 여성의 상반

신에서 굴곡의 정도가 가장 심하여 2차원의 평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위를 감싸기 위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앞면의 가슴다트와 허리다트는

젖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린 수직선에서 가장 체표 각도가 큰 두 부위를

위한 변형이며, 뒷면의 경우 역시 견갑골끝점을 기준으로 그린 수직선에

서 체표 각도가 가장 큰 두 부위를 위한 변형임을 알 수 있다. 앞면은

젖꼭지점을 기준으로 가슴과 허리 다트가 형성되고, 뒷면은 견갑골끝점

과 어깨뼈아래각점에 의해 어깨와 허리 다트가 형성된다[그림10 왼쪽].

패턴에서 형성한 다트이외에도, 다트 생성 원리에 의하여 설정되는 길

원형 제도의 완성선이 존재한다. 그것은 여성의 가슴과 허리의 앞면 형

태와 둘레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길 원형의 옆선이다. 허리옆점을 허리

둘레선을 따라 몸통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인체의 앞면마다 보이

는 허리 옆점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허리옆점의 위치는 허리

에 생성되는 다트의 폭과 함께 고려되어 허리둘레길이가 유지되는 방향

으로 제도한다[그림 10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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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여성의 앞뒤면 다트 생성의 원인

다트의 생성 원리에 의해. 인체의 최대 돌출점이 인체 굴곡의 기준이

되며, 이러한 굴곡점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패턴을 절개하여 다트를 형성

하고 면적을 분할해야 보다 인체에 잘 부합하는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보다 핏감이 우수한 패턴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각 굴곡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형을 완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표면을 평면화하는

과정에서도, 길 원형에서 적용되는 다트 생성에 원리에 근거하여 절개기

준을 선택한다면 더욱 인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패턴 형태의 체표면

평면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출점을 기준으로 한 다트 생성과 면적 분할

원리를 3차원 형상의 평면화 원리에 그대로 적용하여 활용하였다. 각 돌

출점을 체표면 구획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점들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선의 길이 또한 유지하도록 구속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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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3차원 인체 형상의 측정점 산출과 사이즈

측정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즈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측정에 필요한 기준점이 프로그램 내 형상에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길 원형 제도에 필

요한 구성선의 길이를 재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점의 항목들

은 이미 KSA ISO 8559에서 규정되어 있는 측정점과 측정항목들을 따른

다. 그 중 상의 원형에 사용되는 측정점과 측정 항목인 기준선의 정의

및 위치는 [표 3], [표 4], [표 5], [그림 6]과 같다.

이러한 측정점과 기준선은 3차원 인체 형상에서 자동 측정이 가능하

다. 직접 측정의 측정법을 그대로 따라서 3차원 가상 형상내의 모델에

측정점과 기준선을 그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점과

선을 추출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한현숙(2007)의 연구에

서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인체 치수 측정을 위한 총 24개의 정확한

측정점과 인체 사이즈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손

쉽게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11].

[그림 11] 자동측정 프로그램(AUTO BM) 실행 화면 (한현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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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측정 프로그램의 경우, 본 연

구에서 3차원 형상을 불러들이고 작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Rapidform2006 과 좌표점이 맞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직접 측정에 사용된 측정점

을 찍는 방식과 이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라,

Rapidform2006 프로그램 내에서 가상의 인체에 직접 점을 찍어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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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인체 측정치를 적용한 체형 분류

1. BMI

체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시각적인 분류법과 통계적인 분류법으

로 나누어진다. 그 중, 인체의 측정치를 적용하는 방법은 통계적인 분류

법을 통하여 체형을 분류할 수 있다. 통계적인 체형 분류법은 BMI 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BMI는 키를 기준으로 한 단위 체표면

적당 체중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이다[그림12]. 인간의 체표면을 키를

기준으로 2차원의 정사각형으로 단순화 하여 표현한 것으로, 키가 크면

체표면적도 비례한다는 원리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BMI는 표면적과 상

관관계가 높은 체중과 키에 의한 식으로 지수화되어 사용된다.

[그림 12] BMI의 이론적 원리와 계산식

다양한 체형에 따라 체표면의 평면화 알고리즘이 변화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면화 전개에 앞서 체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BMI를 선택하였다. 이는 시각적 분류방식으로 체형을 분류하

였을 경우보다 BMI지수에 의한 분류 방식이 인체 측정 항목을 더욱 세

세히 반영함을 증명한 백희영(2000)의 연구에서 BMI를 분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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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BMI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 활용되는 RI(몸무게(kg)/키3(cm3)×107)의

경우 백희영(2000)의 연구에서는 BMI와 매우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지

만, 체형 분류를 위한 다양한 지수들을 비교한 성민정(2001)의 연구에서

는 체지방율과 인체 측정치의 상관관계가 BMI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BMI를 체형 분류의 판정 지수로 최종 선택하였다.

2. BMI 분류 기준의 선정

비만지수의 기준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BMI는 인종에

따라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는 비만율이 유럽

이나 미국 등 서양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아시아에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WHO 보고서의 BMI

아시아인 분류 기준을 따라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의 4종류로

분류된 BMI 분류법을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그 분류 기준은 [표 7]과 같

다.

[표 7] WHO(2004)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to BMI

International

cut-off points

of adult

cut-off

points of

Asian adult

Underweig

ht

Severe thinness <16.00

<18.50Moderate

thinness

16.00-16.99

Mild thinness 17.00-18.49

Normal range 18.50-24.99 18.50-22.99

Over

weight

(pre-obese) 25.00-29.99 23.00-24.99

Obese

Obese Ⅰ 30.00-34.99

≥25.00Obese Ⅱ 35.00-39.99

Obese Ⅲ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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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체표면 평면 패턴의 검증

3차원 가상 인체의 표면에 메쉬를 설정하고, 각 메쉬 조각들을 평면화

한후 평면상에서 의복 패턴의 형태로 재조합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그 평면화 패턴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종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과

구획 및 전체 면적을 비교하였다. 완성된 평면화 패턴이 실제 3차원 가

상 인체의 사이즈뿐 아니라 면적의 요소에서도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

부를 판단함으로써, 평면 패턴의 정확도를 분석한 것이다.

구성선의 길이 와 면적의 비교를 분석한 체표면 평면화 선행 연구들

의 경우, 정연희(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상의 원형을 체표 평면 제도

한 결과가 면적의 경우 1.1981~2.0717%, 길이는 1~2%의 오차를 보였다.

서추연(2009)은 성인 남성의 토르소 원형을 체표 평면화 하여 면적의 오

차를 비교한 결과, 직선 구성 부위의 면적에서는 1%이내, 곡선 구성 부

위의 면적에서는 3%이내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Yang Yunchu(2007)은

여성의 상의 체표면 평면화 결과에서 면적의 오차가 0.0334~1.771%가량

측정되었다.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는 면적에서는 약 1~3%, 길이는 약

1~2% 가량의 오차율이 보임에 따라,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알고리즘

에 의한 오차율을 비교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이 면적과 길이를 기존의

방식들보다 더 잘 유지하는지 판단하였다.

단순히 체표면 평면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면화

기술을 의복 패턴을 만들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참

고하여 최종 의복 패턴을 완성한 연구들에서는, 체표 평면화를 활용한

최종 의복 패턴과 기존의 제도법들에 의해 만들어진 의복 패턴을 비교하

여 검증하였다. 이때 전문가 주관 평가를 통하여 체표 평면화를 활용한

의복 패턴의 시각적 우수성을 증명하거나, 더 나아가 의복과 인체 사이

의 공극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의복 패턴의 우수한

핏감과 타당성을 보였다. (최영림(2008), 김민경(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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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메쉬를 설정하지 않고 형상의 구성선의 길이와 구획 면적

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길 원형과 유사한 체표 평면화 패턴을 완성하

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체표 평면화 패턴을 길 원형에 가깝게 제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길 원형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인체의 근골격적 형태

특성을 패턴에 그대로 반영한 기존의 패턴 연구 방식을 따랐다. 길 원형

제도를 분석하여 설정된 필수 구성선과 면적의 구획방식은 3차원 형상의

기준이 되어, 3차원 가상 프로그램 내에서 그 길이와 구획 면적의 크기

를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구성선과 면적은 치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

서 체표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으로 변환되어 산출되는데, 이때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좌표점 산출 방법과 산출 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

련 산출 식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성선과 면적의 크기를 입

력하면 최종 평면화 좌표점이 출력되어 CAD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형상 실제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3차원 설계 프

로그램인 Rapidform 2006을 사용하였다. Rapidform 2006을 이용하여, 3

차원 가상 인체 형상은 그 형태를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체의 모

든 부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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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알고리즘 적용 대상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대상은 BMI정상체중의 20~60대 여성으

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BMI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체

표면 평면화 기준점 선정 방식에 대한 원리에 있다.

평면화 패턴의 제도 에 있어, 근골격에 의한 최대 돌출 부위 지점을

추출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다트 및 구성선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BMI정

상체중 범위안에 드는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근골격의 특성에 따라 체표

면의 돌출부가 결정되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BMI가 과체중 이상 범

위에 속한 체형의 경우는, 체지방의 분포가 증가하여 근골격에 의한 돌

출부 외의 특정 돌출지점이 생기게 된다. 이는 체지방의 과다한 특정 부

위 분포로 인한 것으로, 본 연구의 평면화 패턴 제도 원리와 기준이 부

합하지 못한다.

비록 과체중에 속한 체형일지라도, 몸 전체에 체지방량이 골고루 분포

되어 근골격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본 알고리즘이 적용가능하지만,

모든 과체중 체형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MI가 18.5~22.99에 속하는 정상체중 범위만을 선정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3차원 형상자료는 5차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실 데

이터가 많은 70대이상과 20대 이하의 형상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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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3차원 형상을 이용한 인체 치수 추출

길 원형의 제도에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길원형 기초선의 측정항목

은 [그림 7], [그림 8]에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점 항목은 [그림 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선행연구와 국제기준에서 특정한 명칭이 없

어 본 연구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표 6]의 명칭없는 9가지 항

목(N1, N2, N4, N5, N13, N14, N15, N16, N18)과 [그림 9]의 음영표시된

p1~p5 측정점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 길 원형 제도를 위해 추가한 측정항목의 요소와 측정점

의 위치는 [그림 13]과 [그림 14]에 다시 정리하였다.

[그림 13] 인체 실측을 적용한 길 원형 제도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길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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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인체 실측을 적용한 길 원형 제도를 위해 추가한 길이 항목의

기준이 되는 측정점

1. 추가 측정점 정의

길 원형의 분석을 통하여, 3차원 형상의 실측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잇

는 길 원형 제도에 필요한 측정점을 이용하여 구성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 3차원 형상의 표면에 측정

점들을 표시해야 하는데, 선행 연구나 국제 기준에서 정의된 항목이 아

니지만 길 원형 제도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정의한 점들을

3차원 인체 형상 위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추

가적으로 정의되는 점들은 [그림13]과 같이 추가된 구성선의 길이 항목

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그림 14]에서 추가된 첨은 앞면의 p1과 뒷면의 p2, p3, p4, p5, p6이

다. 그 중 앞면의 p1의 경우, 목옆점인 A1과 목앞점인 A2가 수평과 수

직 방향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p6의 경우 뒤암홀선과 p2의 수

평 연장선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p1의 경우는 ‘ 앞목점의 수평

선과 옆목점의 수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p6의 경우 ‘ 뒤암홀선과 p2

의 수평 연장선이 교차하는 지점’ 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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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서는 p2, p3, p4, p5 점들이 추가되었는데, 그 중 점 p2의 수평

선과 뒤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p3점을 제되한 나머지 점들은

인체의 굴곡을 최대한 3차원 형상 그대로의 치수로 표현하기 위한 방향

으로 측정된다. p2의 경우, 측면에서 어깨와 등이 이어지는 구간의 체표

각도가 가장 큰 견갑골 돌출점을 찾은 후, 뒷면에서 어깨뼈아래각점과

견갑골 돌출점의 이등분 지점에 위치한 점을 p2이라고 정의하였다[그림

15]. 견갑골 돌출점을 기준점으로 쓰지 않은 이유는, 뒷면의 어깨 부위에

는 두개의 돌출점 (어깨뼈아래각점, 견갑골 돌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괄할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다.

[그림 15] p2 의 위치 정의

p4의 경우, 견갑골돌출점과 p2, 어깨뼈아래각점을 이은 선분이 진동둘

레선과 만나는 지점으로 정의하였다[그림 16]. p4를 견갑골에서 돌출되어

지는 돌출면을 따라 선을 이음으로써, 등에서 가장 돌출되는 견갑골의

돌출면을 기준으로 면적이 구획이 될 뿐만 아니라, 진동둘레 아래의 면

적과 어깨부위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 p5는 진동

둘레 아래의 면적 중 허리둘레선에 위치하며 측면의 체표 각도가 가장

큰 부위를 찾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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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4와 p5의 위치 정의

이로써, 실측을 최대한 반영한 길 원형 제도를 위한 기준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점들 ([그림 9]) 모두 3차원 인체 표면에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된 5개의 측정점들에 대한 정의는 [표 8]에 보기 쉽게 정리

하였다.

[표 8] 추가된 측정점의 위치 정의

기호 위치

p1 목앞점의 수평선과 목옆점의 수직선이 교차하는 점

p2
견갑골돌출점과 어깨뼈아래각점을 지나는 선분의 이등분

점

p3 p2의 수평선과 뒤중심선이 교차하는 점

p4
견갑골돌출점과 어깨뼈아래각점을 지나는 직선과 뒤진동

둘레선이 교차하는 점

p5 뒤허리둘레선의 측면 체표각도가 가장 큰 지점

p6 뒤암홀선과 p2의 수평선이 교차하는 지점

2. 추가된 길이 항목의 정의

길 원형 구성선의 길이는 3차원 인체 형상에서 측정점들을 연결하여

측정하는데, [그림 7]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된 항목들에 대한

측정 방법의 정의가 필요하다. 추가된 항목들의 길이 측정 방법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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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설정된 [그림 9]의 측정점들에 의해 손쉽게 정의된다.

이때, 체표면에 선을 연결하여 직접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좌표점의

위치로부터 구해야 하는 길이는 N2와 N14이다. 이 두 항목은 형상의 앞

면과 뒷면에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뒤목점과 옆목점의 XZ평면 좌

표점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그림 17].

[그림 17] N2와 N14의 길이 산출 방법

[그림 13]에서 N2와 N14를 제외한 나머지 N1, N4, N5, N13, N15, N16,

N18 항목들을 측정하기 위한 위치는 앞에서 정의된 측정점들에 의해 체표면 형

상의 실제 길이 측정을 통해 구해지며, 그 측정 방식은 [표 9]와 같다.

[표 9] 추가된 길 원형의 길이 항목의 위치

추가된 측정 항목 위치

N1 p1-A2의 연결선 길이

N4 p1-A1의 연결선 길이

N5 a7-A2의 연결선 길이

N13 A1-A4의 수평 길이

N15 p3-A3의 연결선 길이

N16 p2-p3의 연결선 길이

N18 p4-A10의 연결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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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표면의 구획

길 원형 기초선에 필요한 구성선의 항목과 길이가 모두 선정되면, 인

체의 각 돌출점에 의해 형성되는 다트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다트의

위치는 체표면을 구획하는 기준이 되며, 설정된 구성선의 길이가 변화되

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근골

격 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인체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트와 면적 분할의 기준을 찾으려 하였다.

인체의 뒷면에는 가장 돌출되는 부위로 견갑골이 위치하여 인체의 움

직임에 따라 그 돌출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뒷면의 길

원형을 제도할 때는 견갑골의 위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길

원형 제도에서는 이러한 견갑골의 위치를 평균적으로 지정하여 패턴마다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데, 3차원 형상을 이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이즈 정보를 정확히 적용한 평면화가 필요하므로 견갑골 위치

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뒷면의 다트와 면적 분할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로 하였다.

견갑골은 뒷면을 기준으로 가장 돌출한 견갑골 돌출점과 견갑골 하단

의 어깨뼈아래각점, 어깨뼈와 이어지는 지점에 견봉관절면 돌출점의 세

돌출점을 가지게 된다[그림 18 (1)]. 하지만 견갑골 돌출점과 어깨뼈아래

각점 모두 다트를 형성하거나 작은 면적 분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들의 중간점을 지정하여 ‘p2’으로 정의하였다. 견봉관절면 돌출점은 어

깨점과 위치가 유사하여 어깨점으로 대신 지정하였으며, 견갑골돌출점과

어깨뼈아래각점을 잇는 선분이 진돌둘레선과 만나는 지점은 ‘p4’로 정의

하여 면적 분할의 기준점으로 삼았다[그림 18 (2)].

인체의 앞면에는 젖꼭지점을 제외하면 뒷면과 같은 특별한 돌출부위

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면에서는 면적 분학의 기준점을 젖꼭지점

으로 하되, 뒷면과 연결이 되도록 어깨점과 젖꼭지점을 연결하여 분할하

도록 하였다. 또한 허리둘레에 위치하는 a12 역시 특별히 굴곡을 보이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젖꼭지점과 같은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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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분할하였다. 인체의 앞뒤면 돌출점에 의해 최종 분할된 면적 구

획은 [그림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견갑골의 형태와 면적분할의 기준점 지정2)

2) 나가자스스무, (1999). 의복과 체형.(나미향, 김정숙). 예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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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체표면 구획 기준점과 최종 면적 분할

제 3 절 체표면 평면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1. 체표면 분석을 통한 평면화 패턴 제도법

본 연구에선는 3차원 형상에서 측정점을 통해 기준선의 길이와 기준

선에 의해 나뉜 분할 면적의 크기를 이용하여 평면화 패턴을 제도한다.

3차원을 통해 얻어지는 선의 요소는 [그림 7]과 [그림8]의 항목이며, 면

적의 요소는 [그림19]의 10분할 면적이다. 3차원 형상을 통해 얻어진 길

이요소 항목은 길 원형 제도를 위해 다시 꼭지점의 위치로 변경해야 한

다. 이때 길원형 패턴을 구성하는 각 점들의 위치는 길 원형 기초선을

제도하는데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구성선의 길이와 면적을 기

준으로 설정된다. 즉, 길원형 제도에 중요한 인체 구성선 길이를 유지하

며 각 구획된 체표면적 또한 유지되도록 평면화 패턴을 형성하는 꼭지점

들의 위치가 산출되는 것이다. 제도법을 통해 산출된 점들은 직선으로

각 요소들을 연결하여 길 원형과 유사한 평면화 패턴을 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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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 산출

3차원 형상을 통하여 측정된 구성선의 길이 중, 길원형 기초선을 이루

는 요소들은 특정한 좌표점 산출식 없이도 평면화 패턴 위의 좌표점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형상의 길이를 길 원형에 적용한 후, 패턴의 모든 좌표

점은 형상의 길이 성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0]은 형상

의 측정된 길이 성분이 길 원형의 좌표점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준

다.

길원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20] 과정 이후에 각 다트의 위치와

어깨선, 목과 암홀의 곡선을 추가적으로 그려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구성선은 3차원 형상으로부터 추출한 각 구획 면적을 이용하여 제도한

다. 즉, 산출된 구획 면적의 넓이를 통하여 각 구역 별 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점 좌표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때 형상으로부터 측정된 구성선

의 길이는 변형되지 않도록 추가 좌표점들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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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3차원 형상에서 측정된 구성선 길이의 좌표점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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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의 제도는 앞면보다 많은 구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길 원형

뒷면의 경우 작은 면적변화에 의해 어깨다트의 위치와 크기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일단 견갑골의 특성에 의해 구분되었던 면적 E부분의 점 40

위치를 먼저 결정하게 되는데, 면적 E를 만족하며 뒤 진동 둘레선상에

위치한 점으로 결정한다[그림 21 (a)]. 점 40은 진동둘레선 상에 존재하

며 허리다트의 시작점이다. 견갑골의 돌출정도에 따라 E의 면적이 달라

지게 되어 점 40의 x방향 좌표가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허리 다트의 위

치 또한 변형시킨다.

면적 F 구역에서는 점 26, 27, 28, 29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어깨길

이를 반영하는 점 35의 위치가 F면적의 크기에 의해 변경된다. 어깨길이

를 길 원형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점 27을 원점으로 반지름 27-35

인 원 둘레에 점 35가 위치하도록 정의하였다. 어깨 산의 각도와 견갑골

돌출점의 돌출정도에 따라 F면적은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점 35

의 위치로 반영되어진다. 점 35의 높이는 어깨 산의 높이가 낮을수록, 견

갑골이 덜 돌출될수록 작아지게 되어 두 변수를 모두 반영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깨길이를 유지해가며 면적 F를 만족하는 점 35를 찾은 후, 면적 G

를 만족하면서 뒤품선상에 존재하는 점 38을 산출한다[그림 21 (b)]. 길

원형의 뒤품길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38점의 x좌표는 뒤품선상에 의치

하기 때문에 y좌표가 면적 F에 의해 계산되며, 이는 면적 F와 G에 의해

전개된 체표면 패턴의 견갑골점 다트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점 37은 H면적을 만족하며 이차곡선과 만나는 뒤품선상의 좌표점을

계산한다[그림 21 (c)]. 면적 H도 G와 마찬가지로, 견갑골점 다트의 위치

를 결정하는 중요한 점이 되는데, 점 37은 면적 E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견갑골 돌출 정도의 요소를 반영한다. 견갑골의 돌출 정도가 전반적으로

균등하거나 적을 경우, 견갑골점 다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기 않지만

특정부위만 특수하게 돌출되는 형상에서는 다트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원리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적 I를 만족하는 점 39와 J를 만족하는 점 42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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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허리다트의 형태를 완성하였다[그림 21 (d)]. 이때, 뒷면의 제도에

있어 옆선의 길이(점 30-점 32의 y값 차이) 는 면적 I와 J를 만족하는

점 39와 42의 y좌표값을 반영하였다. 이것은, 형상의 뒤중심선의 일부를

반영하는 점30-32 길이와 형상의 옆선을 반영하는 점9‘-18’의 길이가 같

지 않기 때문에, 길 원형상의 옆선은 면적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림 21] 평면화 패턴의 뒤면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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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원형 앞면의 제도는 면적 A부분에서 시작한다. A면적에서 젖꼭지

사이길이와 앞중심길이, 어깨길이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A면적이 되

는 점 7의 좌표를 계산하게 되는데, 점 7은 어깨길이를 유지하는 범위안

에 존재하기 위하여 점6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6-7길이의 원 위를 지

나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점 7은 목옆점을 중심으로 어깨선이 반지름

이 되는 원의 형태를 그리며 제도하므로 주로 어깨산의 높이에 따라 A

의 면적이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7점의 위치가 변화되었다[그림 22 (a)].

7점의 위치가 결정되면 A면적의 왼쪽에 위치하는 B면적의 제도를 할

수 있는데, 선분5-14의 길이(바깥쪽 가슴둘레)가 유지되면서 B면적의 크

기를 만족하는 점 14의 좌표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이때는 젖꼭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5-14인 원을 지나는 점 14를 찾게 되며 암홀선은 점

9를 꼭지점으로 가지며 점12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 표현하였다. 점 12

점은 앞품의 길이를 유지하기위한 기준점으로, 앞품선상에 존재하며 선

분 5-7과 앞품선이 만나는 지점과 점11을 이등분하는 위치로 선정하였

는데, 이는 이형숙식 길 원형을 제도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림 22 (b)].

면적 C와 D구역은 허리둘레길이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므로 같은 구

속조건을 가지게 된다. 앞허리둘레를 유지하는 점 21,22,23,24를 설정하

되, 점 22는 앞중심선상에 존재하며 점21은 면적 C를 만족하도록 다트를

형성한다. 이때 점22는 d1의 길이만큼 y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는 가슴다트의 길이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야 길원형의 옆길이가 유

지된다. 다트의 크기가 d1만큼 내려오는 점 25점을 생성하면 면적 D를

만족하는 점 23과 24의 위치도 결정된다[그림 22 (c)]. 점 21, 22, 23, 24

의 높이는 점 24에 의해 결정되는데, 점 24- 25사이 거리가 옆선의 길이

와 같도록 옆선상의 25점을 결정한다. 이때 옆선의 길이는 3차원 형상으

로부터 추출한 길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뒷면의 제도에 의해 결정

된 옆선 길이를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각 면적에 대한 좌표점들을 계산할 때는, 복잡한 수식을 피하기 위하

여 각 면적에 대한 국부좌표계를 사용하였다. 국부좌표계는 전체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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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별도로 취하는 좌표계로, 계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

로 원점을 변형하여 좌표점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국부 좌표는 좌

표점의 계산결과가 산출되면 다시 전체좌표계의 위치로 변경하였다.

[그림 22] 평면화 패턴의 앞면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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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형상의 체표면 평면화 프로그램

3차원 형상에서 측정된 길이 19항목과 면적 10항목을 이용하여 길 원

형의 제도시 필요한 좌표점을 산출하는 본 연구의 방식은, 그 제도의 과

정에서 수학적 계산이 많이 요구된다. 주로 다차원 연립방정식을 계산하

여 풀이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MATLAB

R13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MATLAB R2013a는 다양한 연립 방정식

의 풀이에 적절할 뿐 아니라, C나 C++을 이용한 정식 프로그램으로 개

발하게 될 경우, 데이터의 분석 및 연산에 효율적이고 호완이 용이하다.

MATLAB R2013a에 연립방정식을 풀이하고 좌표점을 산출하는 m파

일을 작성하여, 3차원 형상에 대한 길이 및 면적 항목을 입력하고 프로

그램을 실행하면 그에 해당하는 길 원형의 평면화 좌표점이 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생성된 평면화 패턴의 모양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산출된 좌표점들을 연결하여 그 형태를 간략하게 보이는 그래프를 그리

게 하는 추가 작업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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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체표면 평면화 패턴의 알고리즘 검증

1. 3차원 형상과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 길이 및 면적 비교

산출된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들은 CAD프로그램에 그 점들을 찍고 연

결하여 2차원의 평면화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만들어진 평면화 패

턴은 길 원형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 구성선의 길이와 구획

면적을 비교해봄으로써 검증이 가능하다. 길이와 구획면적의 오차율은

아래 식(1)과 식(2)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구성선의길이오차율차원측정길이
차원측정길이평면화패턴의길이

×

---------------------------------------------------식 (1)

구획면적의오차율차원측정면적넓이
차원측정면적넓이평면화패턴의넓이

×

----------------------------------------------------식 (2)

본 연구에서는 길이의 단위를 [cm], 면적의 단위는 [cm2]을 사용하였

으며, 길이는 3차원 형상으로부터 추출한 값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

올림하여 활용하였고 면적은 3차원 형상의 측정값의 소수점 다섯자리까

지를 반올림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추출되는 좌표점의 값은 그 계산값의

정도에 따라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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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화 패턴을 이용한 제작 패턴의 착의 평가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최종 평면화 패턴이 개인의 특정 사이즈를 잘

반영하여 길 원형을 형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CAD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평면화 패턴에 일정 여유량을 준 연구 패턴을 제작하였다.

평면화 패턴은 인체의 체표면의 형태와 면적을 오차없이 그대로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실험복을 만들 경우 피험자에게 입힐

수 없는 매우 타이트한 길 원형을 제작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길 원형의 기본으로 삼았던 제도법A식과 최종 평면화 패턴에 같은 여유

량을 주어 비교하였다.

여유량이 추가된 연구 패턴은 제도법A식으로 제작한 길 원형의 비교

패턴과 비교하여 부위별 맞음새 평가를 실시하였다. 맞음새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위별 맞음새와 미적 측면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총 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한 관능 평가는 위치와 여유량, 군

주름과 당김, 부위별 외관과 전체 외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부록

1>에 첨부하였다. 그 결과는 대응표본 t-test에 의해 연구 패턴과 비교

패턴의 적합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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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평면화 패턴의 제도

1. 3차원 형상의 기준선 길이와 구획 면적 측정

Rapidform 2006 프로그램에 불러들인 3차원 형상에 구성선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점들을 먼저 설정하였다[그림 23]. 3차원 상의 형상에

찍는 점의 수는 길 원형에 필요한 점들 이외에도 길이를 추출하기 위해

찍는 보조점들이 있다. 따라서 측정점의 명칭이 정의된 점은 그 점의 이

름를 그대로, KS 및 ISO에서 따로 정의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점은 기호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 위에 각각의 측정 방법에 따라 생성하

였다. 본 연구를 위해 3차원 형상 위에 설정해야 하는 최종 측정점과 점

의 설정방법을 최종적으로 [표 10]과 [표 11]에 정리하였다.

[그림 23] 3차원 형상 위에 설정한 점의 위치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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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측정법

KSA

ISO

8559

목옆점 (A1) 등세모근의 위가장자리 모둘레선과 만나는점

목앞점 (A2)
좌우 빗장뼈 위가장자리를 연결한 선과 정중선

상에서 만나는 점

목뒤점 (A3) 일곱째 목뼈의 가시돌기점

어깨끝점 (A4)
좌우 빗장뼈 위가장자리를 연결한 선과 정중선

상에서 만나는 점

겨드랑점 (A5)
겨드랑및 접힘선의 가장 아래점으로 몸통 앞쪽

에 표시한 점

겨드랑 앞점

(A6)
겨드랑점을 몸통 앞쪽에 표시한 점

젖꼭지점 (A7) 젖꼭지의 가운데 점

앞품점 (A8)
어깨끝에서 앞의 겨드랑 둘레선을 따라 겨드랑

앞점까지의 길이를 2등분하는 점

뒤품점 (A9)
어깨끝점에서 뒤의 겨드랑둘레선을 따라 겨들

아뒤점까지의 길이를 2등분하는 점

겨드랑 뒤점

(A10)
겨드랑점을 몸통 뒤쪽에 표시한 점

어깨뼈아래각점

(A11)
어깨뼈 아래각의 가장 아래점

허리앞점 (A12) 허리둘레선이 앞정중선과 만나는 점

허리옆점 (A13)

옆면에서 보아 엉덩이 두께를 이등분하는 수직

선이 허리둘레선과 만나는 점, 허리앞점, 허리

뒤점, 허리옆점은 같은 수평둘레선상의 점들

허리뒤점 (A14) 허리둘레선이 뒤정중선과 만나는 점

추가된

점*

a8
앞중심선과 겨드랑앞점의 수평선(가슴둘레선)을

교차하는 점

a7
앞중심선과 젖꼭지점의 수평선(가슴둘레선)을

교차하는 점

b7 옆선과 젖꼭지점의 수평선을 교차하는 점

a12
앞허리둘레선과 젖곡지점 수직선을 교차하는

점

a9 뒤중심선과 뒤품점의 수평선을 교차하는 점

c7 뒤중심선과 가슴둘레선을 교차하는 점

p1
목앞점의 수평선과 목옆점의 수직선이

교차하는 점

[표 10] 평면화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의 측정점 항목과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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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견갑골돌출점과 어깨뼈아래각점을 지나는 선분

의 이등분점

p3 p2의 수평선과 뒤중심선이 교차하는 점

p4
견갑골돌출점과 어깨뼈아래각점을 지나는 직선

과 뒤진동둘레선이 교차하는 점

p5 뒤허리둘레선의 측면 체표각도가 가장 큰 지점

p6 뒤암홀선과 p2의 수평선이 교차하는 지점

*추가된점: 본 연구의 목적에 필요하여 새롭게 정의함.

형상 위에 설정한 각 측정점들을 연결하면 길 원형에 필요한 구성선

의 길이 뿐 아니라, 구획한 면적의 넓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표 10]

을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길이이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길 원형제도

에 활용되는 측정 항목은 [표 6]의 20가지이며, 20가지 항목들을 보다 간

편한 계산식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 19가지 항목으로 재

정리하였다. 최종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쓰이는 구성선의 측정항목은

[그림 24]와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기준점과 기준선에 의해 구획된 면적의 요소 역시 측정 구

성선을 형상 위에 그려줌으로써 넓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최종 구획된

면적의 종류와 설정 방법도 [그림 24]와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다.

Rapidform 200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형상위에 기준선을 설정하고, 각

면적을 둘러싸는 선들을 loop화하여 구획하면, 각 선의 길이와 면적의

넓이는 프로그램 내의 'information' 항목에서 손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25]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체표면을 길 원형의 각 구성선의 길이와 면적을

유지하며 길 원형과 유사한 2차원 평면으로 제도하기 때문에, 따로 3차

원 형상에 메쉬를 형성하지 않고, 각 구성선의 길이와 면적만을 이용한

다. 따라서 Rapidform 2006을 통하여 최종 19 선분의 길이[그림 25 (a)]

와 10면적의 넓이[그림 25 (b)]를 측정하면 이를 평면화 제도식에 활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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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3차원 형상 위에 설정한 선의 위치와 면의 구획

[그림 25] 기준선의 길이와 구획 면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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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평면화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의 구성선 설정 방법

명칭 설정 방법 기호 기존항목

길이 1 목옆점(A1)과 p1 연결  N4

길이 2 목앞점(A2)과 p1 연결  N1

길이 3 목앞점(A2)과 겨드랑앞점(A6) 연결  N9-N4

길이 4 겨드랑앞점(A6)과 a7 연결  N4+N5-N9

길이 5 겨드랑점(A5)과 허리옆점(A13) 연결  N4+N8-N9

길이 6 목옆점(A1)과 어깨끝점(A4) 연결  N3

길이 7 앞품점(A8)과 a8 연결  N6

길이 8 겨드랑점(A5)과 겨드랑앞점(A6)연결  N11

길이 9 젖꼭지점(A7)과 a7 연결  N7

길이 10 젖꼭지점(A7)과 b7 연결  N11-N7

길이 11 허리앞점(A12)과 허리옆점(A13) 연결  N10

길이 12
목뒤점(A3)과 목옆점(A1)의 x좌표점 사

이 거리
 N2

길이 13
목뒤점(A3)과 목옆점(A1)의 z좌표점 사

이 거리
 N14

길이 14 목뒤점(A3)과 p3 연결  N15

길이 15 p2과 p3 연결  N18

길이 16 뒤품점(A9)과 a9 연결  N17

길이 17 p3과 겨드랑뒤점(A10) 연결 
N19-N15-N4

-N8+N9

길이 18 겨드랑점(A5)과 겨드랑뒤점(A10) 연결  N12

길이 19 허리옆점(A13)과 허리뒤점(A14) 연결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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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평면화를 위해 필요한 3차원 형상의 구획 면적 설정 방법

명칭 설정 방법 비고

면적 A
목앞점(A2), 목옆점(A1), 어깨끝점(A4), 젖꼭지

점(A7), a7 연결

앞면면적 B
어깨끝점(A4), 겨드랑점(A5), b7, 젖꼭지점(A7)

연결

면적 C a7, 젖꼭지점(A7), 허리앞점(A12), a12 연결

면적 D 젖꼭지점(A7), a12, 허리옆점(A13), b7 연결

면적 E p2, p3, 겨드랑뒤점(A10), p4 연결

뒤면

면적 F
목뒤점(A3), 목옆점(A1), 어깨끝점(A4), p2 연

결

면적 G 어깨끝점(A4), p2, p6 연결

면적 H p2, p6, 겨드랑점(A5), p4 연결

면적 I 허리뒤점(A14), 겨드랑뒤점(A10), p4, p5 연결

면적 J 겨드랑점(A5), 허리옆점(A13), p5, p4 연결

2.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

Rapidform 2006 프로그램으로부터 측정한 구성선과 구획 면적 넓이의

정보는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을 계산하기 위한 제도식의 기초 값으로 사

용된다. 좌표점을 계산하는 제도식은, 평면화 원형의 제도법 원리에 의해

다항식의 연립방정식을 풀어 완성하였다. 이때 연립방정식은 MATLAB

R2013a 프로그램 내에 solve함수를 사용하여 미지수를 함유한 연립방정

식의 정보를 입력하면 함수에 의해 미지수 값이 출력되도록 설정함에 따

라, 단순히 구성선 19항목과 넓이 10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좌표점이

계산되도록 구성하였다.

최종 평면화 패턴은 곡선 부분을 제외하고 앞면 12점과 뒷면 12점들

을 연결하여 제도가 가능하며, 이 최종 24점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인체

필수 구성선의 정보를 담은 길 원형 기초선의 좌표점을 먼저 산출해야

한다[그림 26] . 그 중 앞면 7점, 뒤면 7점은 면적의 변화에 따라 그 위

치가 달라지는 특정 점들을 계산해 내기 위해 필요한 점들로써, 이 점들

을 ‘기본 좌표점’이라고 정의하고 점의 위치와 좌표값은 [그림 2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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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각 구획면적에 따라 변화하는 점들의 좌표는 [그림 27]의 기본 좌표점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도식에 의해 계산되는 점은 앞면 7점과

뒷면 8점이며 이 좌표점들은 필수 구성선들의 길이가 유지되는 범위 내

에서, 각 구획면적을 만족하는 좌표점의 계산식을 통하여 산출된다.

면적 E에서는 점28, 29, 30이 고정되어 있고, 면적 E의 크기에 따라

점 40의 위치가 결정된다[그림 21(a)]. 점 40의 위치는 진동둘레선상에

존재하므로 점 40의 y좌표는 일정하지만 x좌표는 E면적에 따라 변화한

다. 이러한 점 40의 좌표값은 x의 좌표값인 식 (3)와 y의 좌표값인 식

(4)를 통하여 구해진다.

 


 -------------------------------- 식 (3)

  -------------------------------- 식 (4)

[그림 26] 길 원형 기초선의 좌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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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길 원형 제도식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 좌표점

면적 F 구역에서는 점 26, 27, 28, 29 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어깨

길이를 반영하는 점 35의 위치가 F면적의 크기에 의해 변경된다[그림

21(b)]. 어깨길이를 유지하기 위한 원둘레에 관한 점 35의 계산은 식 (5)

을 통하여, 면적 F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점 35의 계산은 식 (6)을 통

해 구할수 있으며 최종 결정 좌표값은 두 식 (5), (6)을 연립하여 계산하

였다. 식 (5)과 (6)에 의해 계산된 x, y값은 점 27을 원점으로 변경한 국

부 좌표 내의 값이므로, 점 26을 원점으로 하는 원래의 전체 좌표값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식 (7)을 추가적으로 계산한다. 면적 F의 뒤목둘레선의

경우, 점 26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점 27을 지나는 2차 곡선의 식으로 정

의하였다. 식 (8) 곡선식을 통하여, 곡선 내 분할 점의 개수에 따라 x, y

좌표값을 다수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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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

  ----------------------------------식 (6)

      -------------------------식 (7)

뒤목둘레선 




뒤목둘레선  ≤뒤목둘레선≤ 식 (8)

멱적 G에서는 고정된 점 28과 면적 F에 의해 계산된 점 35로부터 G

넓이를 유지하는 점 38을 구한다[그림 21(c)]. 점 38의 경우, x좌표가 뒤

품선상에 존재하므로 x좌표값은 점34의 x값과 동일하다. 따라서 면적 F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값은 점 38의 y좌표값이며, 이 y값은 점의 위

치에 따라 면적이 계산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그림 28] 식 (9)과 식

(10)중 조건에 맞는 식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그림 28] 점 38의 위치에 따른 G의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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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38이 진동둘레선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그림 28(a)]는 식 (9)을 통

하여, 진동둘레선 위에 위치하는 경우[그림 28(b)]는 식 (10)를 통하여

계산된다.




 ≥  이면
 

 




-------------------------------------------------식 (9)




   이면

 



-------------------------------------------------식 (10)

면적 H에서는 고정된 점 28, 점9와 면적 E로부터 산출된 점 40과 H

면적의 크기에 의하여 점 37이 계산되고, 이에 따라 뒤암홀 곡선식 또한

결정된다[그림 21 (d)]. 점 37점의 x좌표는 점 38과 마찬가지로 뒤품선상

에 위치하여 그 값이 점 38, 34와 동일하다. 따라서 H면적의 크기에 의

해 점37 y좌표값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계산식은 식 (11)와 같다. 또한

점 9‘을 원점으로 하고 점 37을 지나는 2차 곡선의 식은 식 (12) 이며,

이 또한 곡선내 분할 수에 따라 여러 좌표점을 산출할 수 있다.

     



 








-------------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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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암홀선 


뒤암홀선

 ≤뒤암홀선≤ -----------------식 (12)

면적 I와 J에서는, 고정점 9’,30, 40과 I, J의 크기에 따라 점 39와 42가

변경되며, 점 32, 18‘의 y좌표값은 뒤허리둘레와 I, J의 크기에 따라 결

정된다(식 (13),(14),(15)) [그림 21 (e)]. 식(16)에 의해 계산된 값은 앞면

에서 역시 옆선 길이(l5)에 반영하여 제도하였다(식 (16)).

  ′   ----------------------------------식 (13)

 


  


---------------식 (14)

   ′ 





----------식 (15)

    ′ ---------------------------식 (16)

면적 A에서는 점 2, 4, 5, 6 의 좌표가 고정되어 있고, A 면적의크기

에 따라 점 7의 위치가 변경된다[그림 22 (a)]. 점7을 구하기 위한 연립

방정식은 식(17)와 식(18)이다. 식(18)는 면적이 A가 되도록 하는 점7의

x와 y좌표를 찾기 위한 식이며, 식(18)는 어깨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7을 찾기 위한 식이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7점에서의 좌표

점을 구할 수 있다. 보다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 점 6을 원점으로 설정한

국부좌표는 식(17)과 (18)의 계산 후 다시 점 1을 원점으로 하는 전체좌

표로 이동해야 하였다(식 (19)). 앞목둘레 곡선은 점 2를 꼭지점으로 점

6을 지나는 2차곡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곡선식은 식(20)과 같

다. 식 (20)을 이용하여, 곡선 내 분할 점의 개수에 따라 x, y 좌표값을

다수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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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17)




  
    --------------------------------- 식 (18)

     --------------------------------- 식 (19)

앞목둘레선 




앞목둘레선  ≤앞목둘레선≤  ----식 (20)

면적 B에서는 면적 A에 의해 계산된 점7과 고정점인 점5, 9와 B넓이

를 유지하는 점 14를 계산한다[그림 22(b)],(식 (21)). 이때 가슴둘레의

측정 길이가 변형되지 않도록, 점 14는 점 5를 중점으로 하는 반지름

5-14의 원 둘레 상에 위치하도록 제약을 두었다(식 (22)). 식 (21)와 (22)

을 연립하여 방정식을 풀면 점 14에 해당하는 좌표점을 산출할 수 있다.



 

 






 


 


 








--------------------------------------------------식 (21)

   -------------------------------------식 (22)

또한 면적 B구역에 존재하는 앞 암홀선의 경우, 점 7에서 12점까지는

직선으로 연결하였고 점 12에서 점 9까지는 점9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

곡선식으로 나타내었다(식 (23)). 점 12는 이형숙식 제도법에서 사용한

방식을 적용하여 선분 5-7과 선분 8-11이 만나는 점과 점 11의 이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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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앞품선상에 존재한다. 점 12에 대한 산출식은

식 (24), (25)과 같다.

앞암홀선 


앞암홀선 

 ≤앞목둘레선≤ ----------------식 (23)

  ------------------------------------식 (24)

 


 


-------------------식 (25)

면적 C와 D 구역에서는 C와 D의 넓이에 따라 앞중중심선에 추가되

는 길이와 가슴다트 길이인 d1이 결정되므로 총 5개의 미지수를 5개의

연립방정식을 통해 계산하였다[그림 22(c)]. 점 25는 점 14와 가슴 다트

의 길이가 같아야 하므로 점 5를 중심으로 반지금이 5-14인 원의 둘레

선상에 존재해야 하며(식 (26)), 점 22는 앞중심선상에, 점 24는 옆선상

에 위치한다. 점 21은 C의 넓이를 만족하기 위해(식(27)), 점 23은 D의

넓이를 만족하기 위해 변경된다(식(29)). 점 21과 23은 앞허리둘레를 유

지하는 구속조건(식(30))과 점25와 점24 사이 길이는 선분9-14의 길이와

더해졌을 때 옆선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는 구속조건도 갖게 된다(식

(28)). 이에 대한 연립방정식은 식 (26)~(3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연립하고 식(31)과 함께 적용하면, 점 21, 22, 23, 24, 25 의 좌표점을 구

할수 있다. 식(26)~(30)에서 구해진 좌표값은 점 5를 원점으로 한 국부좌

표계에서 성립되는 값이므로, 이를 점 1을 원점으로 하는 전체좌표값으

로 변경하기 위해 식 (32)을 이용하였다.



- 59 -

 


     
 -----------------------------식 (26)

 -----------------------------------식 (27)

 





(  )-----------식 (28)





 







 


 


          

----------------------------------------------------식 (29)

   ----------------------------------식 (30)

            -----------------식 (31)

       

      ------------------------식 (32)

제도식들을 이용하여 구해진 좌표점들은 [그림 27]의 기본 좌표점에

추가하여 평면화 패턴의 최종 좌표점으로 완성된다. [그림 29]은 2차원

길 원형의 체표 평면화 패턴을 그리기 위한 최종 좌표점들의 위치를 간

략하게 보여준다. 각 최종 좌표점들의 좌표값은 [표 13]에 다시 한번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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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체표 평면화 패턴의 최종 좌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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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체표 평면화 패턴의 최종 좌표점들의 좌표값 산출식

구분 항목 x좌표값 y좌표값

앞면

앞목둘레선 식(23)

앞암홀선 식(23)

점 2   

점 5        

점 6   

점 7 식(17), (18), (19) 연립하여 산출

점 9          
점 12 식(24), (25) 연립하여 산출

점 14 식(21), (22) 연립하여 산출

점 21

식 (26), (27), (28), (29), (30), (31) ,

(32)연립하여 산출

점 22

점 23

점 24

점 25

뒤면

뒤목둘레선 식(8)

뒤암홀선 식(12)

점 26  

점 27  

점 28   
점 32 식 (13), (14), (15), (16) 연립하여 산출

점 35 식 (5), (6), (7) 연립하여 산출

점 37 식 (11) 계산을 통해 산출

점 38 식(9), (10) 연립하여 산출

점 39 식 (13), (14), (15), (16) 연립하여 산출

점 40 식(3), (4) 연립하여 산출

점 42 식 (13), (14), (15), (16) 연립하여 산출

점 9‘     
점 18‘ 식 (13), (14), (15), (16) 연립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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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3차원 형상의 체표면 평면화 프로그램

3차원 형상의 구성선의 길이와 면적의 넓이를 통하여 체표 평면화 패

턴의 좌표점을 계산해내는 제도식들은 다소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종 제도식을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 있도록 MATLAB R2013a을 이용하여 좌표값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MATLAB R2013a 의 환경하에서 특정 프로그래밍

이 저장된 본 연구의 m파일을 실행하여면 좌표값이 출력되도록 설정하

였다.

[그림 30]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표값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Rapidform 2006을 이용하여 평면화에 필요한 구성선과 면적의

길이를 측정하여 항목을 산출한 후[그림 30(a)], 각 항목의 순서대로 미

리 지정해둔 텍스트 파일에 저장한다[그림 30(b)]. 개발한 매트랩의 m파

일을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각 산출식을 계산하여 [그림

30(c)] 최종 앞뒤면의 좌표값과 그 좌표값을 연결한 간단한 앞뒤 패턴의

형상을 산출한다[그림 30(d)].

이때 좌표값과 함께 그려지는 패턴 형상의 그래프의 경우, 단순히 그

패턴의 형상을 보여주는 데에만 그치므로, 같이 출력되는 평면 패턴의

좌표점들을 CAD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정확한 치수를 반영하는 패턴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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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MATLAB R2013a를 이용한 좌표값 산출 프로그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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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평면화 패턴 제도 알고리즘

3차원 형상의 체표면을 2차원 평면화 패턴에 제도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의 알고리즘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의 평면화 기술은 BMI가 정상

범위에 속하는 여성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평면화하고자 하는 형상

의 BMI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첫 단계이다. 만약 BMI가 이 범위안

에 들지 못한다면, 본 평면화 기술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BMI가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면, 3차원 가상 프로그램인 Rapidform

2006내에서 평면화에 필요한 각 측정점들을 3차원 형상위에 입력하고,

측정점들을 연결하여 구성선과 면적 분할 기준선을 설정한다. 설정된 구

성선과 구획 면적은 Rapidform 2006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산출이 되

므로, 이렇게 산출된 측정값들은 평면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된

다.

구성선의 길이와 면적의 넓이는 제도식을 거쳐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

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MATLAB R2013a 프로그램에 좌표점을 산출하

는 m파일을 작성하여, 좌표점 계산을 돕도록 하였다.

최총 출력되는 좌표점은 여러 CAD프로그램에 그 좌표값을 입력하여

점들을 직선 연결하는 방식으로 2차원 평면화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의 제도식에는 단순히 곡선식으로 표현된 앞뒷면의 총 4

가지 곡선에 대해서도 그 곡선을 지나는 점들을 다수 산출하여 곡선 내

점들을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길 원형에 기초한 체표면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을 형성하는 본 연구

의 알고리즘은 [그림 31]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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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체표면 평면화 패턴의 좌표점 산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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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평면화 알고리즘 검증

1. 3차원 형상과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 길이 및 면적 비교

1-1. 알고리즘의 적용

본 연구의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범위는 BMI 18.5이상, 23미만으로, 5

차 사이즈코리아 형상 데이터 중, 이 범위 안에 드는 형상 모델 3가지를

추출하여 본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다. 적용한 모델들은 정

상 체중 범위 안에서 비교적 다양한 BMI를 갖고, 키와 연령이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선정하였다. 본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적용한 모델에 대한

정보는 [표 14]와 같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거쳐, 프로그램의 출력값으로 산출된 각 모델 1,2,3

에 대한 평면화 패턴의 좌표값과 평면화 그래프는 각 모델별로 [표 15],

[표 16], [표 1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표에서 명시한 점의 항목은

[그림 29]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는 각 출력 좌표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형태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MATLAB R2013a 의 본 알

고리즘 파일을 실행하면 바로 출력되는 형태로, 단순히 그 패턴의 양상

을 보여주는데에만 그치므로 정확한 단위 사이즈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표면 패턴의 정확한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 CAD 프로

그램에 좌표점의 값들을 입력하고 선을 그려 넣어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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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알고리즘을 적용한 3가지 형상 모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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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적용 모델 1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값

구분 항목 x좌표값 y좌표값

앞면

점 2 0 -7.53
점 5 -6.82 -23.33
점 6 -5.81 0
점 7 -16.8773 -6.50999
점 9 -17.13 -18.99
점 12 -13.79 -11.2677
점 14 -16.9161 -21.2409
점 21 -4.1 -39.5
점 22 0 -39.5
점 23 -7.5 -39.5
점 24 -16.5 -39
점 25 -17 -24.4

뒤면

점 26 0 0
점 27 6.08 2.78
점 28 7.51 -8.398
점 32 0 -34.3949
점 35 18.67427 0.28
점 37 14.98 -10.7514
점 38 14.98 -8.29361
점 39 4.046232 -34.3949
점 40 9.196232 -34.3949
점 42 6.621232 -16.128
점 9‘ 18.85 -16.128
점 18‘ 18.85 -34.3949

[그림 32] 적용 모델 1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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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적용 모델 2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값

구분 항목 x좌표값 y좌표값

앞면

점 2 0 -5.04
점 5 -6.92 -23.25
점 6 -6.19 0
점 7 -20.0445 -5.06112
점 9 -22.86 -15.87
점 12 -16.34 -9.84505
점 14 -22.8542 -22.8184
점 21 -3.9 -39.5
점 22 0 -39.5
점 23 -9.5 -39.5
점 24 -23 -39
점 25 -22.5 -25.4

뒤면

점 26 0 0
점 27 5 4.6
점 28 9.5 -10.42
점 32 0 -34.95
점 35 19.53659 2.1
점 37 17.45 -11.5595
점 38 17.45 -6.48569
점 39 5.622904 -34.95
점 40 9.122904 -34.95
점 42 7.372904 -16.576
점 9‘ 22.1 -16.576
점 18‘ 22.1 -34.95

[그림 33] 적용 모델 2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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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적용 모델 3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값

구분 항목 x좌표값 y좌표값

앞면

점 2 0 -7.41
점 5 -8.58 -23.795
점 6 -6.54 0
점 7 -19.7128 -5.692
점 9 -22.57 -19.865
점 12 -15.95 -11.8214
점 14 -22.1503 -20.3942
점 21 -3.9 -39.5
점 22 0 -39.5
점 23 -9.5 -39.5
점 24 -22.2 -39
점 25 -22.5 -22.4

뒤면

점 26 0 0
점 27 6.04 3.88
점 28 8.38 -9.53
점 32 0 -37.0661
점 35 20.20448 1.58
점 37 17.99 -11.4652
점 38 17.99 -5.37706
점 39 3.057731 -37.0661
점 40 9.967731 -37.0661
점 42 6.512731 -17.87
점 9‘ 23.14 -17.87
점 18‘ 23.14 -37.0661

[그림 34] 적용 모델 3 의 측정값과 평면화 패턴의 출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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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성선 길이와 면적 비교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최종 평면화 패턴의 좌표값들은

실제 의복 패턴을 제도하는 CAD 프로그램에 그 좌표값을 입력하여 체

표평면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체표 평면은 실제 사이즈를 적용하

여 완성되는 구성선의 조합이므로, CAD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 평면화

패턴은 3차원 형상의 측정치과 비교해 봄으로써 출력 패턴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 좌표값들을 AutoCAD 2006에 적용

하여 실제 평면화 패턴의 길이와 면적을 비교하였다.

[표 18],[표 19],[표 20]에서는 각 모델 별로 길 원형에서 반드시 유지

되도록 제도한 각 구성선의 길이와 정확한 평면화의 척도가 되는 구획

면적 넓이를 비교하여 그 오차를 분석하였다. 각 표에서 명시한 길이 및

면적의 항목은 [그림 2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성선 길이와 구획

면적의 오차율은 앞서 소개된 식(1)과 식(2)를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제

도식에서는 식으로만 표현된 곡선들은 각각 10분할하여 구성점을 설정하

고 제도하였다[그림 35].

[그림 35] 곡선의 좌표점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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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적용 모델 1 의 구성선과 면적 오차율

구분 항목

3차원 형상

측정값

[cm]

평면화 패턴

측정값

[cm2]

오차율

[%]

길이

항목

앞면

길이 1 7.41204 7.41 0.027522787
길이 2 6.54312 6.54 0.047683674
길이 3 12.45506 12.455 0.000481732
길이 4 3.930012 3.93 0.000305343
길이 5 19.48821 19.49 0.009185041
길이 6 14.3501 14.35 0.000696859
길이 7 15.94625 15.95 0.023516501
길이 8 21.907214 21.91 0.012717272
길이 9 8.5772 8.58 0.032644686
길이 10 13.98865 13.99 0.009650681
길이 11 18.82777 18.83 0.011844207

뒤면

길이 12 6.04021 6.04 0.0034767
길이 13 3.88164 3.88 0.042250183
길이 14 9.528887 9.53 0.011680273
길이 15 8.38453 8.38 0.054028073
길이 16 17.992001 17.99 0.011121609
길이 17 8.344432 8.34 0.053113262
길이 18 23.140125 23.14 0.000540187
길이 19 16.23332 16.23 0.020451762

평균 0.019626886

면적

항목

앞면

A 298.5006 301.012423 0.841490185
B 63.33486 62.34 1.570793715
C 144.5895 144.531414 0.040193782
D 169.2506 169.259154 0.005059953

뒤면

E 62.10269 62.11447 0.018968583
F 178.7211 180.21812 0.837640417
G 23.45376 23.44246 0.048179908
H 89.62989 88.5124 1.246782742
I 125.7847 125.7051 0.063250956
J 252.0902 252.00412 0.03416237

평균 0.47065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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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적용 모델 2 의 구성선과 면적 오차율

구분 항목

3차원 형상

측정값

[cm]

평면화 패턴

측정값

[cm2]

오차율

[%]

길이

항목

앞면

길이 1 5.04421 5.04 0.083462029
길이 2 6.1886134 6.19 0.022405665
길이 3 10.826216 10.83 0.034952194
길이 4 7.378842 7.38 0.015693519
길이 5 20.976321 20.98 0.017538824
길이 6 14.746521 14.75 0.023592005
길이 7 16.34017 16.34 0.001040381
길이 8 22.53998 22.54 8.87312E-05
길이 9 6.915432 6.92 0.066055165
길이 10 15.93801 15.94 0.012485875
길이 11 15.94342 15.97 0.166714544

뒤면

길이 12 5.0033 5 0.065956469
길이 13 4.6002 4.6 0.004347637
길이 14 10.419124 10.42 0.008407617
길이 15 9.480001 9.5 0.210959893
길이 16 17.44621 17.45 0.021723916
길이 17 6.156465 6.16 0.057419314
길이 18 22.10045 22.1 0.002036158
길이 19 18.60124 18.6 0.006666222

평균 0.043239271

면적

항목

앞면

A 290.81679 293.12446 0.793513332
B 118.59072 120.148736 1.313775648
C 100.10801 100.11241 0.004395253
D 190.35612 190.301 0.028956253

뒤면

E 51.9348 51.9321 0.005198826
F 206.16901 204.547863 0.786319438
G 20.96094 20.95101 0.04737383
H 58.73372 57.987435 1.270624439
I 127.21051 127.21112 0.00047952
J 246.70071 246.701 0.000117551

평균 0.4250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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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적용 모델 3 의 구성선과 면적 오차율

구분 항목

3차원 형상

측정값

[cm]

평면화 패턴

측정값

[cm2]

오차율

[%]

길이

항목

앞면

길이 1 8.988012 8.99 0.022118351
길이 2 5.31114 5.3 0.209747813
길이 3 14.41287 14.4 0.089295192
길이 4 3.459812 3.46 0.005433821
길이 5 17.16101 17.16 0.005885434
길이 6 12.582174 12.59 0.062199108
길이 7 16.372107 16.37 0.012869449
길이 8 21.955121 21.96 0.022222606
길이 9 7.135575 7.14 0.062013222
길이 10 15.35972 15.36 0.00182295
길이 11 19.94555 19.95 0.022310741

뒤면

길이 12 6.689772 6.69 0.003408188
길이 13 3.259041 3.26 0.029425834
길이 14 8.19191 8.19 0.023315686
길이 15 6.78882 6.79 0.017381518
길이 16 14.608871 14.61 0.007728181
길이 17 7.120034 7.12 0.000477526
길이 18 22.744297 22.74 0.018892648
길이 19 16.64187 16.6 0.251594322

평균 0.045691715

면적

항목

앞면

A 308.20321 311.2454 0.987072782
B 74.77131 75.94321 1.567312382
C 96.9879 96.9745 0.013816156
D 174.4088 174.40712 0.000963254

뒤면

E 44.58071 44.58841 0.017272044
F 139.9867 137.464046 1.802066911
G 20.69907 20.68821 0.052466125
H 65.32374 64.5477 1.187990767
I 102.12783 102.12621 0.001586247
J 231.75965 231.7481 0.004983611

평균 0.563553028



- 75 -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본 알고리즘을 적용한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은

3차원 형상에 비교하여 약 0.25% 이내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3차원 가상 프로그램에서 측정된 구성선의 길이

를 개발 프로그램에 입력시, 간편성을 위해 길이의 소수점 셋째자리 이

하를 반올림하였기 때문이다. 3차원 측정치를 더욱 정확히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길이 오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본다.

구획 면적의 경우, 곡선을 10분할하여 점들을 직선 연결한 앞면 면적

A, B와 뒷면 F, H의 오차율이 비교적 크게 계산되었다. 곡선을 가진 면

적의 오차율은 약 1.8%이내의 값을 보이는데, 이러한 발생 오차는 각 곡

선의 분할 수를 늘리면 감소한다. 곡선이 포함되지 않고, 직선들로만 연

결된 나머지 구획 면적들에서는 모두 오차율이 0.018%이내를 보임으로

써, 3차원 형상의 체표면적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길이나 면적 모두 그 오차율이 삼각메쉬를 형성하여 이를 길 원형에

유사하게 변경 시킨 선행 연구들의 길이에서는 약 1~2%가량, 면적에서

는 약1~3% 이내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비교하면,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때 길이 면적의 변형율이 매우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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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화 패턴을 이용한 제작 패턴의 착의 평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평면화 패턴의 알고리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길 원형의 비교패턴과의 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부적합

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출력되는 좌표점의 요소는, 3차원 인체

형상의 체표면적을 그대로 길 원형화 하여 2차원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평면화 패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 패턴에 적

용된 각 구성선의 여유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면화 패턴을 의복 패턴

으로 변형해야 한다. 본 적합성 평가에 사용된 비교 패턴은 길원형 패턴

A식으로, <부록 3>에 제시하였다. 비교패턴 A는 인체 치수의 필수적인

주요 항목을 적용한 길 원형을 제공하여 그 제도가 간편하므로, 일반적

으로

평면화 패턴을 의복패턴(B패턴)으로 변형하기 위해 비교 패턴 A의

제도 시 추가하는 여유분을 동일하게 제도하였다. 가슴둘레 여유 5cm,

진동깊이 여유 2cm 를 추가하되, 앞허리둘레에서는 앞허리다트를 중심

으로 몸통쪽과 옆선쪽 허리선 모두 1.25cm씩 증가하였고, 뒤허리둘레에

서는 뒤중심선을 기준으로 2cm의 뒤중심선을 이동하고, 뒤허리다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 0.25cm씩 증가시켰다. 진동깊이 여유 2cm는 앞뒤

면 모두 진동둘레선을 기준으로 위쪽방향으로 증가하도록 했다. 젖꼭지

점사이 길이는 0.7cm를 증가되었고, 목둘레와 어깨길이의 가로 방향은

증가하는 허리둘레 여유분 2.5cm와 비례하게 증가시켰다. 목둘레와 진동

둘레의 세로 방향은 진동깊이 여유분 2cm와 비례하게 증가하였다. 이렇

게 비교 패턴 A의 여유분을 반영한 의복 패턴으로 변형된 평면화 패턴

B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비교 패턴 A와 의복 패턴으로 변형한 평면화 패턴 B의 관능 검사는

의복구성 전문가 5명이 실시하였으며,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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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식 B식
t-값

평균 평균

앞

선

위치

젖가슴둘레선 위치 3 3.75 -2.44949

허리둘레선 위치 3.75 3.25

목둘레선 위치 4.25 3.25 -3.20713 *

암홀선 위치 4 2.5 2.44949

앞가슴다트선 위치 3.75 3.25

앞허리다트선 위치 3.5 3.5

면적 어깨선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4.25 -3.5 *

암홀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3.75 -1

허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4 -3.16228 *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3.25 1.5

암홀선 외관 4 2.25

어깨선 외관 3.75 3.75 1

옆

선

위치

젖가슴둘레선 위치 3.25 3.75 -2.13809

허리둘레선 위치 3.5 3.75 1.632993

목둘레선 위치 3.75 3 -1.5

암홀선 위치 3.5 3.25 -0.343

면적 옆선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3.75 -3.5 *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3.5 2.236068

암홀선 외관 3 3.5

어깨선 외관 4 3.75 1.632993

뒤

선

위치

허리둘레선 위치 3.75 2.75 -2.44949

목둘레선 위치 4.25 2.5 -2.44949

암홀선 위치 3.25 2.75 1.632993

뒤어깨다트선 위치 3.5 3.25 -1.63299

뒤허리다트선 위치 3.75 3.5 -2.44949

면적

어깨선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4.25

암홀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3.75 1

허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5 3.75 -3.16228 *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2.75

암홀선 외관 3.25 3

어깨선 외관 4 3

전체

선

위치

허리둘레선 위치 3.75 3.25 -2.44949

목둘레선 위치 4 2.4 -1.63299

암홀선 위치 3.5 2.4 4 *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2.6 4 *
암홀선 외관 3.5 2.4 1.632993

어깨선 외관 4 2.6

전체
전체 맞음새 3.5 2.8 1

전체 외관 3.75 2.4

[표 21] 상반신 길 원형 패턴 두 종류의 관능평가 결과 - 모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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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식 B식
t-값

평균 평균

앞

선

위치

젖가슴둘레선 위치 3 3.75 2.44949

허리둘레선 위치 3.75 3.25 0

목둘레선 위치 4.25 3.25 1

암홀선 위치 4 2.5 -1.63299

앞가슴다트선 위치 3.75 3.25 0.342997

앞허리다트선 위치 3.5 3.5 9 **

면적 어깨선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4.25 -1.5

암홀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3.75

허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4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3.25 2.44949

암홀선 외관 4 2.25 1.632993

어깨선 외관 3.75 3.75 -2.44949

옆

선

위치

젖가슴둘레선 위치 3.25 3.75

허리둘레선 위치 3.5 3.75 1.632993

목둘레선 위치 3.75 3

암홀선 위치 3.5 3.25 1

면적 옆선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3.75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3.5

암홀선 외관 3 3.5 -1.08866

어깨선 외관 4 3.75 -2.44949

뒤

선

위치

허리둘레선 위치 3.75 2.75 2.44949

목둘레선 위치 4.25 2.5 -2.44949

암홀선 위치 3.25 2.75 -1.58114

뒤어깨다트선 위치 3.5 3.25 2.44949

뒤허리다트선 위치 3.75 3.5 -3.5 *

면적

어깨선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4.25 1

암홀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3.75

허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5 3.75 -1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2.75 2.44949

암홀선 외관 3.25 3 1

어깨선 외관 4 3

전체

선

위치

허리둘레선 위치 3.75 3.25

목둘레선 위치 4 2.4 -2.44949

암홀선 위치 3.5 2.4 -1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2.6

암홀선 외관 3.5 2.4 -1

어깨선 외관 4 2.6 -2.44949

전체
전체 맞음새 3.5 2.8 1.632993

전체 외관 3.75 2.4 1.5

[표 22] 상반신 길 원형 패턴 두 종류의 관능평가 결과 - 모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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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식 B식
t-값

평균 평균

앞

선

위치

젖가슴둘레선 위치 3 3.75 -6 **

허리둘레선 위치 3.75 3.25 -3.5 *

목둘레선 위치 4.25 3.25 -3.5 *

암홀선 위치 4 2.5 -3.5 *

앞가슴다트선 위치 3.75 3.25 -2.44949

앞허리다트선 위치 3.5 3.5 -3.5 *

면적 어깨선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4.25

암홀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3.75 -1

허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4 -1.63299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3.25 -1

암홀선 외관 4 2.25 -1.63299

어깨선 외관 3.75 3.75

옆

선

위치

젖가슴둘레선 위치 3.25 3.75 -6 **

허리둘레선 위치 3.5 3.75 -4 *

목둘레선 위치 3.75 3 -1.63299

암홀선 위치 3.5 3.25 -0.40825

면적 옆선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3.75 -3.5 *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3.5 -1

암홀선 외관 3 3.5 9 **

어깨선 외관 4 3.75 3.207135 *

뒤

선

위치

허리둘레선 위치 3.75 2.75 -3.5 *

목둘레선 위치 4.25 2.5 -2.44949

암홀선 위치 3.25 2.75 -3.5 *

뒤어깨다트선 위치 3.5 3.25

뒤허리다트선 위치 3.75 3.5 -1.1767

면적

어깨선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4.25

암홀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3.75 2.44949

허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5 3.75 -1.63299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2.75 -2.44949

암홀선 외관 3.25 3 4 *

어깨선 외관 4 3

전체

선

위치

허리둘레선 위치 3.75 3.25 -3.20713 *

목둘레선 위치 4 2.4 -4 *

암홀선 위치 3.5 2.4 -2.44949

곡선

형태

목둘레선 외관 4 2.6

암홀선 외관 3.5 2.4 4 *

어깨선 외관 4 2.6 1

전체
전체 맞음새 3.5 2.8 -6 **

전체 외관 3.75 2.4 -5.71548 **

[표 23] 상반신 길 원형 패턴 두 종류의 관능평가 결과 - 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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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에 사용된 평가지는 <부록 1>에,연구 패턴과 비교패턴의 착

의 사진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평면화 패턴과 비교 패턴의 외관 관

능검사의 결과는 모델 1은 [표 21], 모델2는 [표 22], 모델3은 [표 23]에

정리한 것과 같으며, 전문가 검사자간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신

뢰도 계수는 0.913으로, 0.7이상이므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관능평가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평면화 패턴

을 의복으로 변형하였을 경우 기존의 패턴 보다 더 우수함을 증명하고자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살펴보

고 보다 우수한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

항을 살피고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가지

모델을 각 패턴에 대해 대응표본 검증해 봄으로써, 본 알고리즘을 이용

한 평면화의 패턴이 각 체형별로 보이는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

다.

세 모델 모두 전반적으로는 목둘레선과 암홀선의 위치 및 외관 항목

에서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패턴의 곡선 제도식에서 그 형태를 단

순한 2차 그래프의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의복 패턴에 활용하기에 적

절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보다 자연스럽고 외관상 우수한 평면화 패

턴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길 원형의 구성선과 흡사한 형태의 적절한 곡

선 방정식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어깨선의 외

관 및 위치에 대해서도 적합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깨선 기

울기에 대한 평면화 패턴의 알고리즘 설정 시, 단순히 인체의 특성을 그

대로 부여하는 것 이상의 패턴 전개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연구 패턴의 경우 비교 패턴보다 인체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만큼, 젖가슴둘레선이나 허리둘레선, 옆선의 위치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모델별로 관능 평가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델의 체형에 따라 비

교 패턴과 평면화 패턴의 차이가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특정한 대표 측

정치를 활용하여 표준체형에 유사하도록 제도하는 비교 패턴과는 달리,

각 체형별로 인체 측정치와 면적 및 돌출점 요소를 반영하는 평면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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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 그 형태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면화 패

턴의 경우, 인체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오히려 관능적으로는

부적합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므로, 이러한 측면도 반영하도록 개발된 알

고리즘의 심층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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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차원 가상 인체 형상 위에 메쉬를 설정하지 않아도, 형상

의 구성선 길이와 면적의 넓이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체표면 평면화

패턴을 제도할 수 있는 좌표값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

리즘은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과 면적 크기를 유지하는 구속 조건하에서

변동이 가능한 좌표점을 구성선과 함께 산출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제도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방정식과 수학적 계산식은 MATLAB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좌표점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

으며, 최종 산출되는 좌표값들은 CAD 프로그램에 값을 입력하고 구성선

을 이어줌에 따라 평면화 패턴이 완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면화

하고자 하는 형상의 알고리즘내에서 제안하는 구성선 19항목과 구획 면

적 10항목을 3차원 형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총 29항목

이 MATLAB 프로그램 파일에 저장되면 본 연구의 MATLAB m파일

의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평면화 패턴 시 필요한 좌표점의 값들을 출

력해준다.

최종 출력된 좌표점의 위치를 실제 CAD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실제

크기의 평면화 패턴으로 산출하게 되면, 3차원 형상의 측정 데이터가 실

제 평면화 패턴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각 구성선, 구획 면적의 오차를 구해 본 결과, 본 알고리즘

을 적용한 평면화 패턴의 구성선은 3차원 형상에 비교하여 약 0.25% 이

내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곡선을 가진 면적의 오차율은 약

1.8%이내, 직선들로만 연결된 나머지 구획 면적들에서는 모두 오차율이

0.018%이내였다. 이러한 오차율의 결과를 선행 연구들에서 길이에서는

약 1~2%가량, 면적에서는 약1~3% 이내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비교하면,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길이 면적의 변형율이 매우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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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산출된 체표면 패턴을 의복으로 바로 제작하는 경우, 암홀 및

목둘레선의 곡선 부위 표현이 부적합하며, 체표면 패턴을 의복 패턴으로

변형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의복 패턴에서 주어지는 여유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된 본 연구의 체표면 패턴

을 의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패턴 곡선 방정식

을 개발해야 하며, 의복 패턴으로 바로 활용하기 위한 여유분 설정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선의 위치나 길이에 대한 외관 평가는 비교적

적합하였지만 특정 선들의 기울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부적합함을 보임에

따라, 보다 발전된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인체의 항목 별로

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면화 패턴을 의복 패턴으로 변형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기존의 비

교 패턴에서 부위 별로 부여하는 여유량을 참고하여 의복 패턴으로 변형

하였으므로, 변형된 사이즈의 양상이 평면화 패턴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

는, 평면화 패턴의 기초 원리와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의복 패

턴화를 위한 여유분 설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본 알고리즘은 BMI가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는 여성의 가상 형

상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더 다양한 체형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과체중 이상의 형상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인

체의 근골격적 형태의 특성 뿐 아니라, 체지방분포 등과 같이 인체가 갖

는 다양한 형태적 특징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상반신의 길 원형의 연구 분야 또한 더욱 확장하여 이후 토르소 원형이

나 전신의 영역으로 체표면 평면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에서는 계산식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풀이하기

위하여 MATLAB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지만, 이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사

용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후 visual C 와 같은 윈도우 기반

의 실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의 수정과 정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더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수정, 보완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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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평면화 패턴은 더 많은 모델에 적용하여 평면

화 패턴의 면적 별 요소를 비교해 봄으로써, 체형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

는 면적 별 변화 양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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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연구참여자의상의길원형착의모습자극물(이미지)을보고다음문항에답해주십시오.

평가방법은부위별맞음새에대해평가척도는5점척도로측정합니다.

각숫자별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회색음영부분은평가하지않습니다. 
(1:매우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 매우그렇다.)   

(1:매우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좋다)

(1:매우많다  2: 많다  3: 보통이다, 4: 적다 5: 매우적다) 
　
　

원형A 원형B
앞 옆 뒤 전

체

앞 옆 뒤 전

체
선

의  

위

치

1.젖가슴둘레선의위치는적당한가?(정면,측면에서봤을때)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2.허리둘레선의위치가적당한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3.목둘레선의위치가적당한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4.암홀선의위치가적당한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5.앞가슴다트의위치는적당한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6.앞허리다트의위치는적당한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7.뒤어깨다트의위치는적당한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8.뒤허리다트의위치는적당한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면

적  

  

분

포

9.어깨에서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정면,뒤면)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10.암홀부위에서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정면,뒤면)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11.허리부위에서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정면,뒤면)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12.옆선부위에서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측면)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곡

선 

모

양

13.목둘레선의외관이자연스러운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14.암홀선의외관이자연스러운가?                          

(①매우 나쁘다 ,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좋다)

　 　 　 　 　 　 　 　

15.어깨선의외관이자연스러운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전

체

16.전체적인맞음새는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17.전체적인외관은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부록 1> 비교패턴과 평면화 패턴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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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교패턴과 평면화 패턴의 착용사진

A: 비교패턴

B: 변형된 평면화 패턴

-모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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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2-

-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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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비교 패턴 (A) 제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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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변형된 평면화 패턴 (B) 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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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Planarization Algorithm of 

3D Human Body Shape Based on Drawing 

Method of Basic Bodice Pattern

Jinhee Park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planarization 

technique of body surface to use in classifying clothing and body 

types by analyzing 3D virtual human body shape.

Previous studies on planarization of body surface focused on 

forming a mesh on the surface of 3D shapes, spreading it on a 

2D plane and then applying it. A number of constraint conditions 

and rules were required so that the shape of planarized body 

surface could be similar to the original shape of clothing. In 

addition, it was not easy for the planarized shape to be us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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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the planarization 

technique of body surface close to the shape of basic bodice 

pattern not by planarizing through the spread of mesh pieces but 

by maintaining the body surface area of the targeted 3D shape 

and length of major structural lines.

For this purpose, after analyzing the principle of generating 

clothing patterns from the human body in clothing construction, it 

should be used as a basic principle of planarization in this study. 

Primarily, fundamental considerations of human body's reference 

points and structural lin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body in patterns and divided area were required.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usculoskeletal form to 

apply them to the planarization patterns, and the drawing of 

planarization patterns was made by adding the structural lines to 

the basic line of basic bodice pattern in the same way as the 

drawing method of basic bodice patter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basic bodice pattern is to 

complete patterns by maintaining the length of structural lines 

and divided area of the human body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 fundamental structural lines and divided area of 

the shape measured by the 3D virtual program created a 

calculation formula converted by the coordinate point of body 

surface planarization patterns based on the drawing method of 

basic bodice pattern. Due to the complex mathematical 

calculation, this study additionally developed a program that 

calculated to convert into the coordinate points of planarization 

patterns when entering the length and width of the designated 

structural lines of 3D virtual human body shape.

The algorithm and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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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ly used for women with a normal BMI (18.5 to 29.99). 

This is because this study set the control point, dart and 

structural lines by extracting the maximum protrusion by 

musculoskeletal 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drawing of basic 

bodice pattern. The maximum protrusion varies depending on the 

excess body-fat distribution other than the musculoskeletal 

characteristics among women with overweight and obesity. It is 

not suitable for the drawing principle in this study.

The three 3D virtual shape models of women with a normal 

BMI were applied to the developed algorithm. As a result, the 

structural lines of the body surface pattern completed by using 

the coordinate points finally output showed an error within 

approximately 0.25% compared with the measured value of 3D 

shape, the divided area showed an error within 1.8% in the area 

including the curved part and within 0.018% without the curved 

part.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length error 

of 1 to 2 % and area error of 1 to 3%,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deformed length and area substantially reduced. 

However, when constructing the calculated body surface 

patterns directly to clothing, expressions of the armholes and 

neckline curve were inappropriate, and it was not appropriate to 

use the ease given by the previous clothing patterns in 

transforming the body surface patterns to clothing patterns.

Therefore, in order to use the body surface patterns 

developed in this study for cloth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pattern curve equation with a more natural form, and additional 

studies on ease setting are required to use for clothing patterns 

directly. Moreover, extensive studies on additional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body such as body-fa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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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added to this algorithm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overweight and obesity. 

keywords : The drawing method of basic bodice pattern, 

Flattening of body surface, 3D virtual human body shape, The

program of body surface's flattening, 3D scan data

Student Number : 201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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