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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단
및 부자재의 물성에 기인한 공정 자동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 집약적
특징을 보이는 의복 생산 업체들 역시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은 의복 설계 과정 중 자원의
소모가 가장 큰 샘플 제작 및 평가 공정을 가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3차원 가상 인체 모델의 생성과 사실적 의복 표현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3차원 가상 인체 생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3차원 스캔을 통해 자세와 형태를 추출하여 스캔 된 신체를 재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3차원 가상 인체는 의류업계에서 모델 또는 마네킹에
기대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3차원 가상 인체, 즉 파라메트릭 마네킹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3차원 스캔 또는 복잡한 3차원 모델링 툴의
사용

없이

치수와

자세가

다양한

파라메트릭

마네킹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신체 부위를 분할하는 알고리즘과 임의의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치수 변형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자세와 체형이
변형 가능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측정 항목 위치에서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어 : 3차원 가상 인체, 3차원
파라메트릭 마네킹
학 번 : 2017-2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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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정보 기술의 발달은 IT, 제조업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인
변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격이
명확하고 기계적 물성을 지니는 공업 부품들은 선행 산업 혁명들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설계 및 생산, 재고 관리 등 다방면에서 제조 공정
자동화를 이룩하였다. 제조업 분야의 이와 같은 구성 부품의 특성은
조립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에 기여하므로 4차 산업 혁명을 수반하는 여러 기술들을
활용이 주춤하는 제조업 성장의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는 기대가 높으며
이러한 기술들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의복 생산 공정은 의복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이나 부자재의
물성에 기인한, 변변한 원단 집기 기계의 부재나 재고 관리 자동화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로 현재까지 기술의 유입이 적고 여전히 과거 노동
집약적 특징을 보인다. 근래에 들어 타제조업 분야에서 완전 자동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봉제 공정 자동화를 위한 자동 봉제 기계가
개발되는 등 (Plot AOKE, 2015; Richpeace Group, 2017; Device Plus,
2018) 의류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술의 도입으로 기존
1

공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제조
분야들 수준의 공장 자동화를 실현하기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의복 생산 분야의 관련 기술의 개발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패션 업계는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생산 공정
자체의 자동화보다 설계 및 판매 효율을 높이는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예측

분석하거나(Business Insider, 2018; 이재은, 2018) 의복을

디자인하고(이재은,

2018),

이용해

3D

패션

프린터를

산업의

이용해

패션

트렌드를

제품을

출력(Business Insider SA, 2018; Horaczek, 2018; Peleg, 2018)하여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키는 등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류 업계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복 설계 단계의 효율 제고를 위한
연구로는 자동 도식화 제작에 관한 연구(Liu et al., 2018), 패턴 제작에
관한 연구(Kim & Kang, 2003; Kim & Park, 2007; Kim et al., 2010;
Krzywinski & Siegmund, 2017) 그리고 가상 착의에 관한 연구(Yu,
Kang & Chung, 2000; Kim & Park, 2004; Pandurangan et al.,
2008)들이 존재한다.
패스트 패션의 시초로서 일주일에 두 번 신제품을 출시하는 Zara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작업은 최소 하루의 기간과 십여명의 모델을 필요로
하는 프로토타입 제작이다(Hanbury, 2018a; Hanbury, 2018b). 이와
같이 의복의 설계 단계에서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의 소모가 가장 큰
공정은 샘플 제작 및 평가 공정으로 이를 대체하여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은 제작된 패턴의 가봉, 샘플의 제작 및 평가의 전 과정을
가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샘플 제작 및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은 크게 가봉 된 샘플을 착용할 가상의 인체
생성과 사실적 의복 구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3차원 인체 생성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3차원 인체 모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3차원 스캐너로부터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point

cloud

data)로부터

직접

바디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연구되거나(Kim & Park, 2004; Cho et al., 2005;
Wang, 2005; Cichocka, Bruniaux & Frydrych, 2014; Liu et al.,
2017)

스캐너로부터

얻은

사용자의

데이터에

맞게

기본

형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Seo & Magnenat-Thalmann, 2004;
Luginbühl, Delattre & Gagalowicz, 2011; Reed et al., 2014; Dong et

al., 2015; Loper et al., 2015; Zhang et al., 2017; Pons-Moll et al.,
2017). 이와 같은 인체 모델 제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스캔 데이터에 맞게 인체를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의복 생산 분야에서 요구하는 가상 인체의 특징과는 그 맥락을 달리한다.
따라서 의류 업계에서 물리적 마네킹에 기대하는 요구사항 또는 기능을
지닌 업계에 특화된 가상의 마네킹의 제작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 생산 과정에서 마네킹 또는 모델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3차원 가상 인체 생성을 위해 3차원
스캔 과정이나 복잡한 3차원 모델링 툴의 사용 없이 의복 제작 시
필요한 대표 치수인 키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본 측정
항목으로 사용하는 파라메트릭 마네킹을 제작하고자 한다.

3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 샘플 평가 과정에서 마네킹 또는 모델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상의 인체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차원 스캔 또는 3차원 모델링 툴의
사용 없이 모델을 변형하여 치수와 자세가 다양한 3차원 모델을
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패턴 제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치수인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본으로 사용자가 추가한 임의의
측정 항목 위치에서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3차원 모델링 툴의 사용
없이 자세를 변형할 수 있는 3차원 마네킹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이 샘플 제작 및 평가
과정을 대체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제 3 절 용어의 설명

‘모델’이란 대상이 되는 물체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
모델’, ‘인체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은 모두 가상의 인체 또는 마네킹의
신체를 의미한다. ‘바디’는 용어 그대로 신체를 뜻하며 ‘3차원 바디’ 또
는 ‘가상의 바디’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 스캔 데이터로부터 얻은
실제 신체 또는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아바타 또는 마네킹의 신
체를 의미한다.
‘3차원 모델링’이란 Blender나 Maya와 같은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에서 모델을 제작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모델은 디자이너의 도안에 따라
제작되며 이를 통해 3차원 아바타를 만드는 경우 모델의 사이즈를 변경
하기 위해서는 아바타를 처음부터 다시 제작하거나 많은 부위를 수정해
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다르게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란 치
수나 공식과 같은 파라미터에 따라 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
라미터를 수정하여 쉽게 모델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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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3차원 가상 인체는 일반적으로 영화나 게임과 같은 그래픽 관련 분야
에서 활용되며 캐릭터의 특징적 체형과 인체의 동작을 최대한 사실적으
로 재현하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현존하는 3차원 인체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은 정확한 사이즈에 따라 아
바타를 생성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형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가상의 신체
를 제작한다. 관련 학계의 연구들은 3차원 스캐너를 통해 얻은 신체에
맞게 제네릭 템플릿을 조절하거나 스캔을 통해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
이터에 직접적인 후처리를 가하여 스캔 대상자의 특정 신체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왔다.

제 1 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재건

3차원 스캐너는 결과로 스캔 대상 표면에 위치한 점 집합을 돌려준다.
이렇게 생성된 점 집합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point cloud data)라
고 부르며 생성된 데이터에는 구멍 또는 노이즈가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이로부터 온전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후처리 과정을 필요
로 한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
여 스캔 대상을 재건하였다.
Kim & Park(2004)은 특정 인체가 아닌 의복 생산에 사용되는 마네
킹을 스캔하여 3차원 가상 착의와 3차원 패턴 제작에 사용 가능한 파라
메트릭 인체 모델을 제작하였다. 형태와 사이즈 변형이 가능하도록 스캐
닝한 마네킹에 9가지 횡단면(목 위, 목 아래, 어깨, 진동, 겨드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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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 허리, 배,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을 정의하였다. 횡단면들을 연결하
여 가상 모델을 만들고 횡단면 조절을 통해 사이즈를 변경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생성된 바디로부터 패턴을 제작할 수 있도록 주요 횡단면들
과 보조 횡단면들을 사용하여 표면을 재생성하였고 각 신체 부위를 감싸
는 바운딩 서피스(bounding surface)를 설계하여 가상 착의에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Cho et al.(2005)도 비슷한 방법으로 마네킹을 스캔하여 패턴 제작에
특화된 가상의 인체 모델을 생성하였으나 하체 마네킹을 별도로 스캔하
여 상 하체가 있는 바디를 제작하였다.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3mm
높이의 층으로 10mm로 간격으로 집단을 정의하고 이를 연결하여 가상
의 신체를 제작하였다. 모델의 형태와 치수를 조절하기 위해 키, 가슴,
아래가슴, 허리,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의 9가지의 형태 조절
선(Shape control line; SCL)의 위치를 정의하고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집단의 둘레 길이를 확대 축소 행렬로 조절하여 형태를 변경하였다. 이
때 점 집합 내 데이터들은 서로 이웃하는 순서로 정렬되어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본 선행연구에서는 각 SCL의 위치에 존재하는 집단을 네 그
룹으로 분류하고 SCL의 외곽선과 일정 간격의 x축과 z축에 평행한 평
행선들과의 교점을 그룹별로 순회하는 방식으로 점들을 정렬하였다.
Wang(2005)은 3차원 스캐너로부터 얻은 정렬되어 있지 않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가상의 신체를 제작하
였다. 바디의 사이즈 조절을 위해 인체의 특징점들을 fuzzy logic 기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인체 공학적 규칙을 통해 주요 특징점들을 얻
어냈다. 특징점들을 연결한 선들에 그레고리 패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본 바디를 제작하고 이를 스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여 스캔 대상의
신체를 재현하였다. 사이즈 조절은 특징점 위치의 와이어프레임의 사이
즈를 조절하는 대신 사실적 신체 표현을 위해 여러 스캔데이터를 합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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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Cichocka, Bruniaux & Frydrych(2014)는 3D 스캐닝을 통해 얻은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체 외곽선과 횡단면, 인체 공학적 신체 비율
을 얻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의 신체를 만들어내었다. 주요 랜드마크
들의 높이를 신장과의 비례로 정의하고 각 위치에 존재하는 포인트 클라
우드 데이터로부터 외곽선을 추출한다. 같은 방법으로 팔을 모델링 후
몸통에 부착하여 팔다리를 가진 신체를 생성하였다.
Liu et al.(2017)은 여러가지 3차원 모델링 방법의 장점을 통합하여
가상의 신체를 생성해내는 MMM(Mixed modeling method) 제작 방식
을 제안하였다. FMM(Forward modeling method)은 제작자의 구상에
따라

무에서

모델을

창조해내는

방식,

RMM(Reverse

modeling

method)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역으로 재건해내는
방식, PARMM(parametric modeling method)는 몇 가지의 입력값(파라
미터)을 조절하여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PMM(Photo modeling
method)은 사진을 기반으로 실제와 같은 모델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MMM은 얼굴 부분의 모델링은 PMM, 어깨와 몸통, 팔다리는 RMM, 손
과 발은 FMM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아바
타를 DHM(Digital human model)로 명명하고 Maya 2013를 사용하여
뼈를 DHM에 부착하여 자세를 변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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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네릭 템플릿 모델의 조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복잡한 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스캔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낸 인체의 용량과 사이즈를 이용해
온전한 바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일부 선행연구들은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본 모델을 만들고 이를 데이터 사이즈에 맞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모델은

제네릭

템플릿(generic template)이라 부른다.
Seo & Magnenat-Thalmann(2004)은 미리 선택된 랜드마크 또는
특징점과 기본 골격 계층구조 모델과 제네릭 모델을 사용하여 3차원
스캐너로부터 데이터에 맞게 이를 조절하였다. 골격 모델을 스캔한
인체들의 골격과 동일한 위상을 갖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골격 구조를 일치시킨 후 스캔 신체와의 형태를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
목둘레,

가슴둘레,

아래

가슴

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신장,

사타구니 길이, 팔 길이의 치수를 입력 받아 템플릿 모델을 조절하였다.
추가적으로 스캔 대상자가 몸무게를 잃거나 얻었을 때의 신체 변형을
예측하기 위해 지방률을 조절하여 특정 신체의 변형을 구현하였다.
Luginbühl, Delattre & Gagalowicz(2011)은 스캔 데이터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바이너리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사타구니점, 어깨점(겨드랑점), 손목과 발목점 그리고 턱과 코점을
정의하였다. 정면 실루엣 이미지에서 사타구니점과 겨드랑점을 이용하여
신체 그룹을 분류하였다. 기본 모델의 크기 조절을 위해 특징점과
연관된 가로, 세로 방향의 점 집합의 형상을 조정하였다.
Loper et al.(2015)은 T 포즈를 취하고 있는 템플릿 모델을 조절하여
3차원 스캐너로부터 얻은 여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양한 신체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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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 가상의 바디를 생성하였다. 스캔 데이터로부터 메쉬(mesh)들의
가중치와 관절점을 이용하여 형태 변수와 포즈 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템플릿

모델에

적용하여

다양한

신체와

포즈를

구현하는

SMPL(Skinned Multi-Person Linear Model)을 제작하였다. 여러
SMPL을 제작한 뒤에는 도출된 포즈 변수를 다른 신체에 적용하여 여러
자세를 취하는 가상의 바디를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Dong et al.(2015)은 날실 짜기로 제작된 심리스 의복(seamless
garment)을

위한

3차원 바디를

모델링하였다. 12개의

특징점

-

머리마루점, 어깨점, 겨드랑점, 허리점, 사타구니점, 팔꿈치점, 손목점,
밞고 둘레 점, 목점, 가슴점, 엉덩이점 그리고 무릎점이 선택되었고
심리스 의복 프로토타입 측정을 위한 15가지의 기본 파라미터 - 키,
어깨너비, 가슴과 등 길이, 진동둘레, 팔길이, 손목 둘레, 팔꿈치 둘레,
무릎둘레, 발목둘레, 허리와 엉덩이 둘레, 사타구니 길이, 목둘레 그리고
다리 길이가 사용되었다. 특징점의 추출에는 의미론적 분석과 기하학적
분석이 모두 활용되었으며 특징점의 높이에 위치하는 템플릿 모델의
둘레 길이를 조절하여 사이즈가 다른 바디들을 제작하였다.
Zhang et al.(2017)은 연속적인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고해상도 4차원 스캐너를 사용하여 옷을 입고 움직이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스캔하였다. 이렇게 얻어낸 연속적인 스캔 데이터의 포즈를
추적하여

포즈

al.(2015)과

변수를

비슷한

도출하고

방식으로

신체

형태

정의하였다.

변수를

옷을

Loper

입고

있는

et
스캔

데이터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가상의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옷
표면과 피부 표면을 분리하고 피부 표면점과 옷 표면점의 지오데식
거리(geodesic

distance)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옷

표면을

신체

표면으로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부드러운 표면을 위한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 도출된 포즈 변수를 대입하여 옷을 입지 않고 스캔 된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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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는 모델을 제작하였다.
Pons-Moll et al.(2017) 역시 4차원 스캐너로 옷을 입고 움직이는
사용자의

스캔

데이터를

얻었다.

먼저

최소한의

옷을

입고

있는

MCS(minimally clothed shape) 템플릿 모델을 스캔 데이터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하여 SMPL을 제작하였다. SMPL과 옷을 입고 있는
스캔을 정렬하여 옷을 입고 움직이고 있는 모델을 생성한 후 이로부터
피부와 옷의 위치를 추적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옷 데이터를 여러
스캔 신체의 SMPL에 얹어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신체를
3차원 모델로 재현하였다. 옷 모델과 포즈 변수를 다른 신체에 적용하여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다양한 옷을 걸치고 있는 모델을 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제 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선행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3차원
스캔을 통해 신체의 자세와 형태를 획득하여 바디를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복잡한
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제 2절과 같이 제네릭
템플릿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제네릭 모델에 대한 분석 과정이 추가되어
데이터 분석의 오버헤드가 가중된다. 또한 4차원 스캔 등을 통해 다양한
자세에서의 관절의 위치를 관찰하여 포즈 변수를 도출하지 않은 경우는
스캔 기본 자세 이외의 자세 변형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현존하는 CLO나 Marvelous designer와 같은 3차원 가상 착의
프로그램들은 내장되어 있는 기본 아바타 또는 사용자가 제작한 커스텀
아바타를 변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 커스텀 아바타
변형의 경우 CLO에서는 자세와 치수 변형이 모두 가능하지만 기본
아바타를 사용하여 골격 구조와 가상 착의를 위한 바운딩 서피스를
재설정해주어야 한다. Marvelous designer는 커스텀 아바타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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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을 지원하지만 별도의 3차원 모델링 툴을 사용하여 골격과 바운딩
서피스를 설정해 주어야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커스텀 아바타의 변형을
위해서는 3차원 좌표의 화면 전환과 3차원 공간 상에서의 물체의
회전과 같은 3차원 모델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며 팔다리 자세의 변형 시 양쪽 대칭을 구현하기가 어렵고 기본
자세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사용 없이 모델의 변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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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파라메트릭 마네킹의 생성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스캔이나 복잡한 3차원 모델링에 대한 사전 지
식 없이 자세 변형과 치수 조절이 가능한 가상의 인체를 제작하기 위해
사전 제작된 3차원 인체 모델을 템플릿으로 사용한다.
사용되는 템플릿 모델은 3차원 스캐닝 또는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제
작된 고정된 형태의 인체 모델이지만 관절점을 정의하여 파라메트릭화
한 후에는 변형이 가능한 파라메트릭 마네킹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 항 관절점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파라메트릭한 모델 제작을 위해 템플릿 모델에 총 18
개의 관절점을 정의하였다 (그림1). 각 관절점들은 자세 및 체형 변형을
위한 것으로 변형에 필요한 최소 개수의 관절점을 정의하였으며 자세 변
형을 위해 팔과 다리의 관절점들을 선언하였다. 팔의 변형을 위해 어깨
중앙점과 어깨점, 팔꿈치점, 팔목점을 정의하였고 다리의 변형은 골반점
과 다리 위 점, 무릎 점 그리고 발목 점을 정의하였다. 체형 변형을 위
해서는 목 위 점과 어깨 중앙점, 허리 점, 골반 중앙점의 네 개의 관절
점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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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점은 템플릿 모델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저장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관절점의 위치를 입력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용 가능한 템플릿 모델의 체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관절점의 자동 추출은 표준 체형을 가진 신체
의 인체 공학적 특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허리 위치의 추출은 일반
적으로 상체 몸통 부위에서 가장 작은 x값을 갖는 위치로 결정된다. 하
지만 비만 체형이나 일자 허리를 가진 체형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리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잘못된 위치에 허리 점이 결정되게 된다. 사
용자가 직접 관절점의 위치를 지정할 경우, 자동 위치 추출 알고리즘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오류들 없이 템플릿 모델의 체형에 구애 받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관절점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다.
2차원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택된 점들은 z값이 의도대로 선
택되지 않아 3차원 모델 내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 입력 받은 관절점은 각 관절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사
용하였다.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관절의 2차원 좌표와 모델의 표면점
을 비교하여 임의의 구간 안에 있는 표면점들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
는 사용된 모델의 좌표 단위에 영향을 배제하고 구간을 정의하기 위해
모델의 축척을 s로 정의하고 입력 받은 좌표를 중심으로

1/s의 구간

내에 있는 점들을 선택하였으며 해당 범위에 네 개 이상의 표면점이 포
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간의 범위 r을 r/8 씩 증가시키며 최대
10번의 시도를 반복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때 초기 구간과 구
간 범위의 증가율 그리고 반복 횟수는 여러 신체 모델의 표면 정밀도에
따른 점집합의 크기를 관찰하여 결정하였다. 이후 추출된 점의 그룹 내
에서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x값, y값, z값 찾고 이들의 중점을 계
산하여 관절점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목 위 점과 어깨 중앙점, 허리점,
골반 중앙점은 인체의 중앙에 정렬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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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절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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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신체 부위의 정의

모델을 신체 부위 별로 관리하는 것은 모델 변형 시 필요 부위만 선택
할 수 있어 변형에 소요되는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제 1절 제 1 항에서 지정된 관절점을 사용하여 템플릿 모델의
신체 부위를 자동으로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관절점을 정의한 이후 관절점과 표면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모델 표면점들의 각 관절점에 대한 가중치 그룹을 [그림 2]와 같이 정

[그림 2] 가중치 그룹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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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신체 부위는 관절점과 가중치 그룹을 사용하여 얼굴, 목, 상체 윗부분,
상체 아랫부분, 각 팔다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손, 발의 총 16개의 부
분으로 정의하였다(그림 3). 목 위 점 가중치 그룹 중 목 위 점보다 큰
y값을 가지는 점들은 얼굴 그룹, 작은 y값을 가지는 점들은 목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어깨 중앙점 가중치 그룹에서 어깨 중앙 점
보다 큰 y값을 가지는 점들은 목 그룹으로, 작은 y값을 가지는 점들은
상체 윗부분으로 분류하였고 허리 가중치 그룹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상
체 윗부분과 상체 아랫부분을 분할하였다.
비슷한 방법으로 골반 중앙점, 골반 옆 점의 가중치 그룹에서는 각 관
절점의 y값보다 큰 값을 가지는 점들을 상체 아랫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작은 값을 가지는 점들 중 오른쪽 골반 옆 점 가중치 그룹에 속한 점들
은 오른쪽 다리 윗부분 그룹으로, 왼쪽 골반 옆 점 가중치 그룹에 속한
점들은 왼쪽 다리 윗부분 그룹으로 분류하고 골반 중앙점 가중치 그룹에
속한 점들에 대해서는 골반 중앙점보다 작은 x값을 가지는 점들은 오른
쪽 다리 윗부분 그룹으로, 나머지 점들은 왼쪽 다리 윗부분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각 어깨의 가중치 그룹에서는 어깨 관절점 x값의 절대값보다 큰 점들
은 팔 윗부분 그룹으로, 작은 점들은 상체 윗부분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템플릿 모델은 양 팔다리를 벌리고 서 있어 팔다리가
각 축들과 수평 또는 수직의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팔다리 그룹은 다
른 그룹의 분류와 같이 x값, y값만을 이용하여 분할할 경우 제대로 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팔다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적
절히 분류하기 위해 해당 신체 부위를 결정하는 두 관절점을 연결한 벡
터와 가중치 그룹의 관절점과 표면점의 벡터를 이용하여 그룹을 분류하
였다(계산식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 임의의 모델이 기본 자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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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받지 않고 팔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

(1)

은 가중치 그룹의 관절점과 이웃한 관절점과의 벡터,

은 가중치 그룹

의 관절점과 표면점의 벡터이다. 팔꿈치 가중치 그룹에서 팔 윗부분과
팔 아랫부분을 나누는 경우,

이 0 이상이면 팔 윗부분으로, 미만이

면 팔 아랫부분으로 그룹을 분류하였다. 손, 발 그리고 다리도 같은 방
법으로 부위를 정의하였으며 신체 부위 분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신체 부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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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세 변형

제 1 항 자세 변형의 가중치 정의

3차원 모델의 자연스러운 변형을 위해서는 변형이 일어나는 구간에
포함된 점들에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인 가중치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팔의 자세 변형 시 어깨 인근의 표면점들은 팔 변형의 영향 뿐만
아니라 변형이 수행되지 않은 몸통의 영향 역시 받게 되는데 팔 부분에
가까운 표면점들은 팔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며 몸 부분에 가까운 표
면점들은 몸통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모델이 변형
되었을 때 하나의 표면점이 다른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인 가중치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가중치를 정의하지 않은 변형은 왜곡된 결
과를 보이게 된다(그림 4(a)). 움직임이 있는 3차원 모델의 가중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러
운 변형을 위해 그 결과값은 3차원 모델링 툴에 숙련된 디자이너의 보
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착의에 필요한 자세 구현을 위한
부위에 Pan et al.(2017)에 사용된 가중치 계산법을 보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2)

는 모델 내부의 임의의 점
중치,

는

는 점

계산 알고리즘에서의

에 대해 모델의 표면점

이 가지는 가

가 가진 가중치의 총 개수이다. 일반적인 가중치
는 점

에 영향을 미치는 j번 째의 뼈와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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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관절점들이 형성
하는 뼈와의 거리로는 적당한 가중치 값이 계산되지 않아 타당한 결과를
보이는 관절점 인근 임의의 점
절의 점

에 임의의 관절점을 부여하여 해당 관

에 대한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점

가 가지는 가중치는 계산

식 (3)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3)

가중치 부여는 [그림 2]의 가중치 그룹에서 움직임에 관여할 관절점
들이 포함된 가중치 그룹에 속한 점들을 기준으로 실행하였다. 이때 가
중치 그룹에 속한 점들 중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 가중
치 그룹을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오른쪽 팔의 자세를 변형할 경우 오른
쪽 손목 점 그룹, 오른쪽 팔꿈치 점 그룹, 오른쪽 어깨 점 그룹에 속한
점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계산식 (2)을 사용하여 팔다리의 가중치
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4](b)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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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중치 없는 모델의 변형

(b) 가중치 계산 결과
[그림 4] 자세 변형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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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자세 변형의 구현

자세 변형은 신체 부위의 이동과 회전으로 이루어진다. 계산식 (4)는
좌표의 이동 계산 행렬, 계산식 (5)-(7)은 좌표의 회전 계산 행렬이며
각각 x축 기준, y축 기준 그리고 z축 기준의 회전을 의미한다.

(4)

(5)

(6)

(7)

오른쪽 팔의 자세를 변형하는 경우, 제 2 장 제 1 절에서 정의된 오
른쪽 팔에 해당하는 가중치 그룹들에 대해 (8)의 계산식을 통해 팔의
새로운 위치를 계산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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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형 행렬

는 가중치

에 부여된 관절점

을 기준

으로 계산식 (4)의 이동 변환과 계산식 (7)의 z축 기준 회전 변환을 수
행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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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치수 변형

가상 착의에 사용될 3차원 모델은 의복 패턴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측정 항목의 위치에서 그 치수를 변경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템플릿
모델의 치수 변형을 위해서는 측정 항목의 위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 1 항 치수 변형 위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패턴 제작에 필요한 대표적인 네 가지 치수인 키,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를 기본으로 사이즈를 변형할 수 있는 파
라메트릭 마네킹을 제작하였다. 대표 측정 항목들은 신체 부위 그룹 중
상체 윗부분과 상체 아래부분을 사용하였고 각 부위의 위치는 인체공학
적 특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비만형이 아닌 표준 체형을
가진 템플릿 모델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가슴둘레 위치의 인체공학적 특징은 상체 옆모습 중 가장 앞으로 돌출
된 부위, 허리둘레 위치는 상체 정면에서 가장 폭이 좁은 부위이며 엉덩
이 둘레 위치는 상체 옆면에서 가장 뒤로 돌출된 부위이다. 이와 같은
인체공학적 특징을 통해 가슴의 높이는 상체 윗부분 그룹에서 가장 큰 z
값을 가지는 점의 위치로 정의하였다. 허리는 상체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룹의 경계에 걸쳐 있으므로 두 그룹을 합친 후 최소 x값을 가지는 점
을 허리 높이로 정의하였다. 엉덩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상체 아랫부분과
골반 중앙 그룹과 골반 양 옆 그룹 모두에 걸쳐 있으므로 네 그룹을 모
두 합친 후, 최소의 z값을 가지는 점의 y값을 엉덩이 위치의 높이로 추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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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부위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정에 사용된 높이로
부터 임의의 범위 안에 속한 표면점들의 집합을 추출하였다. 집합 내 점
들의 y값을 모두 특징 부위의 높이로 통일하여 동일 위상을 가지도록
처리한 뒤, 그라함 스캔(graham scan)을 통해(Graham, 1972) 컨벡스
헐(convex hull)을 계산하고 이에 속한 점들 사이의 거리를 누적하여
둘레 길이를 추정하였다.
컨벡스헐은 주어진 점 집합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최외곽선을 의미하
며 그라함 스캔은 2차원 평면 상의 점 집합에서 컨벡스헐을 구할 수 있
는 방법 중 하나이다. 측정 항목 추정을 위해 추출된 점들이 y축에서 동
일 위상을 갖도록 처리할 경우 xz 평면에서 그라함 스캔을 적용할 수
있다. 그라함 스캔은 주어진 점 집합 내 최소의 z값을 갖는 점을 시작으
로 마지막 점까지 순차적으로 계산이 수행되며, 고려 대상이 된 점과 컨
벡스헐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점과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점
이 컨벡스헐을 구성하는 다음 점으로 포함되는 방식으로 컨벡스헐을 계
산한다.

제 2 항 치수 변형의 구현

치수의 변형은 제 3 절 제 1 항에서 구한 컨벡스헐의 둘레에 확대 축
소 행렬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계산식 (10)).

(10)

확대 축소 비율은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희망 치수와 모델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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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를 나눈 값으로 결정되며 이를 컨벡스헐에 적용하여 사이즈를 조절
하였다. 이때 자연스러운 변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측정 항목
컨벡스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체 전반에의 점진적인
변화량을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후 사용자가 지정
한 새로운 측정 항목도 연속적인 변형이 가능하도록 임의의 위치에서 자
연스러운 변형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계산식 (11)).

(11)

이

때,

은

구간

시작

위치,

이고

는

구간

종료

위치,

이다.

가슴 둘레를 변형하는 경우, 팔뚝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진동 둘
레의 위치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체 윗
부분 그룹에서 최소의 x값을 갖는 점을 오른쪽 어깨 점으로, 최대의 x
값을 갖는 점을 왼쪽 어깨 점으로 정의한다. 가슴 둘레의 변형 후, 두
어깨점 x값의 변화량을 팔 그룹에 속한 점들에 적용하여 가슴 둘레가
변화할 때 팔도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변형을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기본 측정 항목 이외에도
새로운 측정 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커스텀 측정 항목은 둘레 타입과
길이 타입 두 가지로 나뉘며 둘레 타입은 계산식 (11)을 이용하여 변형
하고 길이 타입의 측정 항목은 신체 부위와 해당 부위에 속한 두 개의
관절점 간의 거리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길이 타입의 측정
항목을 구성하는 관절점 중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점이 구간의 시작 지점
(

), 낮은 곳에 위치한 점이 구간의 종료 지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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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하여

4 장 연구 결과 및 고찰

제 1 절 소프트웨어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 5]와 같으
며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Mannequin Manipulator로 명명하였다. 소프트
웨어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17로 개발하였다. 메뉴의 구성과 역
할은 [표 1]과 같다.

[그림 5] 소프트웨어 기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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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뉴 구성
메뉴 이름

항목 이름
Open

역할
모델 파일 열기

File

View

Export

모델 저장

Initialize

뷰 초기화

Zoom in

확대

Zoom out

축소

Load

관절점 불러오기

Define

관절점 정의 모드

Joints
Remove all

관절점 초기화

Save

관절점 저장

Load

측정 항목 불러오기

Define

측정 항목 정의

Modify

대표 측정 항목 설정

Landmarks
Save

측정 항목 저장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클래스 구조는 [그림 6]와 같다.

[그림 6] Mannequin Manipulator의 클래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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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프트웨어 각 클래스의 역할은 [표 2]과 같다.
[표 2] 소프트웨어 클래스의 역할
클래스

역할

Mannequin Dialog

관절점 정의 및 메인 UI

Landmark Dialog

측정 항목 정의 및 수정 UI

HumanOBJ

3차원 인체 모델 데이터

Vertex

2차원/3차원 점 정의

Mesh

2차원/3차원 메쉬 정의

Skinning

신체 부위 분절, 가중치 계산 및 자세 변형

Joint

관절점 관리

Landmark

측정 항목 관리

GrahamScan

컨벡스헐 계산

Camera

OpenGL 뷰 관리

소프트웨어는 관절점 정의와 치수 변형, 자세 변형의 세 가지 부분으
로 [그림 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의 (a)에서는 측정 항목의
이름과 그 값을 보고 치수를 변형할 수 있으며 [그림 7](b)에서는 인체
모델과 관절점, 측정 항목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7]의 (c)에서는 슬

라이더를 통해 각 신체 부분의 자세를 변형할 수 있다. [그림 7]의 (d)
에서는 분류된 신체 부위들을 볼 수 있으며 [그림 7]의 (e)에서는 카메
라 클래스를 이용하여 모델을 다른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임의의 모델을
불러온 후 (b) 부분에 나타난 모델을 클릭하여 관절점을 정의한다. 관절
들이 저장된 이후 (a)에는 자동으로 계산된 네 가지의 대표 치수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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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둘레,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가 표시되며 관절점이 정의된 이후로
(c)의 슬라이더를 통해 자세를 변형할 수 있다.

[그림 7] 소프트웨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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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파라메트릭 마네킹의 생성

제 1 항 관절점의 정의

사용자가 불러온 임의의 모델에 대해 관절점을 정의한 예시는 [그림
8]과 같다. 사용자는 3차원 스캔 또는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얻은 임의
의 모델을 소프트웨어에 불러와 총 18개의 관절점을 정의한다. 본 연구
에서는 [그림 8](a)의 TurboSquid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 인체모델에
관절점을 정의하여 파라메트릭화하여 사용하였지만 [그림 8](b)와 같이
Size Korea 사업에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통해 제작된 실제 신체의 형
상을 파라메트릭화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b) Size Korea 모델

(a) TurboSquid 모델

[그림 8] 관절점 정의를 통한 파라메트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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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점의 정의는 Joint 메뉴의 Define을 클릭한 후 수행되며 지정된
관절점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되돌리기 기능을 통해 위
치를 재정의하거나 Remove all을 통해 초기화할 수 있다. 관절점 정의
순서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관절 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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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측정 항목의 정의

관절점을 정의하면 신체 부위와 기본 측정 항목들이 자동으로 계산된
다 (그림 10). 계산이 완료된 측정 항목들은 [그림 7](a)에 그 이름과
값이 표시된다.

[그림 10] 신체 부위 분할 및 기본 측정 항목의 자동 생성

사용자는 Landmark 메뉴의 Define 모드를 클릭하여 나타난 [그림
11]의 다이얼로그에서 측정 항목의 위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측정 항
목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1]의 (a)에서 새로운 측정 항목을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단에서 커스텀 측정 항목
이 속하는 신체 부위를 선택한다. 그 후 측정 항목의 종류를 선택하고
명명한 후 Set 버튼을 눌러 새로운 측정 항목을 정의한다. [그림11](b)
에서는 정의된 측정 항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1]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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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둘레 타입의 측정 항목 정의 시 측정 항목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사용
된다. (d)에서는 정의된 측정 항목들의 이름이 표시되며 (e)에서는 존재
하는 측정 항목들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1] Landmark Manipulator

제 1 목 둘레 타입 측정 항목의 정의

둘레 타입의 측정 항목은 [그림 11](a)에서 선택된 신체 부위와 [그
림 11](c) 부분의 슬라이더와의 교차 지점으로부터 임의의 범위 안에
속한 표면점들로 컨벡스헐을 계산하여 정의한다. 둘레 타입의 측정 항목
을 정의하는 경우 사용자는 선택한 신체 부위 내에 슬라이더가 존재하도
록 그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2]과 같이 양쪽 허벅지 둘레를 새로운 둘레 타
입의 측정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오른쪽 다리 윗부분 그룹을 선택한 후
슬라이더로 허벅지 둘레 위치를 지정한 뒤 각각 ThighR로 측정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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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정하였다. 왼쪽 허벅지 둘레는 왼쪽 다리 윗부분을 선택한 뒤
같은 순서로 ThighL을 새롭게 정의한다.

[그림 12] 둘레 타입의 허벅지 둘레 측정 항목 정의

제 2 목 길이 타입 측정 항목의 정의

길이 타입의 측정 항목은 선택한 신체 부위를 결정하는 두 개의 관절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한다. 복수 개의 연속한 신체 부위를 선택한 경우
그에 속한 모든 관절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팔 길이 측
정 항목 정의를 위해 오른쪽 팔 윗부분과 오른쪽 팔 아랫부분을 선택하
고 길이 타입의 측정 항목을 정의하는 경우, 어깨점으로부터 팔꿈치점까
지의 거리와 팔꿈치점으로부터 손목점까지의 거리를 측정 항목으로 사용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3]와 같이 상체 윗부분의 거리를 새로운 길이
타입의 측정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상체 윗부분의 경우 팔이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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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관절점이 어깨 점, 어깨 중앙점, 허리점으로 총 4개이지만 본 논
문에서는 어깨 중앙점과 어깨점으로 구성되는 어깨 길이 대신 어깨 중앙
점과 허리점으로 정의되는 몸통의 길이가 선택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그림 13] 길이 타입의 상체 길이 측정 항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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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세 변형

본 논문에서 개발된 Mannequin Manipulator에서는 팔 다리, 팔꿈치와
무릎의 자세를 변형할 수 있다. 자세 변형은 모든 축을 기준으로 가능하
도록 구현하였으며 변형 시 사용자가 회전 기준 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는 팔 다리 그리고 팔꿈치를 각각 z축과 y축을 기준으
로 회전하여 기본 자세에서 T 포즈로 자세를 변형한 결과이다. [그림
15]은 변형 가능한 모든 부위를 조절하여 자세 변형을 구현한 결과이다.

[그림 14] 기본 자세에서 T 포즈로의 변형 결과

체형 변형은 어깨 중앙점을 기준으로 목 위와 허리점까지의 상체 윗부
분을 조절하여 구현하였다([그림 16]). 목 윗부분은 계산식 (4)의 이동
행렬을, 상체 윗부분은 계산식 (5)의 회전 행렬을 적용하여 각각 표준
체형으로부터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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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기타 자세 변형 결과

(a) 표준 체형

(b) 젖힌 체형
[그림 16] 체형 변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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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숙인 체형

제 4 절 치수 변형

파라메트릭 모델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대표 측정 항목의 사이즈 조
절이 가능하다. [그림 17]는 아바타의 기본 신장으로부터 신장을 변형한
결과이며 [그림 18]은 네 가지의 대표 측정 항목을 동시에 변형한 결과
이다.

(a) 175cm

(b) 150cm
[그림 17] 키 변형 결과

[그림 18] 대표 측정 항목 변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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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90cm

대표 측정 항목들은 관절점 정의 시부터 그 위치들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형 구간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정의한 커스텀
측정 항목의 경우 그 위치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변형을 위한 구간을 임
의로 지정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둘레 타입 커스텀 측정 항목의
자연스러운 변형을 위해 다른 둘레 타입의 측정 항목들을 이용하였다.
변형 구간 정의 시 해당 측정 항목의 바로 위에 존재하는 둘레 타입 측
정 항목의 높이를 구간의 시작 위치,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둘레 타입의
측정 항목을 구간 종료 위치로 정의하였다. [그림 19]은 앞서 새롭게 정
의한 측정 항목인 허벅지 둘레를 변형한 결과이다. 허벅지 둘레 변형의
시작 구간은 상단에 존재하는 엉덩이 둘레의 위치이며 하단에는 별도의
측정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끝 지점을 구간 종료 위치로 정의
하여 변형을 구현하였다.

(a) 기본 측정 항목 (b) 둘레 타입 커스텀 측정 항목 (c) 커스텀 측정 항목 변형
[그림 19] 허벅지 둘레 변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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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타입 측정 항목의 경우 제 3 장 제 3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두 개의 관절점으로 변형 구간을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상체 길이를 변
형한 결과는 [그림 20]와 같다.

[그림 20] 상체 길이 변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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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가상 착의에 사용 가능하고 의류 업계에서 마네
킹에 기대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3차원 마네킹을 개발하기 위해 3차원
가상 인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인 Mannequin Manipulator를 개발하
였다. 사용자는 3차원 스캔 또는 3차원 모델링을 통해 생성된 가상의
모델을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관절점을 정의하여 파라메트릭화 한다. 이
렇게 생성된 파라메트릭 마네킹은 관절점을 기준으로 자세 및 치수 변형
이 가능하다. 자세 변형은 팔다리와 팔꿈치, 무릎 그리고 체형 변형의
형태로 가능하며 치수 변형은 패턴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 측
정 항목인 키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바탕으로 사용자 정
의된 측정 항목의 위치에서 가능하다. 본 기능들의 구현 과정에서 자동
으로 신체 부위를 분절하는 알고리즘과 사용자 지정의 측정 항목 위치에
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의의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치수 변형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3차원 스캔 과정이나 3차
원 모델링 툴의 사용 없이 가상 모델의 자세와 치수를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
Mannequin Manipulator에서는 조작이 쉬운 슬라이더를 통해 자세를
변형하기 때문에 3차원 모델링 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2차원
화면에서 관절점을 정의하여 3차원 마네킹의 자세와 치수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세가 다양하고 치수가 다양한
3차원 인체 생성이 가능하여 샘플 제작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모델
또는 마네킹을 가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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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소모되는 인적 물적 그리고 시간 자원의 소모를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에는 개발된 시스템에 텍스처를 적용하여 다양한 피부나 속옷 등을
표현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미관적으로 다양한 가상의 인체를 개발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 신체 부위 분할 알고리즘을 통해 3
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사용 없이 가상 착의 시 옷이 위치한 부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운딩 서피스를 자동으로 설계하는 추가 기
능을 구현하여 3차원 가상 착의에서의 계산 시간을 절감하여 사용 편의
성을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차원 의복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의류를 모델에 따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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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Parametric Mannequin for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Minjoo Kang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established changes among
various industries.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eeking to enhance
production and efficiency by adopting ‘Smart Factory’ technology.
Labor-intensive

clothing

industry

which

the

complexity

in

automation regarding properties of fabric and subsidiary materials
has caused, has started to make endeavors in taking in the new
technology into its process.
Virtual clothing simulation is considered to be a substitute
technology for prototype production and evaluation. In respect to
3D virtual model used in virtual clothing simulation,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acquiring pose and shape through 3D
scanning to reproduce the scanned body. However, this method
does not meet the needs of the virtual model required in the
clothing industry. Thus, this study aims to create a parametric
mannequin using a software developed for the purpose. In
generating parametric models with various poses and sizes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3D scanning process or having to us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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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ing software, automatic body part segmentation algorithm
and size deformation algorithm at a random location were developed
in the process. As a result, a deformable 3D virtual body was
created.

Keywords : 3D virtual body, virtual clothing simulation, clothing
production design, parametric manneq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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