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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D 이미지 기반으로 생성된 3D 바디(A)와 3D 스캔 형상(B)

를 비교분석하여 인체 재현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의복환경에서 가상착의 

맞음새와 실제착의 맞음새와의 외관유사도를 분석하여 온라인 가상피팅룸

(VFR)에서의 활용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체 재현성 결과를 종합하면,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는 3D 스

캔 형상(B)와 비교적 유사하게 모델링 되었으나, 체형의 굴곡 표현이 미흡

하였으며, 하반신 부위에서 치수 및 형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상

착의 맞음새 평가는 면 100% 소재의 두 가지 조직으로 구성된 직물과 편성

물로 구성된 의복환경에서 수행되었다. 가상바디와 의복간의 공극면적을 

분석한 결과, 가상바디의 치수와 형상에서 차이가 나타난 부위는 가상착의 

맞음새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가상착의 자극물과 실제 착의의 외관을 비교한 결과, 토르소 원

형에서는 소매길이와 목둘레에서, 바지 원형에서는 바지길이와 엉덩이 둘

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Exit interview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인체 재현성, 가상착의 맞음새, 외

관유사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

는 인체 치수 측정이 편리하고, 사이즈 체계를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큰 장

점을 갖지만,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는 정확한 체형을 반영하지 못

하고, 맞음새 정보 제공이 모호하며, 실물 소재와의 괴리감에 있어 기능적 

한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길이항목과 높이항목

에 대한 인체 치수 추정 알고리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체형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등, 정확한 인체 

굴곡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맞음새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단순한 주름 표현이 아닌 맞음새를 시각화하여 표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 의복의 소재 물성에 있어서도 실제 물성을 반

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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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를 

활용한 맞음새 제시에 대한 정확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3D 

가상바디 개발자 및 현재 가상피팅룸(VFR) 기술을 사용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가상착의 그리고 가상바디 모델링 기술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D 이미지로부터 3D 가상 바디를 모델링할 수 있는 한 가지 프로그램 

‘Deepbody’에 한정하였기에, 향후, 온라인 시장에서 2D 이미지로부터 

모델링된 가상바디를 도입하여 다양한 맞음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기술 개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3D 가상바디, 2D 이미지, 가상착의, 인체재현성, 맞음새 평가 
학   번 : 2019-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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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전자상거래의 확장은 전세계적으로 의류 시장의 쇼핑 패턴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의 온라인 의류 시장규모는 2017년에 810억 달러를 창출

하였으며, 2022년에는 1,2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Statista, 

2018). 국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COVID-19)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여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Shin, 2020). 

온라인 의류 판매가 꾸준한 성장을 보임에도,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직

접 착의하지 못하고 의류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사이즈에 대한 

불만족은 반품으로 이어진다(DesMarteau, 2000). 온라인 거래에서의 반

품 발생은 소비자와 업체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오기에 반품의 발생 원인과 

반품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Kim, 2010). 

최근 의류 업계에서는 가상현실 및 3D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온라

인상 발생되는 반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Holte, 2020). 가상피팅룸(VFR)은 소비자의 신체 측정을 기반으로 가상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가상 제품 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Blazquez, 2014). VFR은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맞음새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증가시켜 반품률을 줄이고,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Beck & Crié, 2018). 맞춤형 가상바디는 온라인 쇼핑을 위한 VFR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상바디는 고객의 체형과 동일할 때, 보다 설득

력 있는 시각적 정보와 사이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ong et al., 2018). 

이에 따라, 가상피팅룸 상에서의 가상바디 모델링 방안은 다수의 선행연

구가 존재한다. 3D 전신 스캐너를 활용하여 가상 바디를 생성하는 것은 가

장 정확한 치수 정보와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고비용의 전신 스캐너

가 요구됨에 따라, 소비자는 전신 스캐너가 설치된 실제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Lee & Xu, 2020).  또한 3D 전신 스캐너는 측정자가 최소한의 옷을 



 

２ 

 

입을 수록 결과가 더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많은 측정복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높다(Grogan et al., 2017).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상바디에 일부 치수 정보

를 입력하여 변형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 가상바디가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자가 인체 치수를 직접 측정하여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우며, 인체 

측정과정에서 오차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가상바디는 몇 가지 데이

터 측정만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착의 구현 시 소비자의 신

체 치수에 덜 충실하다는 점에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Lee & Xu., 

2020). 또한 3D 스캔 인체 형상에 비하여 연령대별 체형, 등 및 가슴의 돌

출 정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특징 있는 체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Lee & Jang, 2020).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소한의 신제 정보와 2D 사진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인체 치수를 획득하고 가상 바디를 모델링

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기

에 개인 신체의 사진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접

근성이 높은 정보만을 가지고 가상바디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2D 사

진 이미지로부터 구현된 가상바디는 온라인 의류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매

우 높다(Xia et al., 2018).  

하지만 기존의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에 대한 연구는 가상바디 모델

링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며,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에 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와 3D 스캔 형상

의 바디(B)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모델링된 3D 바디(A)의 치수와 형상

을 분석하여 인체 재현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의복환경에서 가상착의 맞음

새와 실제착의와의 외관 유사도를 분석하여 VFR에서 활용 시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2D 이미

지 기반의 3D 바디(A)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사이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의류 쇼핑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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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수 및 형상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입증된 3D 스캔 

형상의 바디(B)와 딥러닝을 이용한 2D 이미지 기반으로 생성된 3D 바디

(A)를 비교 분석하여 인체 재현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의복환경에서의 가

상착의 맞음새와 실제 착의했을 때와의 외관 유사도 차이를 분석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인체 치수 및 형상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2) 3D 스캔 형상(B)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3) 3D 스캔 형상(B)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실제 착의와의 외관 유사도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4) Exit interview를 활용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

에 대한 사용자 주관 평가 및 개선 방향을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를 실제 의류 

산업에서의 활용 시 정확성 및 맞음새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3D 가상 바디 및 가상

착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현재 가상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의 현주소 및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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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3D 가상 바디 모델링에 관한 연구 
 

1. 3D 스캐너를 통해 획득된 바디 

 

3D 바디 스캐너를 활용한 전신 스캐닝은 신체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신

체의 정확한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3차원의 신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Loker, Ashdow & Canrite, 2008).  

3D 전신 스캐닝 기술은 줄자를 이용한 직접 측정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며, 신체 측정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며 재현성이 높다. 또한 

인체 측정에 있어 측정자로 인한 오차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Islam, 

2020). 인체는 대칭을 이루지 않으며, 3D 전신 스캐너를 활용할 경우, 신

체의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치수 및 형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3D 전신 스캐너를 이용한 인체 측정데이터는 인체의 치수 뿐만 아니라 인

체의 형태 분석 및 사이즈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인에게 맞춤

화된 패턴과 맞음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Balach et al., 2020).  

그러나 3D 전신 스캐너는 허리선, 샅 부위, 겨드랑이 주변과 같이 신체와 

팔 다리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센서의 시야를 가리게 됨에 따라 데이터가 획

득되지 않는 Occlusion이 발생될 수 있기에 스캐닝 자세가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하게 될 위험이 있다(Gill, 2015).  

뿐만 아니라, 3D 전신스캐너는 신체 계측에 있어 단면이 아니라 3차원 

형태로 측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3D 카메라를 여러개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방식과 신체 측정 피험자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3D 카메라를 이용한 측정방식의 경우, 피험자와 3D 카메라 간의 거리가 확

보되어야 하며 측정 피험자를 회전시키는 경우에도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모두 측정 공간의 부피가 전반적으로 

크게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So & Jeon, 2020).  

이처럼 3D 스캐너를 통해 획득된 바디는 정확한 치수 및 형상 정보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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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으나 전신 스캐너를 구비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과 공간이 소요되

며 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탈의 후 촬영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실제 산

업에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Lee & Sohn, 2012).  

 

2. 파라메트릭 바디 

 

파라메트릭 바디는 기본 템플릿 바디를 변형하여 3D 가상 바디를 생성하

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직접 측정 치수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가

상바디를 변형함으로써 가상바디를 생성한다(Lee & Xu, 2019). 

현재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가상바디는 파라메트릭 바디 모델

링 방법을 기반으로 하며, 부위별 맞춤 치수 입력을 통해 가상 바디를 변형

한다. 그러나 해당 변형 부위가 한정적이기에 사실적 표현이 어렵다(Shin 

& Nam, 2015). 또한 인체 치수를 직접측정하여 입력해야한다는 점이 번

거로우며, 숙련된 측정자가 아니기에 오차 발생률이 크다. 뿐만 아니라 3D 

전신 스캔으로부터 얻은 가상바디에 비해 연령별 체형, 등 및 가슴의 돌출

정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특징 있는 체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

움이 있다(Lee & Jang, 2020). 

이처럼 3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의 파라메트릭 바디는 인체가 비례적

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측정 값이 연계되어 있어 신체의 한 부분을 조정하

면 다른 신체의 부분 또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가상바디 

모델링 시스템에 지정된 신체 측정 데이터 만을 활용하여 바디 모델링하는 

것은 인체의 정확도가 3D 전신 스캐너에 비해 높지 않다(Alfredo & 

Rodriguez, 2016). 

 

3.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바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반의 가상피팅룸에서는 소비자가 웹 

브라우저 또는 키오스크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증강된 자신의 증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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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카메라 기반 기술(예: 웹캠, 스마트폰 카메라, 

Kinect)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션과 자세를 캡처하고 추적하여 비디오 뷰 

내에서 제품 이미지를 중첩한다(Lee & Leonas, 2018). 

 Nakamura, Izutsu, and Hatakeyama(2013)은 2개의 키넥트(Kinect) 

카메라를 활용하여 신체 측정 및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반영한 새로운 가

상피팅룸(VFR)을 개발하였다. 키넥트(Kinect) 1개일 때와 2개일때의 경

우를 비교해본 결과 키넥트(Kinect)를 2개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높은 

측정결과를 보였다. 또한 키넥트(Kinect)가 사용자의 제스처를 감지할 수 

있기에 더욱 더 몰입감 있는 가상착의 경험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바디는 소비자가 실제로 가상 제품을 착용하

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피팅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3D 스캐너로 이동하거나, 신체 측정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노력이 

덜 소요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잠재력을 제공한다(Erra, 

Scanniello, & Colonnese, 2018) 

이처럼 증강현실(AR)과 키넥트(Kinect) 기술이 결합된 가상피팅룸은 

사용자가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가상 의상을 입어볼 수 있기에 신체적 몰입

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착장감과는 거리가 있어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일시적인 이벤트 성으로 끝이나, 사용자의 몰입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Lee & Ku, 2020).  

 

4. 2D 이미지로부터 모델링된 3D 바디 

 
2D 사진으로부터 구현된 3D 바디 모델링 방법은 인체의 직접 측정 치

수가 아닌, 2D 사진과 같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

로 체형 및 치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D 바디를 획득

한다. 이러한 3D 바디는 신체 사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체 측정 지표를 

기반으로 3D 바디가 생성되기에 일반적인 3D 아바타에 비하여, 보다 정확

한 모델을 제공한다(Schwind, Wolf, & Henze, 2017). 

3D 스캐너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인체 조사 사업을 통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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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체 형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높은 사진 또는 적은 수의 치수 

만으로도 가상바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인 

바디 스캐너에 비하여 휴대폰과 같이 이동이 편리한 장비로도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에 온라인 의류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다(Ballester et al., 

2018).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미지 상의 2D 관절점, 실루엣 

또는 분할과 같이 여러 단계를 종합하여 가상바디의 형상을 생성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Pavlakos, Zhu, Zhou, and Daniilidis(2018)는 RGB 학습 이미지에서 

관절에 따른 2D 상의 Heat map과 인체의 형태를 통해 실루엣을 예측하게 

한 후, 두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학습하였고, 파라메트릭 바

디(SMPL)과 통합하여 최종적인 3D 인체 형태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하

였다.  

Figure 1. Overview of 3D body modelling method from 2d image 
(Pavlakos, Zhu, Zhou, & Daniilidis, 2018) 

 

Min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인체 움직임에 대한 영상을 활용하여 

2D와 3D 상의 인체 관절점 탐색을 통하여 골격에 따른 자세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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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의 키 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높은 정밀도의 3D 가상바디를 생성

하였다. 이후, 영상 기반의 인체 동작 정보를 반영한 가상바디 모델링 방법

을 제안하여, 영상 기반의 동작 정보가 반영됨에 따라 더욱 더 자연스러운 

가상바디 모델링이 가능함을 밝혔다.  

 

 

Figure 2. Overview of 3D human pose recovery (Min et al., 2019) 

 

Saito, Simon, Saragih, and Joo(2020)의 연구에서는 Pixel-Aligned 

Implict Function을 활용하여 2D 이미지로부터 3D 바디를 모델링 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후처리 또는 측면 이미지에 대한 정보 없이 단일 이미지

로부터 3D 바디를 모델링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사진의 해상도에 따

라 전체적인 정보와 국소부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론을 할 수 있는 다단

계의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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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verview of 3D human body reconstructrion from 2D 
image (Saito, Simon, Saragih & Joo, 2020) 

Li and Cohen(2021)은 사용자의 정면 및 측면 이미지로부터 신체 부위

의 특징점을 찾는다. 이후, 선정된 3D 가상 바디와의 연결점을 지으면서 

3D 바디가 사용자의 정면 및 측면 이미지와 동일한 돌출성을 갖도록 모델

링한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가상바디에 의복 사진을 합성하듯이 착의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휴대폰 만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Figure 4. Overview of 3D body modelling method (Li & Cohen, 2021) 

이처럼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에 대한 많은 연구는 대부분 인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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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즉 모델링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생성된 3D 바디에 대한 인체 

치수 정확성 보다는 이미지를 3D로 볼륨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상착의의 활용성을 검증하는 방법도 의복 패턴이 아닌, 사진 이미지를 중첩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의류 패턴을 활용한 가상착의 검증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적 접근 방법으로 2D 이미지로부터 구현

된 3D 가상바디에 대한 인체 재현성 및 가상착의 맞음새를 검증하고, 온라

인 의류 시장에서의 가상바디에 대한 개발 및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5. 가상피팅룸(VFR)에서의 가상바디 현황  

 

가상 피팅룸(Virtual fitting room; VFR)은 소비자의 신체 측정을 기반

으로 가상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가상 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이다. 감각 요소를 사용하여 물리적 피팅 경험을 가상공간으로 변환함으로

써, VFR은 소비자의 기능적 피팅 요구를 충족하고, 소비자에게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의류 쇼핑에 내재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Blazquez, 2014).  

가상현실 및 아바타 기반 피팅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본인의 신체 치수를 

입력한 후, 자신의 체형과 똑같은 아바타(avatar)를 만든 후 옷을 입혀볼 

수 있는 간접 피팅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 시, 옷의 모델과 소

비자의 체형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간극을 줄여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Park, 2018). 이처럼, 입력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뮬레이션 기술에 따라 VFR은 잠재적으로 온라인 쇼핑 소비자

에게 기존 매장 내 피팅과 매우 유사한 피팅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Lee, 

Xu, & Li, 2020).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아바타 생성을 통하여 피

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VFR을 기준으로 가상바디 현황을 Tabl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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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Style.me는 사용자가 기본 치수 데이터를 입력함에 따라 아바타 변형이 

이루어진다(Figure 5). 변형에 필요한 데이터는 신장, 몸무게, 브래지어 사

이즈, 엉덩이 및 허리 치수와 더불어 복부 형태, 체형 타입이다. 사용자는 

아바타에 전체 의상을 착의시킬 수 있으며 360도 회전을 통해 맞음새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아바타의 머리카락과 피부 유형을 자신과 비슷하게 설

정할 수 있다.  

Wearfits은 아바타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Figure 6). 사용자의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를 수동으로 측정하면 체형이 추정됨과 동시에 아바타가 형성된다.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착의할 수 있으며, ‘check comfort’ 기능을 통해 가슴, 

허리, 엉덩이와 같은 주요 부위에 대한 맞음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Style.me 예시 이미지(https://style.me에서 발췌; Left) 
Figure 6. Wearfits 예시 이미지(https://wearfits.com에서 발췌; Right) 
 

Fit’N Shop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아바타를 형성할 수 있으며

(Figure 7), 신장, 머리크기, 어깨넓이, 가슴둘레, 브래지어 컵 사이즈, 허

https://style.me/
https://wearf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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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 엉덩이둘레, 팔길이, 팔둘레, 허벅지 길이, 허벅지 둘레, 종아리 길

이까지 13개의 항목을 수동입력하여 아바타를 변형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자의 얼굴 이미지를 촬영하여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다.  

 

 

Figure 7. Fit’N Shop 예시 이미지 (Fit’N Shop mobile app에서 캡쳐) 
 

Visual Look은 나이, 몸무게,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하면 아바타가 생성된다(Figure 8). 생성된 아바타

에, 제공되는 옷을 가상으로 착의시킬 수 있으며 360도 회전 및 확대 기능

을 통하여 맞음새를 확인할 수 있다.  



 

１３ 

 

 
Figure 8. Visual Look 예시 이미지(http://visualook.com/en/에서 발췌) 

 

Zeekit은 신체 추적 기능을 구현하여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ure 9). 타이트한 옷을 착의한 사용자가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이

미지를 업로드함에 따라 Zeekit은 인체를 감지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Zeekit 앱 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품을 가상착의 해볼 수 있다.  

 

 
Figure 9. Zeekit예시 이미지(https://zeekit.me/에서 발췌) 

 

 

 

 

 

 

http://visualook.com/en/
https://zeeki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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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s of virtual body in a virtual fitting room (VFR) 

 

 

 

 

 

 

프로그램 국가 특징 

Style.me 미국 사용자가 수동으로 치수 및 체형 정보를 입력하

여 가상 바디가 변형됨(7 항목). 

맞음새 정보는 텍스트로 제공됨 (ex. slightly 

tight, very loose등) 

Wearfits 폴란드 사용자가 수동으로 치수 및 체형 정보를 입력하

여 가상 바디가 변형됨(4 항목). 

맞음새 정보는 색과 텍스트로 표현되어 제공됨 

Fit’N Shop 한국 사용자가 수동으로 치수 및 체형 정보를 입력하

여 가상 바디가 변형됨(13 항목). 

사용자의 사진을 입력하여 얼굴 형태를 변형할 

수 있음. 

Visual Look 스페인 사용자가 수동으로 치수 및 체형 정보를 입력하

여 가상 바디가 변형됨(6 항목). 

360도 회전 및 확대 기능을 통하여 맞음새를 확

인함. 

Zeekit 이스라엘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업로드함

에 따라 Zeekit은 인체를 감지하여 가상착의함. 

실제 인체 이미지가 곧 가상 바디로 활용됨. 



 

１５ 

 

제 2 절 가상 바디에 대한 인체 재현성 평가에 관한 연구  

 

3차원 인체 형상 측정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체의 수직, 또는 수평 단면

을 측정하여 활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횡단면의 형상의 

공극 거리 변화에 따른 체형별 차이점을 분석하는 훌륭한 기준이 되고 있다

(Kim G., 2018). 가상바디에 대한 인체 재현성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

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바

디의 인체 치수를 획득하여 직접측정치와 비교하는 연구, 둘째, 인체의 단

면 공극거리와 편평률을 활용한 바디 분석 연구, 셋째, 바디의 단면을 중합

하여 형상을 비교하는 연구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연구들을 정리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3D 프로그램의 발달에 따라 3D 상의 가상

바디로부터 인체 치수를 획득하고, 이를 직접측정치와 비교 분석하여, 3D 

바디로부터 획득한 치수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치수 오차의 개선방향을 제

시하였다.  

Choi, Nam, and Kim(2014)의 연구에서는 가상 인체에 대한 치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의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신체 사

이즈 변경 방법을 조사하였고, 각 프로그램의 파라메트릭 가상바디를 20대 

여성 표준 모델과 비교하여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각 프로그램에

서 제공하는 가상 신체 치수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3D 

인체 측정에서 허용되는 최대 오차를 초과하기에 가상 랜드마크의 모호한 

부분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Han, Nam, and Choi(2010)는 14개의 인체 부위에 관하여, 3D 스캔

으로부터 획득된 인체 치수와 직접측정치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

석하였다. 또한 연령과 BMI 특징을 모두 고려하여 3D 스캔으로부터 획득

된 인체 치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Istook, Lim, and Chun(2011)은 20, 30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직

접측정치와 3D 스캐너로부터 획득된 자동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3D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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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는 흉상 둘레, 발목 둘레, 팔꿈치 둘레, 어깨 길이, 진동 깊이 및 팔 길

이에서 직접측정치보다 더 크게 측정되었음을 밝혔으며, 측정 오차를 줄이

기 위해서는 정확한 랜드마크의 설정이 개선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체의 단면 공극거리와 편평률을 활용한 바디 형상 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Han and Nam(2009)의 연구에 따르면 3차원 인체 

측정은 전통적인 계측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였던 인체치수 뿐만 아니라, 인

체의 횡단면에서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 입체적인 

형상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치수나 직접 측정에서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절개 단면에 따른 곡선의 형태와 부피 등을 즉각적으

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hin and Nam(2015)의 연구에서는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가슴둘레,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에서 각 단면을 획득하였고, BMI 별로 공극거리를 

측정하여 파라메트릭 바디 변형을 위한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편평률 분

석을 통하여 인체 단면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Lee and Ryu(2007)은 2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 관찰 연구에서 편평

률을 지수치로 활용하여 체형을 유형화 하였다. 편평률은 너비에 대한 두께

의 비율로, 수치가 작을수록 신체의 전후면 방향으로 납작하고, 수치가 클

수록 전후 방향으로 둥근 체형으로 볼 수 있으며 체형을 분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바디의 단면을 중합하여 형상 비교 연구는 기준 축에 의하여 단

면 형상을 자른 뒤 중합하여 비교하거나, 전체 형상을 중합하여 형상의 차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Treleaven and Wells(2007)는 3D 스캐너를 활용하여 사람의 신체 

크기, 모양 및 피부 표면 영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시간 차를 두고, 

여러 번 스캔을 하였다. 여러 번의 스캔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형상의 이미

지를 중첩하여 체형과 자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의류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체형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ttp://lps3.www.dbpia.co.kr.libproxy.snu.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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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ide view of body shape (Treleven & Wells, 2007) 
 

Lim and Istook(2011)의 연구에서는 3D 스캐너로 측정된 가상바디

와 인체 치수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Optitex 소프트웨어 상의 가상바디를 

변형하였고, 형상의 차이를 정면 및 측면 실루엣 중합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동으로 입력하여 변형된 아바타의 가슴과 뒷면이 3D 스캔 형상

으로부터 변형된 아바타보다 조금 더 도출되어 표현되었으며, 수동 입력으

로 변형된 아바타는 측면 부위에서 가슴, 허리, 복부, 엉덩이 부분이 더 크

게 구현되었음을 파악하였다.  

 

Figure 11. Overlap image of front and side view of avatar 
(Lim & Ist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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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Nam, and Kim(2014)의 연구에는 앞목점을 수직 기준으로 단

면을 추출하였으며, 각 가상 종단면은 수직 기준으로 가상 측면 허리 지점

에 의해 분할하였으며, 가상 흉상 지점, 가상 앞 허리 지점, 가상 엉덩이 지

점으로 나누어 재정렬하여 형상 차이를 분석하여 가상바디의 인체 재현성

을 평가하였다.  

 

 

Figure 12. Virtual longitudinal sections of each parametric body 
(Choi, Nam, &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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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3D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에 관한 연구 

 

가상 착의는 3차원 가상 공간 안의 인체 형상에 의복을 착의시킴으로

써 실제 봉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의복 실루엣과 여유량의 차이 등을 확

인할 수 있기에 실제 착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Park, 2007). 이러한 가상착의 시스템이 의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착의 시뮬레이션이 실제와 동일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착의의 정확성과 활용가능

성을 검증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와 3D 스캔 형상(B), 총 

2개의 바디에 3차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의복 패턴을 가상착

의 하고, 착의된 가상의복이 실제 의복의 맞음새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3차원 스캔 형상을 이

용한 맞음새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실험에 사용될 방법을 도출하였

다.  

 

1. 공극량 평가 

 
단면 중합도와 공극길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슬라이딩 게이지(Sliding 

gauge)나 모아레(Moire) 형상법이 있었으나, 단면 추출에 많은 시간과 노

력이 들어감에도 결과의 오차가 커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3차원 스캐너를 통해 획득한 인체 데이터는 인체 치수 데이터와 형상 데이

터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단면과 공극량을 보는 것이 쉽고 정밀해졌다

(Kim & Nam, 2012) 이러한 공극량 분석은 주관적인 외관평가를 객관적

으로 정량화할 수 있으며, 특히 1차원적으로 더해진 여유량을 3차원 입체

형상으로 나타냄으로써 착의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체형 또는 바디에 따른 여유량의 분포를 알 수 있다(Choi & Kim, 2004).  

Choi and Kim(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복 기본 원형 제도법을 3D 

스캐너를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3D 스캐너에 의한 단면 중합도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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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의 여유량과 공극량 분석을 통하여 원형을 분석하였다. 공극량 계측 부

위는 앞중심부, 오른쪽 앞사선부위, 왼쪽 앞사선부위, 오른쪽 옆선, 왼쪽 옆

선, 뒤중심부위, 오른쪽 뒤사선부위, 왼쪽 뒤사선부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Figure 13. Airgap measurement method (Choi & Kim, 2004) 
 

Loker, Ashdown and Schoenfelder(2005)는 인체 스캔 데이터와 의

복을 착용한 스캔 데이터를 중합하여, 인체 스캔과 의복을 착의한 스캔 데

이터 사이의 선형 거리를 계산하여, 단면 외곽의 형상을 분석하였다. 맞음

새를 시각화 및 수치화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혔다.  

 

Figure 14. Airgap measurement method (Lok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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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sey and Bruniaux (2013)는 맞춤 의류 디자인 단계에서 3차

원으로 인체와 의복 사이의 여유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으

며, 스캔으로 얻은 3D 바디와 의복을 착의한 상태에서 스캔된 3D 바디간의 

공극거리를 분석하여 3차원 의류의 맞음새를 정량화하는 효율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Figure 15. Airgap measurement method(Thomassey & Bruniaux, 

2013) 
 

Kim, S.(2016)은 슬랙스  패턴 설계 시에, 인체가 좌우 대칭이므로 공

극량 분포 또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가정하여, 앞뒤 중심선을 기준

으로 오른쪽 수평 단면의 공극라인을 전체 180°를 3등분하여 1°~60°

를 앞면, 61°~120°를 옆면, 121°~180°를 뒷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극라인을 1° 간격으로 추출하여 공극량을 구하고, 공극량 분포도로 나

타내었다. 이로써,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체와 슬랙스 간 공

극량 분포 분석에서 슬랙스의 여유분이 증가함에 따라 슬랙스 표면의 요철

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군주름이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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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irgap measurement method of pants (Kim, S., 2016) 
 

2. 외관 평가 

 

의복 맞음새의 외관 평가는 의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

이 피험자의 의복 착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거나 의복을 착

용한 피험자가 착용감과 동작 적응성에 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

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의복 맞음새 평가 중 하나

이다(Kim & Nam, 2012). 외관평가를 통한 의복 맞음새에 관한 평가에 대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and LaBat(2013)은 가상 온라인 쇼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3차

원 의류 시뮬레이션의 충실도와 정확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하였

고, 사용자는 시뮬레이션된 쇼핑 경험에 맞는 가상 바디 핏과 실제 바지 핏

을 13개의 맞음새 항목을 기반으로 외관 평가를 하였다. 가상 바지의 전체

적인 외형은 실제 바지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바지 길이와 허리 밴드

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Yin(2014)는 20~30대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국가에서 개발

된 3개의 가상착의 프로그램 ‘Optitex’, ‘CLO 3D’, ‘I-designer’

를 활용하여, 3D 스캔 가상 인체 모델에게 각 6벌의 의복을 가상착의하였

고, 이를 캡처 이미지로서 의류 전문 평가자들에게 제시하여 실제 착의와 

3D 가상착의의 외관 유사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CLO 3D는 

OptiTex와 iDesigner 프로그램에 비하면 유사도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군주름 항목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유사도가 낮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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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Lee and Park (2017)는 직물 및 니트 소재의 드레스 원형에 대하여 

실제 착의와 가상착의 상태를 비교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외관 평가를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실제 착의와 가상착의에 대한 맞음새 분석은 의류 총 길이

와 너비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을 밝혔으며, 3D 가상 착의 기술이 맞음

새 평가 도구로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도구임을 밝혔다.  

Li (2018)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서 착의해야하는 전통 의상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가상 착의와 실제 착의에 대한 외관 및 맞음새 

평가를 하였다. 3가지의 소재로(면, 실크, 마) 2개의 전통 의상 디자인을 실

험복으로 제작하였으며, 맞음새 평가 항목으로는 전반적인 맞음새와 깃 부

위 그리고 소매부위 총 3가지 항목에서 외관 및 맞음새를 평가하였다. 외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러 겹을 착의해야하는 전통 의류가 Optitex와 같은 

가상 소프트웨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Wang, Kwon, and Kim(2020)의 연구에서는 20~30대 중국 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외관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티셔츠, 원

피스 드레스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실제착의 간의 유사한 정도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티셔츠와 원피스 드레스 모두 3D 가상착의 의복이 실제

착의를 2D 도식화보다 약간 더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복의 외관에 대한 맞음새 평가 항목은 의복

의 디자인 또는 아이템에 따라 주요한 맞음새 부위가 선정된다. 또한 전문

가 또는 착의자의 외관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맞음새의 유의차를 검증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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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erature review on the appearance evaluation of clothes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평가자 평가내용 

Kim & 

LaBat 

(2013) 

2~20사이

즈(ASTMD 

5585-95 

standard) 

가상 온라인 쇼핑 

시나리오를 기반으

로 3차원 의류 시뮬

레이션의 충실도와 

정확성에 대한 사용

자의 평가를 조사 

실제 착의 

평가에 참여

한 여성 37

명 

ASTMD 

5585-95 

standard 기

준으로 2에서 

20사이즈로 

제작된 바지 

Yin 

(2014) 

20~30대 

성인 여성의 

평균 치수의 

표준편차 범

위 

이스라엘, 한국, 일

본의 세 국가의 다

양한 가상착의 프로

그램들을 이용하여 

실제착의와 외관 유

사도를 비교 분석 

전문가 

30명 

이형숙, 남윤

자(2007)의 

바지, 토르소 

원형 패턴 

Li, B. 

(2018) 

미국 

Standard 8 

사이즈의 가

상마네킹 

여러 겹의 옷을 겹

쳐서 착의해야하는 

전통 의상을 대상으

로 가상착의와 실제

착의의 외관 및 맞

음새 평가를 조사 

의류학 전공 

학생 98명 

3개의 소재로 

제작된 중국 

전통 의상 치

파오와 한푸 

Wang, 

Kwon, 

& Kim. 

(2020) 

여성 피팅 

모델에 대한 

평균 치수의 

표준편차 범

위 

티셔츠, 원피스 드

레스의 2D 도식화, 

3D 가상착의, 실제

착의 간의 유사한 

정도를 파악 

20~30대 

일반인 중국 

여성 

110명 

티셔츠와 원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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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흐름도 및 연구 문제  

 

Figure 17. Flowchar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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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총 4가지이며, 두 가지 소재(직물과 편성물)

로 구성된 의복 환경에서 가상 착의 맞음새 및 외관 유사도 평가가 수행되

었다.  

 

연구 문제 1)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 (A)에 대한 인체 치수 및 형상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2) 3D 스캔 형상(B)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3) 3D 스캔 형상(B)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실제 착의와의 외관 유사도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4) Exit interview를 활용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

에 대한 사용자 주관 평가 및 개선 방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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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선정 및 3D 바디 획득 방법 

 

1. 연구 참여자 

 

제 6차 사이즈코리아의 20, 30대 여성 치수의 평균 표준 편차 내에 속하

는 여성 14명을 모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인체 치수 항목은 KS 

규격에 따른 의류 치수 표기의 기본이 되는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3. The 6th Size Korea women's 20/30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2.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Prototype 가상바디(A))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아이비시스에서 공동개발한 Deepbody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를 획득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prototype 가상바디(A)로 명명하였다. Han, Wu, Wu, Yu, R, et al 

Davis(2018)와 Gunel, Rhodin, and Fua(2019)의 연구에 따르면, 알고

리즘 개발을 위한 학습 이미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주로 크롤링

(crawling)기법을 활용하였다. 크롤링(crawling)기법은 web 상에서 존재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크롤링(crawling) 기법으로 획

득한 이미지 데이터는 오로지 이미지 데이터만 존재하며, 이미지의 대상과 

관련한 정확한 인체 치수 및 나이 정보 등을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차원의 인공지능 기술의 학습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체의 2D 이

미지의 픽셀 정보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체치수 및 나이 등

의 정보가 필요하다. 서울대-아이비시스에서 공동개발한 Deepbody 프로

항목 키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평균 (Mean) 1598 85.8 70.6 92.8 
표준편차(S.D.) 5.14 6.71 6.73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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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서는 사이즈코리아의 빅데이터로부터 타이트한 옷을 착의한 2D 정

면 이미지와 3D 스캔 형상 OBJ 파일 그리고 세부 인체 치수 데이터를 수집

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였다. Figure 18

은 본 연구에서 학습데이터를 생성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Deepbody는 Mask RCNN, AMDNet (AnthropoMetric Deep 

Learning Network) 및 3D Reshaper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의 키, 몸

무게, 정면 전신 사진을 입력하면 Mask RCNN 및 AMDNet을 사용하여 인

체 측정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Mask RCNN은 입력된 이미지에서 신체의 

분할을 예측하며, 예측된 값은 AMDNet의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이때의 

AMDNet은 MaskRCNN의 출력과 키를 입력하여 인체 측정 파라미터를 예

측하는 딥러닝 네트워크이다(Figure 19).  

 Figure 19. Deepbody system structure (Hwang, You, & Cho. 2021) 

Figure 18. The process of creating learning data 



 

２９ 

 

Deepbody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Mask RCNN 알고리즘은 인체 특징

점을 인식하여 골격계를 구성한다. Mask RCNN은  2018 Facebook AI 

Research에서 처음 선보인 알고리즘으로, Mask RCNN은 object 

detection, instance mask, key point 추정이 가능하다. Figure 20는 

Mask RCNN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framework를 통하여 한 이미지

로부터 다른 클래스의 다수 객체를 검출할 수 있다. Instance 

segementation은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탐지하는 동시에 각

각의 경우(instance)를 정확하게 픽셀 단위로 분류하는 task이다. Figure 

21에서의 (c)semantic segmentation은 동일하게 분류된 카테고리의 

instance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instance segmentation과 차이

가 있다. 즉 instance segmentation은 객체를 탐지하는 object detection 

task와 각각의 픽셀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semantic segmentation task

가 결합된 것이다. Deepbody의 시스템은 Mask RCNN의 instance mask 

만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신체의 특징을 추출한다. 이후, 딥러닝 네트워크인 

AMDNet을 활용하여, Mask RCNN의 instance mask와 가중치를 적용하

여, 신체 측정 데이터가 출력된다. 출력된 신체 측정 데이터에 따라, 3D 가

상바디가 재형상화 된다(Garcia et al., 2017; He, Gkioxari, Dollár & 

Girshick, 2017; Hwang, You, & Cho, 2021). 

Figure 20. Mask R-CNN (He, Gkioxari, Dollár, & Girshic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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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Example of instance segmentation (Garcia et al., 2017). 
 

Deepbody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정면 사진 이미지와 신장 그리고 몸

무게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인체 치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인체 특징점과 골

격계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바디를 생성한다. 또한 생성된 3D 바

디는 .obj 파일로 저장될 수 있으며, 3차원 의복 패턴을 활용하여 가상착의

하여 맞음새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로부터 감지된 인체로부터 치수를 추정할 수 있

고, 사이즈코리아 데이터 3D 형상을 기반으로 개발된 Deepbody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를 수집하고자 한다(Figure 22).  

 

Figure 22.  Deepbody 예시 이미지(Deepbody 프로그램에서 발췌) 
 

연구 참여자는 인체의 굴곡이 드러날 수 있는 타이트한 티셔츠와 레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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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착의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의 정면 사진을 획득한다. 사진 카메라가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2m의 거리를 유지한 후 수평을 맞추어 획득하였

다. 이후, 정면사진과 키 그리고 몸무게 정보를 Deepbody 프로그램에 입력

하여 연구참여자의 2D 이미지로부터 모델링된 prototype 가상바디(A)를 

획득하였다.  

 

3. 3D 스캔 가상바디(B)- 전신 스캐너로부터 수집된 가

상바디 

 

3D 스캔으로부터 획득된 가상바디(B)는 연구참여자가 스캔복을 착의한 

상태에서 독일 Vitronics 사의 VITUS 스캐너를 활용하여 스캔 형상을 획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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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체 재현성 검증 방법 

 
1. 치수 정확도  

 

본 연구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와 실제 인체 치수를 각 인체 치수 

항목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 t-

test)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직접치수와 각 가상바디와의 측정치 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Prototype 가상바디(A)와 연구참여자의 직접치수 간의 비교 항목은 

Istook, Lim, and Chun(2011)의 연구에서 둘레(12항목), 길이(6항목), 

높이(3항목)을 참고하였다. 진동길이와 진동둘레 항목의 경우 3D 스캔 상 

정확한 형상을 획득하기 어렵고 가상바디의 자세를 변형하기 어렵기 때문

에 팔부위에 대한 둘레 측정항목으로는 편팔둘레와 손목둘레로 대체하여 

측정하였다. Istook et al. (2011)의 연구에서 선정된 높이는 하반신에 한

정되었기에, Han, Nam, & Choi(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키와 목뒤높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총 19개의 인체 치수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높

이항목 5항목, 둘레항목 10항목, 길이항목 4항목으로 Table 3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직접측정치는 마틴 계측기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에서 제시된 표준 인체 측정법을 참조하여 부위별 3회를 반

복 측정한 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Size Korea, 1997). 

Prototype 가상바디(A)의 인체 치수는 Design X(Geomagic, USA)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

라 랜드마크를 선정한 뒤 3D 상에서 치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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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ment items of human body dimensions for 
comparative analysis 

구분 # 항목 영문 항목  

높이항목(5항목) 

A 키 Height  
B 목뒤높이 Neck Height 
C 허리높이 Waist Height 
D 엉덩이높이   Hip Height 
E 샅 높이  Crotch Height 

둘레항목(10항목) 

F 목밑둘레 Neck girth 
G 젖가슴둘레 Bust girth 
H 허리둘레 Waist girth 
I 엉덩이둘레 Hip girth 
J 넙다리둘레 Thigh girth 
K 무릎둘레 Knee girth 
L 종아리 둘레 Calf girth 
M 발목둘레 Ankle girth 
N 편팔 둘레 Arm girth 
O 손목둘레 Wrist girth 

길이항목(4항목) 

P 어깨가쪽사이길이 Shoulder length 

Q 등 길이 Back waist length 
R 팔 길이 Arm length 

S 엉덩이 옆길이 Waist to 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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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상 유사도  

 
인체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체형이 세분화되어 있기에, 동일한 사

이즈를 갖더라도 같은 체형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 스캐너를 

통해 수집된 3D 스캔(B)를 활용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의 형상 재

현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동일한 실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B)를 Design X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인체 부위에 대한 단면을 추출하였고, 기준점에 의한 중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X축의 인체 단면은 선정된 둘레 10개 항목에 대한 기준점

을 지나는 수평면으로 정의하였다. 인체 정면의 Y축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상반신의 경우 허리 앞점을 지나는 수직면, 하반신의 

경우 단면 너비의 중간을 지나는 수직면으로 설정하였다. 인체 측면의 Z축

의 경우 추출된 단면 깊이의 중간을 지나는 관상면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23. Body cross section of prototype virtual body(A) and 3D 
scan(B) 

 

Prototype 가상바디(A) 3D 스캔 형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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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단면(X축): 선정된 둘레 10개 항목에 대한 수평면 

• 인체 정면(Y축) 

- 상반신: 허리 앞점 지나는 정중면 

- 하반신: 각 단면 너비의 중간을 지나는 수직면  

• 인체 측면(Z축): 각 단면 깊이의 중간을 지나는 관상면 

 

1) 단면 형상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 분석  

 

    X축에 의해 잘려진 단면 형상의 커브는 AutoCAD (Autodesk, US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X축에 의해 잘려진 단면 형상은 Y축(정면)에 의하여 

잘려진 선(0 ͦ, 180 ͦ)과 Z축(측면)에 의해 잘려진 선(90 ͦ, 270 ͦ)으로 나뉘

게 된다. 이후, 두개의 기준선에 의하여 나머지 각도는 30도 간격으로 추출

하여 공극거리를 분석하였다.  

상반신에서는 5개의 항목, 하반신에서는 5개의 항목 총 10개의 인체 항

목에 대한 단면 형상을 prototype 가상바디(A)와 실제 인체 스캔 형상(B)

으로부터 각각 추출하였다. 이후, Y축과 Z축에 의한 기준선의 교차점을 중

심으로 prototype 가상바디(A)와 스캔 형상(B)를 중합하였고, 공극거리

를 획득하였다.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인체 스캔과 형상이 동일하다면, 인체 단

면 형상의 각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 차이는 0이다. 이에 따라 획득된 공극

거리의 평균값이 기준 값 0에 가까운 값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차

(residual)들에 대해 단일표본 t-test(one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2) 3D 바디(A)와 (B)의 실루엣 중합도 분석 

 

국제표준화기구 ISO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체형을 분류하는데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드롭(drop)의 개념이다(Jung, Kwon, & Park, 

2012). ISO(ISO/TR 10652, 1991)에서는 엉덩이둘레-가슴둘레의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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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따라 여성체형을 H, M, A의 3체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드롭 분포가 

9cm 이상(평균 12cm)이면 엉덩이가 큰 체형(A 체형), 4~8cm (평균 

6cm)이면 표준 체형(M 체형), 3~4cm (0cm)이면 엉덩이둘레가 작은 체

형(H 체형)이라고 정의하였다(Table 4).  

 

Table 4. ISO/TR 10652 body types  
체형(Body Type) 평균 드롭(drop) 치 

A Large hip 12cm(9cm 이상) 

M Medium hip 6cm(4~8cm) 

H Small hip 0cm(3~4cm) 

 

본 연구에서는 평균 드롭 치에 가까운 연구참여자를 각 체형그룹 별 한

명씩 선정하였으며,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그리드와 함께 정면 및 측면 

실루엣 이미지를 추출하여 정확한 이미지 중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획득

된 정면과 후면의 외곽 형상을 추출하기 위한 이미지 전처리와 이미지 중합

에는 포토샵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3D 스캔 바디 형상과 2D 가상바디의 형상을 중합하여 인

체 실루엣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3) 3D 바디(A)와 (B)의 편평률 분석 

 

편평률은 좌우너비를 앞뒤두께로 나눈 것으로 체간부의 단면 형태를 분

석하는데 사용된다. 편평률이 크면 단면이 납작한 타원 형태를 나타내고 편

평률이 작으면 단면이 동그란 특징을 가진다(Shin, 2008). 본 연구에서는 

각 가상바디의 단면 형상 특징을 편평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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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상착의 맞음새 검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로부터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 총 2개의 가상바디를 수집하였다. 이후 2개의 가상바디에 3D 가

상 의복을 가상착의하여 가상착의 맞음새와 실제착의와의 외관유사도를 평

가하였다. 

 

1. 실험복 

 

실험복 제작과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의복 아이템은 그림과 같

이 토르소 원형과 바지 원형 총 2가지 의복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실험복 패턴은 Lee & Nam(2007)의 토르소와 바지 원형 패턴 제

도법을 이용하였으며, 6차 사이즈코리아의 20, 30대 평균 치수를 기준으로 

2가지 의복 디자인의 패턴을 제도하였다. 

 

Table 5. Block patterns for torso and pants (Lee & Nam, 2007) 

 
실험복의 소재로는 100% cotton으로 직물(woven)원단과 100% 

cotton 편성물(knit) 원단으로 동일한 혼용률이지만 조직의 차이가 있는 2

가지 원단을 선정하였으며, 2 x 2 design 실험 설계로 총 4가지의 실험복

토르소 원형(Torso) 바지 원형(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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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였다. 소재의 물성은 각 원단 당 10cm x 10cm의 시료를 준비하

였고, 표준실험실(온도 20 2℃, 상대습도 65 2%)의 향온향습기에 넣어 

24시간 방치 후, 수분 평형상태를 만든 후, 무게는 KS K 0514 표준에 따

라, 두께는 KS K ISO 5084 표준에 따라 측정하였다(Korean Standards 

& Certification, 2017).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5번 반복 측정을 실시

한 후 평균 값을 적용하였다. 측정된 두께와 무게의 결과는 Table 6와 같다.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clothing (woven/knit) 

구분 소재 
평균 두께 

(mm) 
평균 무게 
(g/𝑚𝑚2) 

직물(woven) 면 100% 
(30수) 

0.37 591 

편성물(knit) 면 100% 
(30수) 

0.41 733 

 

2. 가상 의복 

 

본 연구에서는 가상착의를 위해, 한국 CLO Virtual Fashion Inc.의 

CLO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실험복 패턴은 디지타이저를 활

용하여 종이패턴을 DXF 형식으로 저장하여 디지털화 한 뒤, CLO 가상착

의 프로그램의 의류 패턴 파일로 변환하였다.  

CLO 가상착의 프로그램 상의 원단 물성을 실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CLO Fabric kit 장비를 이용하였다. CLO Fabric kit 장비는 원단

의 두꼐, 무게, 강도, 신축성 및 굽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값을 

CLO 프로그램의 에뮬레이터(emulatior)기능에 입력하여 실제와 동일한 

가상 원단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원단의 태와 색상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

여 실제 실험복 제작에 사용된 소재를 스캔하여 .jpg 파일을 가상착의 토르

소 및 바지 원형 패턴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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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의 단면 상 공극 면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CLO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 실험복 4종을 각각 가상착의하였다. 이후, 실험복을 착

의한 상태를 다시 OBJ 파일로 저장한 뒤 Design X 프로그램에서 착의 단

면을 추출하였다. 착의 단면의 생성 부위는 토르소 원형은 목밑둘레, 젖가

슴둘레, 허리둘레 밑단의 최하단 수준, 편팔둘레, 손목둘레 총 6부위에서 생

성하였고, 바지 원형은 허리벨트의 최상단 수준,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총 6부위에서 생성하였다. 추출된 착의 단

면을 활용하여 AutoCAD 상에서 가상 의복과 각 바디 사이의 공극면적을 

산출하였다. 이후,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공극면

적에 대한 차이는 의복 종류, 소재에 따라 독립 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젖가슴둘레 목밑둘레 허리벨트의 최상단 수준 무릎둘레

밑단둘레 최하단 수준 편팔둘레 엉덩이둘레 종아리둘레

허리둘레 손목둘레 넙다리둘레 발목둘레

 토르소 원형 바지 원형

Figure 24. Example of airgap analysis for torso and 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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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외관 유사도 평가 방법 

연구참여자는 총 2회차 방문을 통해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

인 연구 흐름도는 Figure 25와 같다.  

1회차 방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를 획득하였다. 이후 2회차 방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각 바디에 가

상착의된 8가지 자극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평가를 진행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실제 실험복을 착의한 상태에서 거울에 비치는 착의 모습

과 본인의 바디로 구성된 자극물을 비교분석하여 외관유사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Section I 실험복에 대한 맞음새 평가, Section II는 실제 착

의와 가상착의와의 유사성 평가 총 2개의 파트로 구성되었다(Table 7).  

설문지의 Section I은 실험복에 대한 맞음새 평가로, 실험복을 연구참

여자 개개인에게 가상 착의를 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맞음새 평가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표준 체형의 대표 모델 1명을 선정하여 맞음새를 평가하도

록 하였다. 제 6차 사이즈코리아에서 20, 30대 여성 표준 체형의 대표 모델 

1명을 선정하였고, 2개의 소재로 제작된 토르소와 바지 원형 총 4벌을 가상

착의하였다. 각 의복에 착의된 이미지에 대한 맞음새는 5점 척도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설문지의 Section II는 실제 착의와 가상 착의와의 유사성 평가로, 연

Figure 25. Flowchart for appearance similar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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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는 4가지의 실험복을 각각 실제 착의하고, 거울을 활용하여 본인

이 실험복을 착의한 상태를 관찰한다. 거울에 비치는 실제 착의 모습과 각 

바디에 가상착의된 자극물에 대한 외관 유사도를 각 부위별로 평가하였다. 

이후, 각 실험복에 따른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실

제 착의에 대한 외관 유사도 차이를 독립표본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Table 7. Evaluation items for surveys 

 
 
 
 
 
 
 
 
 
 
 
 
 
 
 
 

구
성 

평가 내용 바디 의복 아이템 소재 문항 

1 
실험복에 대
한 맞음새 
평가 

표준 체형의  
3D 스캔 바

디 

토르소 직물(woven) 1 

편성물(knit) 1 

바지 직물(woven) 1 

편성물(knit) 1 

2 

연구참여자
의 바디를 
대상으로 실
험복에 대한 
실제 착의와 
가상착의 비
교 

연구참여자
의 2D 이미
지로부터 구
성된 가상바

디(A) 

토르소 직물(woven) 10 

편성물(knit) 10 

바지 직물(woven) 6 

편성물(knit) 6 

연구참여자
의  

3D 스캔 바
디(B) 

토르소 직물(woven) 10 

편성물(knit) 10 

바지 직물(woven) 6 

편성물(kni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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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Exit Interview  

 

실제 착의와 외관 유사도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간단한 3-4가지 개

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exit interview가 진행되었다. 질문 내용은 2D 이미

지로부터 모델링된 가상바디의 장점과 단점, 개선 방향과 소재 물성 표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틀을 정하였고, 면접 시 면접 대상자의 반

응과 특성에 따라 추가질문을 하여 결과기술에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답변은 동의 하에 기록되었다. Park and Langseth-Schmidt(2016)에 따

르면 exit interview는 통계 분석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정보

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으로 획득된 통계적 분석 결과와 질적 

연구로 획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prototype 가상바디(A)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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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절 인체 재현성 평가  

 

1. 치수 정확도 검증 

 

  인체 치수 19개 항목에 대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와 실제 인체의 인

체 치수를 측정하였고, prototype 가상바디(A)와 실제 인체 치수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8은 인체 부위별 치수를 비교한 결과이며, Figure 26는 Table 8에 

대한 인체 부위별 차이를 선형 그래프를 활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Prototype 가상바디(A)와 실체 인체 치수 간의 차이는 특히 높이 2항

목(허리높이, 샅높이), 둘레 5항목(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종아리둘레, 

무릎둘레, 발목둘레), 길이 2항목(어깨가쪽길이, 팔길이)에서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p ≤ 0.05).  

높이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샅높이이며 prototype 가

상바디(A)가 직접측정에 비하여 -3.6cm 낮게 표현되었다. 그 외의 항목

에서는 허리 높이 -2.2cm, 엉덩이 높이 -1.0cm, 목뒤높이 -0.3cm,  키 

-0.8cm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높이항목에서 prototype 가상바

디(A)가 실제 인체 치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처럼, 높이 항목 중 키와 

목뒤높이는 치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허리높이와 엉덩이높이 그리고 샅

높이에서의 치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허리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몸통과 하반신 부위의 높이에 대한 인체 재현성이 떨어짐을 의미한

다.  

둘레항목을 살펴보면, 넙다리 둘레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가장 큰 

치수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 인체 치수에 비하여 -2.6cm 작게 측정되었다. 

그 외의 항목으로는 종아리 둘레는 -2.3cm, 엉덩이 둘레는 -2.3cm, 젖가

슴둘레는 -2cm, 팔둘레 -1.6cm, 발목둘레 -1.6cm, 무릎둘레 -1cm,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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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 +0.9cm, 손목둘레 -0.5cm, 목밑둘레 0.1cm 순으로 차이가 나타

났다. 넙다리 둘레, 종아리 둘레, 엉덩이 둘레, 발목둘레, 무릎둘레 등의 하

반신에 해당되는 둘레 항목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의 치수가 실제 치

수에 비해 작게 측정되었기에, 하반신 둘레 항목이 prototype 가상바디(A)

의 재현성이 낮은 인체 부위임을 확인되었다. 그 반대로, 허리둘레, 손목둘

레, 목밑둘레는 1cm 미만 차이로 치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들 항목에 대해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인체 재현성이 유사하게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항목에서는 어깨가쪽길이와 팔길이는 각각 -2.8cm, -1.9cm로 

prototype 가상바디(A)가 실제 인체치수에 비하여 짧게 측정되었다. 그 외

의 길이항목인 등길이는 +0.9cm로 실제 인체에 비하여 조금 더 길게 측정

되었고, 엉덩이 옆길이는 실제 인체에 비하여 -0.2cm 짧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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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human body dimensions between the 
prototype virtual body(A) and real human body 

*p≤0.05, **p≤0.01, ***p≤0.001 

 

 

 

 

# 측정항목 
Prototype 

가상바디(A) 
직접 측정 치수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A 키 159.84 3.49 160.68 5.21 -0.84 0.50 0.623 

B 목뒤높이 134.71 2.73 134.96 4.27 -0.25 0.19 0.851 

C 허리높이 99.77 1.79 101.98 3.25 -2.21 2.22 0.035* 

D 엉덩이높이 78.94 2.14 79.94 3.56 -1 0.90 0.378 

E 샅높이 69.07 1.57 72.72 3.49 -3.65 3.57 0.001*** 

F 목밑둘레 38.57 1.42 38.44 1.52 0.13 -0.23 0.819 

G 젖가슴둘레 84.99 2.86 86.96 2.48 -1.97 1.95 0.062 

H 허리둘레 70.52 2.37 69.60 4.16 0.92 -0.72 0.478 

I 엉덩이둘레 91.16 1.90 93.45 2.39 -2.29 2.80 0.009** 

J 넙다리둘레 53.21 1.15 55.78 2.70 -2.57 3.27 0.003** 

K 무릎둘레 33.67 1.12 34.71 1.34 -1.04 2.24 0.034** 

L 종아리둘레 33.15 1.12 35.45 1.53 -2.3 4.55 0.000*** 

M 발목둘레 19.77 0.93 21.38 1.22 -1.61 3.92 0.001*** 

N 팔둘레 25.70 1.65 27.31 2.48 -1.61 2.02 0.054 

O 손목둘레 14.11 0.87 14.66 0.81 -0.55 1.71 0.099 

P 어깨가쪽 
길이 

36.86 1.77 39.64 1.66 -2.78 4.29 0.000*** 

Q 등길이 36.14 1.23 35.24 2.02 0.90 -1.41 0.169 

R 팔길이 49.77 0.67 51.67 2.50 -1.90 2.74 0.011* 

S 엉덩이  
옆길이 

21.73 1.20 21.94 1.31 -0.21 0.69 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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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Graph of the difference in dimensions between the 
virtual body(A) and real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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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상 유사도 검증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가 실제 인체의 형상을 재현하는지 그 유

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단면 형상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를 파악하여 각 치수 항목별 차이를 보이는 각도 부위

를 확인하였다. 둘째,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정면

과 측면의 실루엣을 추출하여 중합하였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셋째,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편평률 비교 분석을 통하여 

체간부의 단면 형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 단면 형상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반신 부위에서 5개의 항목, 목밑둘레, 젖가슴둘레, 허리

둘레, 편팔둘레, 손목둘레 그리고 하반신 부위에서 5개의 항목,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에 대하여 0도에서 360도 까

지 30도 간격으로 공극거리를 산출하였다.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인체 스캔과 형상이 동일하다면, 인체 단

면 형상의 각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 차이는 0이기에, 단일표본 t-test에서

의 모평균은 0이다. 총 10개의 둘레 항목에서 추출된 공극거리가 0에 가까

운 값을 갖는지 그 차이를 검정하였다.  

목밑둘레 항목에서 단일표본 t-test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9과 같으며, 

Figure 27에서 각 각도에 따른 평균치를 표시하였다. 그 결과, 목밑둘레 단

면 형상의 각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 차이는 0°에서 360°까지 모든 각도 

항목에서 바디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목밑둘레에 대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공극거리에 대한 평균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형상이 매우 유사하게 구현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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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neck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cm) t p Value 

목밑둘레 

0도 -0.02 -0.189 0.853 
30도 -0.16 -1.298 0.217 
60도 -0.37 -1.490 0.160 
90도 0.18 0.664 0.518 
120도 -0.01 -0.079 0.938 
150도 -0.06 -0.401 0.695 
180도 0.06 0.590 0.565 
210도 0.28 1.535 0.149 
240도 0.34 1.356 0.198 
270도 0.47 1.128 0.280 
300도 0.13 0.485 0.636 
330도 0.02 0.157 0.878 

*p≤0.05, **p≤0.01, ***p≤0.001 

 

Figure 27. Position of neck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neck 

 
젖가슴둘레 항목에의 검정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으며, 차이가 나

타난 부위를 Figure 28에 표시하였다. 그 결과, 젖가슴둘레의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120°, 150°, 210°, 240°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20°

에서는 -1.38cm, 150°에서는 -1.84cm, 210°에서는 -1.18cm, 

240°에서도 -0.63cm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즉 굴곡이 많은 가슴 앞쪽 부위에서 

prototype(A)와 3D 스캔 형상(B)의 공극거리 차이가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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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작게 구현되었다. 

 

Table 10.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bust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cm) t p Value 

젖가슴둘레 

0도 0.20 0.948 0.360 
30도 0.01 0.0547 0.957 
60도 -0.28 -1.62 0.129 
90도 -0.27 -1.851 0.087 
120도 -1.42 -8.761 0.000*** 
150도 -1.92 -6.004 0.000*** 
180도 0.09 0.3141 0.758 
210도 -1.25 -5.435 0.000*** 
240도 -0.67 -3.187 0.007* 
270도 0.17 0.6047 0.556 
300도 -0.13 -0.47 0.646 
330도 -0.43 -1.599 0.134 

*p≤0.05, **p≤0.01, ***p≤0.001 

 

Figure 28. Position of bust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bust  

 
허리둘레 항목에서의 단일표본 t-test 결과는 Table 11와 같으며, 차이

가 나타난 부위는 Figure 29에 표시하였다. 그 결과, 허리둘레 단면 형상의 

각도 중 측면 부위에 해당하는 각도 좌측 90°, 120°, 우측 210°, 240°, 

270°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90°에서는 -0.43cm, 210°에서는 

+0.38cm, 240°에서는 -0.22cm, 270°에서는 -0.36cm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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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20°에서는 -0.73cm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11.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waist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허리둘레 

0도 0.32 1.947 0.074 
30도 0.42 1.638 0.125 
60도 0.10 0.481 0.639 
90도 -0.43 -2.206 0.046* 
120도 -0.73 -4.429 0.001** 
150도 -0.05 -0.432 0.673 
180도 0.23 1.333 0.205 
210도 0.38 2.194 0.047* 
240도 -0.38 -2.244 0.043* 
270도 -0.62 -3.564 0.003** 
300도 0.29 0.820 0.427 
330도 0.14 0.509 0.619 

*p≤0.05, **p≤0.01, ***p≤0.001 

 
Figure 29. Position of waist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waist girth 
 

편팔둘레 항목에서의 단일표본 t-test 결과는 Table 12와 같으며, 차이

가 나타난 부위는 Figure 30에 표시하였다. 편팔둘레 항목을 살펴보면 팔

의 앞쪽과 뒤에 해당되는 각도 0°, 150°, 180°, 210°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공극거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５１ 

 

150°에서는 -0.36cm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180°에서는 -0.24, 

210°와 0°에서는 -0.19cm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각 각도의 공극거리 평균에 대한 값이 음

으로 나타났기에,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작게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2.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arm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편팔둘레 

0도 -0.19 -2.188 0.048* 
30도 -0.22 -1.987 0.068 
60도 -0.07 -0.613 0.550 
90도 -0.13 -1.305 0.214 
120도 -0.41 -3.637 0.003** 
150도 -0.36 -3.094 0.009** 
180도 -0.24 -2.915 0.012* 
210도 -0.19 -2.184 0.048* 
240도 -0.11 -1.199 0.252 
270도 -0.06 -0.694 0.500 
300도 -0.06 -0.759 0.462 
330도 -0.09 -1.253 0.232 

*p≤0.05, **p≤0.01, ***p≤0.001 

 
Figure 30. Position of arm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arm g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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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둘레 항목에서는 단일표본 t-test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13과 같

다. 각 단면의 각도 부위에 따른 평균 차이는 Figure 31에 표시하였다. 손

목둘레의 0°, 30°, 120°, 150°, 240°, 270°에서 prototype 가상바

디(A)와 3D 스캔 형상(B)의 공극거리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 ≤ 0.05). 즉, 손목 둘레 항목에서의 치수 차이에 대한 각도 

항목은 손목가쪽점과, 손목안쪽점의 양쪽 측면 부위에 해당되는 각도 항목

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Table 13.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wrist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손목둘레 

0도 -0.17 -3.728 0.003** 
30도 -0.16 -2.701 0.018* 
60도 0.07 1.335 0.205 
90도 0.72 1.114 0.285 
120도 -0.23 -3.105 0.008** 
150도 -0.27 -2.800 0.015* 
180도 -0.08 -1.490 0.160 
210도 0.10 1.166 0.264 
240도 0.24 3.160 0.008** 
270도 0.18 2.947 0.011* 
300도 0.05 0.841 0.415 
330도 -0.09 -2.311 0.039* 

*p≤0.05, **p≤0.01, ***p≤0.001 

Figure 31. Position of wrist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wrist g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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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둘레 항목에서의 단일표본 t-검정 결과는 Table 14와 같으며, 차

이가 나타난 부위는 Figure 32에 표시하였다. 엉덩이둘레 항목에서는 

30°, 60°, 90°, 300°, 330°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와의 공극 거리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엉덩이 뒷 부분에서 좌측에 해당되는 각도 30°에서는 -0.58cm, 

60°에서는 -0.91cm, 90°에서는 -0.95cm의 차이가 나타났고, 우측에 

해당되는 각도 300°에서는 -0.29cm,  330°에서는 -0.91cm의 차이를 

보였다. 즉 엉덩이 굴곡이 나타나는 각도 항목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

와 3D 스캔 형상(B)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엉덩

이 둘레의 공극거리 차이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prototype 가상바디

(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작게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14.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hip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엉덩이둘레 

0도 -0.23 -1.692 0.114 
30도 -0.58 -3.488 0.004* 
60도 -0.91 -5.053 0.000*** 
90도 -0.95 -5.256 0.000*** 
120도 -0.21 -1.553 0.145 
150도 -0.35 -1.541 0.147 
180도 -0.15 -1.193 0.254 
210도 -0.15 -0.913 0.378 
240도 -0.04 -0.137 0.893 
270도 -0.22 -1.123 0.282 
300도 -0.29 -4.715 0.000*** 
330도 -0.91 -4.152 0.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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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Position of hip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hip girth 

 

넙다리둘레 단면 형상의 각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 차이는 30°와 210°

를 제외하고, 모든 각도 항목에서 공극거리 차이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넙다리둘레 항목에서의 공극거리에 대한 

값은 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

(B)에 비해 작게 모델링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도 중에서도 넙다리 둘

레의 측면 부위에 해당되는 각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Table 15.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thigh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넙다리둘레 

0도 -0.42 -4.541 0.001** 
30도 -0.49 -1.497 0.158 
60도 -0.27 -3.628 0.003** 
90도 -0.32 -3.266 0.006** 
120도 -0.66 -4.103 0.001*** 
150도 -0.59 -2.819 0.014* 
180도 -0.44 -2.686 0.019* 
210도 -0.28 -2.098 0.056 
240도 -0.27 -2.693 0.018* 
270도 -0.26 -2.547 0.024* 
300도 -0.35 -3.007 0.010* 
330도 -0.42 -4.347 0.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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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osition of thigh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thigh girth 

 
무릎둘레 항목에의 검정 결과는 Table 16에 제시하였으며 차이가 나타

난 부위를 Figure 34에 표시하였다. 무릎 둘레 항목에서는 90°, 240°, 

270°, 300°, 330°에서의 공극거리 차이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특히 무릎 둘레는 우측 측면 부위에서 가상

바디(A)의 인체 재현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16.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knee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무릎둘레 

0도 -0.06 -0.686 0.505 
30도 -0.09 -0.919 0.375 
60도 -0.12 -1.670 0.119 
90도 -0.27 -3.140 0.008** 
120도 -0.09 -0.941 0.364 
150도 0.01 0.055 0.957 
180도 -0.07 -0.728 0.480 
210도 -0.15 -1.540 0.147 
240도 -0.26 -3.821 0.002** 
270도 -0.24 -4.259 0.001*** 
300도 -0.26 -3.246 0.006** 
330도 -0.20 -2.920 0.01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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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osition of knee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knee girth  

 

 종아리둘레 항목에의 검정 결과는 Table 17와 같으며, 공극거리 차이

가 나타난 부위는 Figure 35에 표시하였다. 종아리 둘레 항목에서는 0°를 

제외한 모든 각도에서 공극거리의 차이가 나타났다. 종아리 둘레 항목에서

의 공극거리에 대한 평균 값은 음의 값을 보였으며, prototype 가상바디

(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작게 구현되었다.  

 

Table 17.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calf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종아리둘레 

0도 -0.13 -2.093 0.057 
30도 -0.24 -4.222 0.001** 
60도 -0.28 -4.651 0.000*** 
90도 -0.41 -10.302 0.000*** 
120도 -0.42 -8.367 0.000*** 
150도 -0.28 -3.813 0.002** 
180도 -0.25 -3.567 0.003** 
210도 -0.28 -4.765 0.000*** 
240도 -0.42 -5.584 0.000*** 
270도 -0.43 -6.542 0.000*** 
300도 -0.27 -3.878 0.002** 
330도 -0.21 -3.490 0.00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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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osition of calf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calf girth  

 
발목둘레 항목에의 검정 결과는 Table 18과 같으며, 공극거리 차이가 

나타난 부위는 Figure 36에 표시하였다. 발목둘레에서는 모든 각도 항목에

서 공극거리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 평균값은 음의 값을 보였다. 즉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작게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Table 18.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ankle girth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parameter: 0) 

항목 각도 평균 t p Value 

발목둘레 

0도 -0.24 -4.776 0.000*** 
30도 -0.25 -4.778 0.000*** 
60도 -0.45 -5.952 0.000*** 
90도 -0.41 -6.039 0.000*** 
120도 -0.36 -5.441 0.000*** 
150도 -0.20 -2.434 0.030* 
180도 -0.24 -4.694 0.000*** 
210도 -0.40 -4.118 0.001*** 
240도 -0.48 -5.180 0.000*** 
270도 -0.40 -7.231 0.000*** 
300도 -0.32 -5.808 0.000*** 
330도 -0.33 -4.678 0.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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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Position of ankle girth and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 of ankle g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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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은 10개의 인체 항목에 대한 공극거리 차이를 요약하여 정리

하였다. 각 단면 형상의 공극거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가슴 둘레와 엉

덩이 둘레 모두 굴곡이 심한 각도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의 인체 재

현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가슴둘레는 젖가슴 앞쪽 부위에서 차이를 

Figure 37. Summary of means for cross sectional distances 
(Whole body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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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 뒷부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허리 둘

레의 경우 옆구리가 위치한 측면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굴

곡이나 지방 축적이 심한 부위에 대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의 형상이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외의 굴곡이 적은 각도 항

목에서는 공극거리의 평균 값이 0과 가까웠으며, 인체 재현성이 매우 유사

하게 표현되었다. 팔 부위에 대해서는 팔 부위의 정면과 뒷면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손목둘레는 전반적인 부위에서 공극거리의 차이가 드러났다. 다

리 부위에 해당되는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는 전반적

으로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형상이 작게 

구현되었다. 다리 부위에서도 지방과 근육이 발달한 측면 부위에서 형상 차

이가 나타났기에, 인체 재현성이 낮게 나타났다.  

 

2) 가상바디(A)와 (B)의 실루엣 중합도 분석 

 

다음은 prototype 가상바디(A)와 실제 인체의 형상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정면과 측면의 실루

엣을 추출하여 중합하였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ISO 기준에 따라 엉덩이

둘레에서 가슴둘레를 뺀 드롭치를 기준으로 체형을 분류 하였다.   

 

Table 19. ISO/TR 10652 body types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체형 그룹 드롭(drop) 값의 범위 N 

A  12cm(9cm 이상) 5 
M  6cm(4~8cm) 5 
H  0cm(3~4cm) 4 

 

각 체형 그룹별로 드롭값이 평균에 가까운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고 

Figure 38에 체형별 정면, 측면 중합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적인 형상을 비교하였을 때, 인체 세부적인 부위

별 위치 및 크기에 있어 몇몇 상이한 부분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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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는 3D 스캔 형상(B)과 유사하게 재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체형 그룹의 대표 인체 모델의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

상(B)의 정면 및 측면 실루엣 중합도를 살펴보면, 정면 실루엣 중합도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의 목 뒤 높이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해 더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샅높이에서도 prototype 가상바디(A)가 더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수 적합성에서 도출된 결과를 뒷받

침하였다.  

둘레 항목에서는 젖가슴 둘레에서 형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prototype 가상바디(A)의 경우, 정확한 인체 체형의 울퉁불퉁한 굴곡 형상

은 재현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허리둘레의 경우에는 옆구리 부위에서 

형상 재현성이 떨어짐이 확인되었으며, 허리둘레에 대한 공극거리 차이 비

교에서도 측면 부위의 각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에 이는 단면 형상

의 공극거리를 비교한 결과와 동일하다. 팔 부위에 대해서는 손목 및 팔 둘

레는 유사하게 표현되었으나, prototype 가상바디(A)의 팔길이가 3D 스

캔 형상(B)에 비하여 더 짧게 표현되었으며, 이는 -1.9cm 짧게 측정되었

던 치수 비교의 결과를 역시 뒷받침하였다. 

 측면 중합도에서는 엉덩이 뒷 부분에 대한 형상 재현성이 가장 부정확

하게 표현되었으며, prototype 가상바디(A)의 엉덩이 형상이 돌출이 작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A 그룹의 대표 체형

에 대한 정면 및 측면 중합도에서 보여지는 실루엣 형상은 prototype 가상

바디(A)와 3D 스캔 형상(B)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세부적인 인

체 굴곡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M 체형 그룹의 대표 인체 모델의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

상(B)의 정면 및 측면 실루엣 중합도를 살펴보면, 먼저, 높이 항목에서 A 

체형과 동일하게 prototype 가상바디(A)의 샅높이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좀 더 낮게 표현되었으나, 그 외의 높이 항목에서는 매우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둘레항목에서는 젖가슴 둘레에서 A 체형에 비하여 형상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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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젖가슴둘레를 제외한 몸통 부위에서는 정면 

및 측면 중합도에서 모두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 체형 그룹의 대표 인체 모델에서는 A 체형 그룹의 대표 바디와는 다르게, 

엉덩이 둘레에 대한 재현성이 더욱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하반신 

부위에 대해서는 측면과 허벅지 앞 부위에서의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점은 단면의 공극거리 분석결과와 부합하며, 공극거리 분석에서도 허벅지 

정면 부위의 각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H 체형 그룹의 대표 인체 모델의 prototype 가상바디(A)

와 3D 스캔 형상(B)의 정면 및 측면 실루엣 중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정면 중합도에서의 높이 항목을 살펴보면, 3D 스캔 형상(B)의 목

뒤높이, 허리높이, 엉덩이 높이가 prototype 가상바디(A)에 비해 높게 표

현되었다. 둘레항목에서는 등 뒷 부분과 가슴 앞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타

났고, 엉덩이 뒷 부분에서도 A체형과 동일하게 실제 체형과 유사하게 표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 부위에 대한 실루엣에서 3D 스캔 형상

(B)보다 배 부위가 좀 더 튀어나와 실루엣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

반신 부위에서는 치수와 공극거리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prototype 가상

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보다 작게 표현되어 정면 및 측면 

중합도에서의 실루엣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 체형 그룹에 비하여 H 체형 그룹일수록 가슴부

위에서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이는, 모든 그룹의 체형에서 인체 체형의 

굴곡이 명확하게 구현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으다. 또한 치수 적합성 결과

에서와 같이 prototype 가상바디(A)의 높이는 실제 인체 형상에 비하여 

낮게 표현되었으며 반면, 팔길이와 어깨너비는 좀 더 길게 표현되는 경향성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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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그룹 정면 측면

A 그룹

M 그룹

H 그룹

 

Figure 38. Image of overlapping front and side silhouettes according 
to body type groups  

* Orange:  Prototype body(A), Blue: 3D sca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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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바디(A)와 (B)의 편평률 분석 

 

추출된 단면의 좌우 너비를 앞뒤 두께로 나누어 편평률을 산출하였고, 

각 인체 부위별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차이를 비

교 분석하였으며, Table 20과 같다.  

편평률이 크면 단면 형상이 납작한 타원 형태를 나타내고, 편평률이 작

으면 단면 형상이 동그란 형태를 나타낸다.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단면 형태는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

레, 발목둘레에서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즉 하반신 부위에 있어 더욱 더 뚜렷한 형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하반신 부위에 해당되는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는 3D 스캔 형상(B)의 편평률에 비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

의 편평률 평균이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단면

이 3D 스캔 형상(B)의 단면에 비하여 보다 동그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반신 부위에 해당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목밑둘레, 편팔둘레, 손목

둘레 등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편평률 차이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반신에 해당되는 둘레 항목 

중 가슴둘레와 편팔둘레를 제외하고 prototype 가상바디(A)의 편평률이 

3D 스캔 형상(B)보다 큰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면 형상이 3D 스캔 형상

(B)에 비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의 단면 형상이 보다 납작한 타원 형

태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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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omparison of flat ratio between prototype virtual 
body(A) and 3D scan(B) 

 *p≤0.05, **p≤0.01, ***p≤0.001 

  

 

 

 

 

 

 

 

 

 

 

 

 

# 측정항목 
Prototype 

가상바디(A) 
3D 스캔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F 목밑둘레 13.11 1.21 12.35 1.20 0.76 1.65 0.110 

G 젖가슴둘레 28.63 0.86 28.99 1.63 -0.36 -0.75 0.461 

H 허리둘레 25.07 1.29 24.98 1.37 0.09 0.18 0.858 

I 엉덩이둘레 32.91 0.63 33.93 1.26 -1.02 -2.71 0.012* 

J 넙다리둘레 15.73 0.32 16.29 0.72 -0.56 -2.67 0.016** 

K 무릎둘레 9.33 0.41 9.79 0.67 -0.46 -2.16 0.043** 

L 종아리둘레 9.25 0.37 10.12 0.49 -0.87 -5.30 0.000*** 

M 발목둘레 3.91 0.34 4.8 0.56 -0.89 -5.13 0.000*** 

N 편팔둘레 6.81 0.44 7.35 0.98 -0.54 -1.88 0.076 

O 손목둘레 3.01 0.44 2.7 0.45 0.31 1.8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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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 실험복 4벌을 가상피팅

하여 3차원 환경에서의 의복 여유량 및 맞음새를 분석하였다. 의복의 여유

량 및 맞음새는 각 바디와 가상착의 실험복 사이의 공극면적을 활용하였으

며, 직물과 편성물 총 2가지의 의복환경에서의 토르소 원형과 바지 원형에 

대한 가상착의 맞음새를 비교분석하였다.  

1.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 - 토르소 원형

토르소 원형에 대해서는 목밑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의 최하

단 수준, 편팔둘레, 손목둘레 총 6개의 부위로부터 공극면적을 측정하

였다(Figure 39).  

Figure 39. Position of torso cross section  
(Left: prototype body(A), Right: 3D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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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토르소 원형에 대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 대한 각 부위별 공극면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1과 

같다.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 따른 가상착의의 공

극면적은 젖가슴둘레와 밑단둘레, 편팔둘레에서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목밑둘레에서 공극면적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목밑둘레에 있어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

상(B)의 가상착의 맞음새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허리둘레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prototype 가상바디(A)에 대한 

공극면적이 3D 스캔 형상(B)의 공극면적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났기에, 

prototype 가상바디(A)와 가상 의복 사이의 여유 정도가 적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허리둘레에 대한 형상이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가슴둘레와 밑단둘

레, 편팔둘레, 손목둘레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공극면적이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즉,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가상의복의 여유량이 더 남는 것을 의미하기에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더 작게 모델링되었다. 

 

Table 21. The difference in the airgap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torso item (Garment 1) in the woven fabric 

environment. 

 
구분 항목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1) 목밑둘레 27.56 5.69 28.29 7.69 -0.73 -0.28 0.778 

(2) 젖가슴둘레 78.69 7.33 71.29 5.79 7.40 2.97 0.006** 

(3) 허리둘레 78.41 25.42 81.02 32.82 -2.61 -0.24 0.816 

(4) 밑단둘레 99.46 6.03 91.23 7.41 8.23 3.23 0.003** 

(5) 편팔둘레 27.66 9.39 20.16 5.92 7.50 2.53 0.018* 

(6) 손목둘레 27.32 3.76 24.35 6.06 2.97 1.56 0.131 

*p≤0.05, **p≤0.01, ***p≤0.001 

 

 



 

６８ 

 

편성물 의복 환경에서의 토르소 원형에 대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 대한 각 부위별 공극면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2와 

같다.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 따른 가상착의의 공극면

적은 젖가슴둘레와 편팔둘레에서 신뢰도 95% 수준에서 가상바디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5). 젖가슴둘레, 편팔둘레, 그리고 밑단둘레에서

는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보다 공극면적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의복과 바디 간의 공극 및 여유량이 prototype 가상바

디(A)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손목둘레의 경우, 편성물 의복환경에서 공극면적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

타났으며, 평균 차이는 0.44mm²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가상착의 맞음새가 거의 유사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0.778). 그 다음 순으로는 허리둘레에서 공극면적 차이가 적게 표현되

었다. 직물 의복 환경에서와 동일하게, 허리둘레에서도 prototype 가상바

디(A)의 공극면적이 3D 스캔 형상(B)의 공극면적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허리둘레의 형상이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조금 더 크게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22. The difference in the airgap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torso item(Garment 2) in the knit fabric 

environment. 

 
구분 항목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1) 목밑둘레 27.06 4.70 31.21 7.18 -4.14 -1.81 0.082 

(2) 젖가슴둘레 79.72 4.72 72.62 6.90 7.10 3.18 0.004** 

(3) 허리둘레 80.08 31.68 82.40 28.91 -2.32 -0.20 0.841 

(4) 밑단둘레 101.91 6.16 98.05 5.09 3.86 1.80 0.083 

(5) 편팔둘레 36.86 7.77 17.35 6.60 19.51 7.16 0.000*** 

(6) 손목둘레 26.29 4.58 25.85 3.99 0.44 0.27 0.78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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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 - 바지 원형

바지 원형에 대해서는 허리벨트의 최상단 수준,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총 6부위에서 공극면적 차이를 분석하였

으며, 직물과 편성물 총 2가지 의복 환경에서 공극면적 차이가 분석되었다. 

Figure 40은 바지원형에서의 공극면적 추출 단면 부위를 표시하였다.  

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바지 원형에 대한 두 가상바디의 공극면적 차이에 

대한 분석은 Table 23와 같다.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

(B)의 공극면적 차이는 넙다리둘레, 종아리둘레, 그리고 엉덩이 둘레에서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세부적인 항목들

을 살펴보면, 허리벨트의 최상단 수준에서의 공극면적 차이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

하여 공극면적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허리벨트 최상단 수준에서 

Figure 40. Position of pant cross section 
(Left: prototype body(A), Right: 3D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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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가상바디(A)의 여유량이 3D 스캔 형상(B)보다 적으며, 

prototype 가상바디(A)의 형상이 더 크게 모델링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그 외의 항목인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 둘레, 발목둘레

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공극면적이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기에, prototype 가상바디(A)의 여유량이 좀 더 많다는 것

이 파악되었다. 즉,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 둘레, 발목둘

레는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작게 모델링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23. The difference in the airgap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pant item(Garment 3) in the woven fabric 

environment. 

 
구분 항목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7) 허리둘레 36.75 11.62 43.08 7.46 -6.33 -1.71 0.098 

(8) 엉덩이둘레 58.79 8.26 52.38 7.43 6.41 2.16 0.04* 

(9) 넙다리둘레 56.13 4.96 52.26 3.69 3.87 2.34 0.027** 

(10) 무릎둘레 80.78 7.00 73.92 13.54 6.86 1.68 0.104 

(11) 종아리둘레 85.70 7.04 78.59 6.90 7.11 2.70 0.012** 

(12) 발목둘레 136.10 10.13 127.80 17.24 8.30 1.55 0.133 

*p≤0.05, **p≤0.01, ***p≤0.001 

편성물 의복 환경에서의 바지 원형에 대한 두 가상바디의 공극면적 차이

에 대한 분석은 Table 24와 같다.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

상(B)의 공극면적 차이는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그리고 종아리둘레에서 

모두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편성물 의

복 환경에서도 허리둘레에서의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

(B)의 공극면적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rototype 가상바

디(A)의 공극면적이 3D 스캔 형상(B)의 공극면적이 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 반대로, 엉덩이 둘레에서부터 발목둘레까지의 공극면적은 prototype 가

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prototype 가

상바디(A)의 여유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prototype 가상바디

(A)의 엉덩이둘레에서부터 발목둘레까지의 형상이 더 작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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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The difference in the airgap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pant item (Garment 4) in the knit fabric 

environment. 

 
구분 

 
항목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7) 허리둘레 35.09 9.92 47.81 21.42 -12.72 -2.02 0.054 

(8) 엉덩이둘레 59.02 3.43 55.16 4.64 3.86 2.50 0.019* 

(9) 넙다리둘레 60.13 5.79 52.69 4.84 7.44 3.69 0.001* 

(10) 무릎둘레 78.03 6.43 73.59 11.21 4.44 1.29 0.210 

(11) 종아리둘레 90.85 7.05 83.23 4.69 7.62 3.37 0.002* 

(12) 발목둘레 132.41 7.76 125.10 16.15 7.31 1.53 0.139 

*p≤0.05, **p≤0.01, ***p≤0.001 

 

3. 조직에 따른 공극면적 차이 

Prototype 가상바디(A)의 공극면적이 소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5와 

26과 같다. 먼저 토르소 원형과에 대하여 공극면적이 소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 토르소 원형의 6개의 부위 중 편팔둘레에서만 

직물과 편성물 조직에 따라 공극면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외의 항목에서

는 소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편팔둘레에서의 공극면적은 직물 

조직일때의 공극면적이 편성물 일때에 비하여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편팔

둘레 부위에 있어 직물 원단일 경우 여유 정도가 더 작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바지 원형의 경우, 조직에 따라 공극면적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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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Differences in airgap according to fabric(woven/knit) for 
the torso 

 
구분 
 

항목 
직물

(Woven) 
편성물 
(Knit)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1) 목밑둘레 27.56 5.69 27.06 4.70 0.49 0.25 0.804 

(2) 가슴둘레 78.69 7.33 79.72 4.72 -1.03 -0.44 0.663 

(3) 허리둘레 78.41 25.42 80.08 31.68 -1.68 -0.15 0.878 

(4) 밑단둘레 99.46 6.03 101.91 6.16 -2.44 -1.06 0.299 

(5) 편팔둘레 27.66 9.39 36.86 7.77 -9.20 -2.83 0.009** 

(6) 손목둘레 27.32 3.76 26.29 4.58 1.03 0.65 0.521 

*p≤0.05, **p≤0.01, ***p≤0.001 

Table 26. Differences in airgap according to fabric(woven/knit) for 
the pant 

구분 항목 
직물 

(Woven) 
편성물 
(Knit)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7) 허리둘레 36.75 11.62 35.09 9.92 1.66 -0.40 0.692 

(8) 엉덩이둘레 58.79 8.26 59.02 3.43 -0.23 0.63 0.534 

(9) 넙다리둘레 56.13 4.96 60.13 5.79 -4 -1.46 0.150 

(10) 무릎둘레 80.78 7.00 78.03 6.43 2.75 0.56 0.575 

(11) 종아리둘레 85.70 7.04 90.85 7.05 -5.15 -1.57 0.123 

(12) 발목둘레 136.10 10.13 132.41 7.76 3.69 0.87 0.38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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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외관 유사도 평가  

 

실제 착의와의 외관 유사도 평가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prototype 가

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 실험복 4벌을 가상착의하여 8가지 자극

물을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거울 상에 비치는 실제 착의를 관찰하며 8

가지 자극물과의 외관을 비교하였다.  

 

1. 실험복에 대한 맞음새 평가  

   

실험복을 연구참여자 개개인에게 가상 착의를 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맞

음새 평가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제 6차 사이즈코리아에서 2,30대 표준 체

형의 대표 모델 1명을 선정하였고, 실험복 4벌을 가상착의하여 맞음새를 

하였다. 실험복 4벌에 대한 맞음새 평가 점수는 모두 4.6 이상으로 외관유

사도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7. Evaluation of fit for garments 

 

2. 외관 유사도 평가 - 토르소 원형  

 
토르소 원형에 대해서는 총길이, 소매길이, 등길이, 목둘레, 어깨너비, 가

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소매통, 손목둘레, 전반적인 유사도 등 총 11

개의 부위에 대한 외관 유사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부위는 Figure 41과 같

다.  

바디 
의복  

아이템 
소재 맞음새 평가 점수 

표준 체형의  
3D 스캔 바디 

토르소 실험복 1: 직물(woven) 4.64 

실험복2: 편성물(knit) 4.86 

바지 실험복 3: 직물(woven) 4.79 

실험복 4: 편성물(knit)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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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Appearance similarity assessment items for torso 

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토르소 원형을 대상으로, 실제 착의와 각 가상바

디의 가상착의에 대한 외관 유사도 결과는 Table 28와 Figure 45와 같다.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외관 유

사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가상바디에 따라 외관 유사도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길이 항목 중 소매길이에서 가상바디 간의 

외관유사도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Figure 42는 소매길이에 관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 3D 스캔 형상

(B) 그리고 실제착의의 외관유사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Prototype 가상바디(A)의 소매길이는 3.79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가상

착의 모습이 실제착의에 비하여 소매 끝이 주먹을 덮는 외관을 보였다. 소

매길이에 대한 평가 의견으로는 실제착의에 비하여 소매 길이가 길게 느껴

진다고 답하였다. 반면 3D 스캔 형상(B)의 소매길이는 4.50으로 

prototype 가상바디(A)에 비하여 실제착의와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인체 

재현성 결과에 따르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팔 길이는 실제보다 짧게 

형상화된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바디 간의 팔 길이 차이로 인하여, 가상

의복의 소매길이에 대한 외관에서도 prototype 가상바디(A)의 소매길이

가 더 길게 나타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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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Figure 42.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sleeve length 

그 외의 길이 항목 중, 총길이와 등길이에 대해서는 두개의 바디간의 외

관 유사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rototype 가상바디(A)에 

비하여 3D 스캔 형상(B)의 유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 바디에 대한 

외관 평가 모두 4.5~4.8 수준으로 실제착의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몸통에 대한 외관 유사도 평가에서는 목둘레와 가슴둘레에서 가상바디 

간의 외관유사도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목둘레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는 3.57, 3D 스캔 형상(B)는 4.36

으로 가장 큰 평균 차이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prototype 가상바디

(A)의 목둘레에 대한 외관 평가와 관련하여, 실제 착의가 조금 더 몸에 타

이트하게 붙는 반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목둘레는 조금 여유량이 있

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Figure 43는 목둘레에 대한 각 바디의 외관 차이

를 비교한 결과이다.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Figure 43.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neck g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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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가슴둘레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는 각

각 4.73, 4.21의 유사도를 보였다. Figure 44는 젖가슴둘레에 대한 각 바

디의 외관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 평

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3D 스캔 형상(B)의 젖가슴둘레에 

대한 가상착의 모습이 실제 착의에 비하여 더 타이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

이 있었다. 이는 3D 스캔(B)가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되었기에 공극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Figure 44.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bust girth 

그 외의 몸통에 대한 항목은 가상바디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깨너비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가 3.86으로 3D 스캔 형상

(B)의 유사도 4.50 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가상바디(A)의 어깨너비에

대한 착의가 실제 착의에 비하여 더 넓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다. 

허리둘레에서도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유사도가 

각각 4.21, 4.29로 두개의 가상바디 모두 실제 착의와 유사하게 표현된 것

으로 평가되었다. prototype 가상바디(A)의 허리둘레에 대한 평가 이유로

는 가상착의가 실제 착의에 비하여 몸에 더 타이트하게 붙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밑단둘레는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

(B) 모두 유사도가 4.0으로 평가되었다. 밑단 둘레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

으로는 가상착의가 더 좁게 표현 되는 것 같으며, 실제착의가 조금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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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유사하지 못하다 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팔 부위에 대한 항목인 소매통과 손목둘레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소매통에 대한 평가 이유로는 prototype 가상바디(A)에서

의 소매통이 더 넓게 느껴졌으며, 실제 착의가 더 타이트하게 느껴졌다고 

답하였다. 또한 손목둘레에서도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가 4.43

으로 3D 스캔 형상(B)의 유사도 4.71보다 낮게 나타났으머, 가상착의에 

비하여 실제착의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상바디에 대한 전반적인 유사도 평가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

의 유사도는 3.79로 3D 스캔 형상(B)의 유사도 4.14보다 낮게 평가되었으

며,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실제착의와 유

사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

(A)와 3D 스캔 형상(B)는 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토르소 원형에서 외관유

사도가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매길이, 목둘레, 가슴둘레와 같이 일부 인체 

항목에서 실제 착의와의 차이를 보였다.  

Table 28.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pe 
body (A) and 3D scan(B) for the torso (Garment 1) in the woven 

fabric environment 

*p≤0.05, **p≤0.01, ***p≤0.001

# 항목 

Prototype 
가상바디(A) 

3D 
스캔 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a 총길이 4.57 0.94 4.86 0.95 -0.29 -0.80 0.430 

b 소매길이 3.79 1.19 4.50 0.52 -0.71 -2.06 0.049* 

c 등길이 4.50 0.52 4.57 0.65 -0.07 -0.32 0.750 

d 목둘레 3.57 1.09 4.36 0.84 -0.79 -2.14 0.043* 

e 어깨너비 3.86 1.23 4.50 0.76 -0.64 -1.66 0.111 

f 가슴둘레 4.73 0.27 4.21 0.80 0.71 3.16 0.004** 

g 허리둘레 4.21 0.97 4.29 0.83 -0.07 -0.21 0.836 

h 밑단둘레 4.00 0.96 4.00 0.88 0.00 0.00 1.000 
i 소매통 4.50 0.76 4.71 0.47 -0.21 -0.90 0.377 
j 손목둘레 4.43 0.85 4.71 0.61 -0.29 -1.02 0.317 
k 전반적인

유사도 
3.79 0.80 4.14 0.86 -0.36 -1.13 0.267 



７８ 

다음은 편성물 의복 환경에서의 토르소 원형일 때, 실제 착의와 각 가상

바디의 가상착의에 대한 외관 유사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9와 

Figure 49과 같다. 전반적인 외관유사도를 살펴보면, prototype 가상바디

(A)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유사도가 낮게 평가 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길이항목에서는 가상바디 간의 외관 유사도 차이

가 소매길이에서 나타났으며, 신뢰도 99%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Figure 46은 소매길이에 대한 각 바디의 외관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3D 스캔 형상(B)의 소매길이는 4.86으로 실제착의와 매우 유사

하게 표현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prototype 가상바디(A)의 소매길이는 

4.00으로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유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가상착의에서 보여지는 소매길이가 실제 착의에 

비하여 더 길게 표현되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평가 

결과와 동일하며 prototype 가상바디(A)의 팔 길이가 짧게 구현되었기 때

문에 prototype 가상바디(A)의 소매길이가 길다고 느껴진 것이다.  

Figure 45. Graph of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torso (Garment 1) in 

the woven fab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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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sleeve length 
(woven) 

      총길이는 prototype 가상바디(A)는 4.50, 3D 스캔 형상(B)는 4.64

로 모두 실제 착의와 비교적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등길이에서도 

prototype 가상바디(A)과 3D 스캔 형상(B) 모두 4.5 이상으로 비교적 실

제 착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통 부위에서의 허리둘레에서 외관 유사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는 4.00으로 3D 스캔 형상(B)의 

4.71에 비하여 유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 이유로는 prototype 가상바

디(A)의 경우 가상착의 모습이 조금 더 퍼져 보이고 타이트하게 표현된 것

으로 느껴지는 반면 실제 착의는 허리둘레 부위에 라인이 조금 들어간 느낌

이고, 여유분이 더 있어 보인다고 답하였다(Figure 47). 

  

 Figure 47.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waist girth 
(woven) 

 

그 다음으로 외관유사도 차이가 나타난 부위는 목둘레이다. prototype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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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바디(A)에서는 4.29로 평가되었고, 3D 스캔 형상(B)에서는 4.93으로 

실제착의와의 유사도가 매우 높게 평가 되었다. prototype 가상바디(A)의 

목둘레 부위에서 나타난 실제착의와의 차이점은 실제 착의의 목둘레 부위

가 가상착의에서 표현된 것에 비하여 더 좁고 타이트하다고 답하였다

(Figure 48). 

Figure 48.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neck girth(woven) 

편성물 의복 환경에서 어깨너비, 가슴둘레, 밑단둘레, 소매통, 손목둘

레에서는 가상바디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깨너비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유사

도가 모두 4.7 이상으로 실제 착의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슴둘레

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가 4.64, 3D 스캔 형상(B)의 4.50으로 모

두 실제착의와 유사하게 평가되었으나, prototype 가상바디(A)가 조금 더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3D 스캔 형상(B)가 실제 착의에 비하

여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밑단둘레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가 각각 

4.14, 4.29로 나타났으며 두 가상바디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으로 실제

가 더 여유가 있으며, 가상착의가 몸에 더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밑단둘레의 외관 차이는 두 가상바디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재 물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통에서는 3D 스캔 형상(B)의 유사도가 4.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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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prototype 가상바디(A)는 4.43으로 유사도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가 의견으로는 가상착의에서 소매통이 

실제 착의에 비하여 더 크게 느껴지기에 유사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다. 손목둘레는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에서 모두 

유사도가 4.50 이상으로 비교적 실제 착의와 유사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prototype 가상바디(A)의 가상착의가 실제 착의에 비하여 더 좁

게 표현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반적인 유사도 평가에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는 4.07로 3D 스캔 형상(B)의 유사도 

4.50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Table 29.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pe 
body (A) and 3D scan(B) for the torso (Garment 2) in the knit 

fabric environment 

*p≤0.05, **p≤0.01, ***p≤0.001 

 

# 항목 
Prototype 

가상바디(A) 
3D 

스캔 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a 총길이 4.50 0.65 4.64 0.63 -0.14 -0.59 0.561 
b 소매길이 4.00 0.88 4.86 0.36 -0.86 -3.38 0.003** 
c 등길이 4.50 0.65 4.86 0.36 -0.36 -1.79 0.088 
d 목둘레 4.29 0.99 4.93 0.27 -0.64 -2.34 0.027* 
e 어깨너비 4.71 0.61 4.93 0.27 -0.21 -1.20 0.240 
f 가슴둘레 4.64 0.63 4.50 0.52 0.14 0.65 0.520 
g 허리둘레 4.00 0.78 4.71 0.47 -0.71 -2.92 0.008** 
h 밑단둘레 4.14 0.77 4.29 0.61 -0.14 -0.54 0.591 
i 소매통 4.43 0.94 4.93 0.27 -0.50 -1.92 0.066 
j 손목둘레 4.50 0.65 4.64 0.50 -0.14 -0.65 0.520 
k 전반적인 

유사도 
4.07 0.62 4.50 0.76 -0.43 -1.6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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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Graph of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torso (Garment 2) in the 

knit fab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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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관 유사도 평가 - 바지 원형

바지 원형에 대해서는 바지길이, 엉덩이 옆길이, 허리선 위치, 엉덩이 높

이, 샅높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바지

통(발목둘레), 전반적인 유사도 등 총 12개의 부위에 대한 외관 유사도를 

평가하였다. 바지 원형이 실제 허리 둘레보다 하단부에 위치하기에, 바지 

원형에서의 허리둘레는 바지원형의 허리 부위에 대한 최상단 부위를 기준

으로 하였다(Figure 50). 

Figure 50. Appearance similarity assessment items for pants 

먼저, 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바지 원형에 대한 prototype 가상바디(A)

와 3D 스캔 형상(B)의 외관유사도 차이는 Table 30과 같다. 직물 의복 환

경에서의 바지 원형은 바지길이, 샅 높이, 엉덩이둘레에서 신뢰도 95%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바지길이에 대한 각 바디의 외관 모습은 Figure 51과 같다. 바지길이에

서 prototype 가상바디(A)는 3.36으로 3D 스캔 형상(B)의 4.36보다 낮

게 평가되었다. 특히 prototype 가상바디(A)의 바지길이에 대한 의견으로

는 실제착의에 비하여 바지길이가 짧게 표현된 것 같다는 답이 많았으며 바

지길이에서 실제착의와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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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1.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pants length 
(woven) 

높이 항목에 있어서는, 샅 높이 부위에 대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

의 유사도는 4.21로 3D 스캔 형상(B)의 유사도 4.79에 비하여 낮게 평가

되었다. prototype 가상바디(A)의 샅높이는 실제 착의에 비하여 높게 느껴

졌다고 언급하였으며, prototype 가상바디(A)의 경우 옷과 샅 사이가 딱 

맞게 입혀진 느낌이 드는 반면, 실제 착의에서는 옷과 샅 사이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실제 착의에서의 샅 높이가 낮게 느껴졌다고 답하

였다. 샅높이와 관련한 각 바디의 외관 모습은 다음 Figure 52와 같다.  

 Figure 52.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crotch height 
(woven)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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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항목에서는 엉덩이둘레에서만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B)의 외관 유사도 차이가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는 prototype 가상바디

(A)에서는 4.21로 3D 스캔 형상(B)의 4.86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신뢰

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연구참여자들은 

prototype 가상바디(A)에서의 엉덩이둘레 착의 상태가 실제 착의에 비하

여 좁게 느껴졌다고 평가하였다. 엉덩이 둘레에 대한 각 바디의 외관 모습

은 다음 Figure 53와 같다. 

Figure 53.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hip girth (woven) 

그 외의 유사도 차이는 소재 물성으로 인하여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외

관유사도가 나타났다. prototype 가상바디(A)의 넙다리 둘레에 대한 평가 

의견으로는 실제 착의가 가상착의에 비하여 크게 느껴지며, 실제는 여유분

이 더 남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prototype 가상바디(A)는 여유량이 적

당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하였다. 

무릎둘레에서도 prototype 가상바디(A)가 3D 스캔 형상(B)보다 더 높

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두 바디에 공통적으로 실제 착의와 실루엣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착의는 실루엣이 일자로 떨어지는 반면, 

두 바디의 가상착의에서는 무릎 부위에서의 실루엣이 실제 착의보다 좁아 

보인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인 유사도를 평가하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가 3.93

으로 3D 스캔(B)의 4.57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신뢰도 95%수준에서 유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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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가상바디 간의 외관 유사도를 비교한 결과

를 종합하면, 2D 이미지로부터 모델링된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

는 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바지 원형에 대한 외관유사도는 일부 인체 항목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0.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pe 
body (A) and 3D scan(B) for the pant (Garment 3) in the woven 

fabric environment 

# 항목 

Prototype 
가상 바디

(A) 

3D  
스캔 형상

(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l 바지길이 3.36 1.22 4.36 0.84 -1.00 -2.53 0.018* 
m 엉덩이옆

길이 
4.79 0.43 4.86 0.53 -0.07 -0.39 0.699 

n 허리선 
위치 

4.57 0.85 4.86 0.36 -0.29 -1.15 0.259 

o 엉덩이 
높이 

4.57 0.76 4.79 0.43 -0.21 -0.92 0.364 

p 샅높이 4.21 0.89 4.79 0.43 -0.57 -2.16 0.040* 
q 허리둘레 4.36 0.84 4.71 0.61 -0.36 -1.28 0.210 
r 엉덩이둘

레 
4.21 0.89 4.86 0.36 -0.64 -2.50 0.019* 

s 넙다리둘
레 

4.57 0.51 4.71 0.47 -0.14 -0.77 0.449 

t 무릎둘레 4.43 0.76 4.21 0.80 0.21 0.73 0.473 
u 종아리둘

레 
4.79 0.58 4.71 0.61 0.07 0.32 0.753 

v 바지통 4.36 0.63 4.43 0.76 -0.07 -0.27 0.789 
w 전반적인 

유사도 
3.93 0.83 4.57 0.51 -0.64 -2.47 0.02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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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물 의복 환경에서의 바지 원형에 대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외관유사도 차이는 Table 31, Figure 58과 같다.  

바지길이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외관유사

도는 신뢰도 9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직물 의

복 환경일때와 동일하게, prototype 가상바디(A)의 바지길이가 실제착의

에 비하여 짧게 느껴진다라는 의견이 많았다(Figure 55).  

 Figure 55.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pant 
length(knit)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Figure  54. Graph of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 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pant 

(Garment 3) in woven fab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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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길이 항목인 엉덩이 옆길이와 높이 3항목(허리선 위치, 엉덩이 높

이, 샅높이)에서 모두 가상바디 간의 외관유사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4.5 이상으로 실제 착의와 비교적 유사하게 평가

되었다.  

둘레항목에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 바디간의 외관유사도 차이

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허리둘레의 경우, 

prototype 가상바디(A)는 3.71이며 3D 스캔 형상(B)은 4.57로 둘레 항

목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허리둘레에 대한 평가 의견으로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허리둘레가 실제 착의에 비하여 타이트하게 표

현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허리둘레에 대한 각 바디의 외관 모습은 다음 

Figure 56 와 같다. 

Figure 56.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waist girth(knit)  
  

또한 엉덩이 둘레는 허리둘레 다음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prototype 

가상바디(A)는 3.93으로 3D 스캔 형상(B)의 4.64에 비하여 실제 착의와

의 유사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엉덩이 둘레에 대한 각 바디의 외관 모습은 

다음 Figure 57과 같다. 엉덩이둘레에 대해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

의 착의 상태는 딱 맞게 느껴지는 반면, 실제 착의에서는 조금의 여유분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실제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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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to hip girth (knit) 

그 외의 둘레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무릎

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넙다리둘레 순으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무릎둘레의 경우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

사도가 낮게 평가 되었으며, 실제 착의는 조금 더 넓고 통으로 실루엣이 떨

어지는 반면, 가상착의 자극물에서는 무릎 부위에서 더 좁게 표현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아리둘레 또한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가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유사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실제착의에 비하여 

가상착의가 더 좁게 느껴졌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인 유사도 평가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유사도가 3.43으로 3D 스캔 형상(B)의 3.93 

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B) 실제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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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pe 
body (A) and 3D scan(B) for the pants (Garment 4) in the knit 

fabric environment 

# 항목 
Prototype  

가상 바디(A) 
3D  

스캔 형상(B)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l 바지길
이 

3.07 1.38 4.07 1.07 -1.00 -2.14 0.042* 

m 엉덩이
옆길이 

4.79 0.58 4.93 0.27 -0.14 -0.84 0.410 

n 허리선 
위치 

4.57 0.76 4.64 0.63 -0.07 -0.27 0.789 

o 엉덩이 
높이 

4.50 0.76 4.57 0.76 -0.07 -0.25 0.805 

p 샅높이 4.64 0.63 4.57 0.76 0.07 0.27 0.789 
q 허리둘

레 
3.71 1.27 4.57 0.51 -0.86 -2.35 0.027* 

r 엉덩이
둘레 

3.93 1.00 4.64 0.63 -0.71 -2.26 0.032* 

s 넙다리
둘레 

4.21 0.89 4.29 0.99 -0.07 -0.20 0.843 

t 무릎둘
레 

3.79 1.05 4.14 0.86 -0.36 -0.98 0.335 

u 종아리
둘레 

4.21 0.89 4.50 1.02 -0.29 -0.79 0.437 

v 바지통 4.14 1.03 4.29 0.99 -0.14 -0.37 0.712 
w 전반적

인 유사
도 

3.43 0.94 3.93 0.83 -0.50 -1.50 0.14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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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에 따른 외관 유사도 차이 

 

Prototype 가상바디(A)의 실제착의와의 외관유사도가 소재 조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2, 33와 같다. 먼저 토르소 원형과에 대하여 외관유사도가 

소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어깨너비에서만 직

물과 편성물에 따라 신뢰도 95% 수준에서 외관유사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p≤0.05), 어깨너비는 직물 조직일 때에 비하여, 편성물 조직일 때 실제 

착의와 외관이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그 외의 항목에서는 조직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2). 

바지 원형에 관해서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외관유사도는 조직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샅높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

에서 직물 의복 환경에서의 외관유사도가 편성물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

Figure 58. Graph of difference in appearance similarity between 
Prototype body(A) and 3D scan(B) for the pants (Garment 4) 

in the knit fab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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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33). 

Table 32. Differences in similarity appearance according to fabric 
types (woven/knit) for the torso 

*p≤0.05, **p≤0.01, ***p≤0.001 

  

Table 33. Differences in similarity appearance according to fabric 
types (woven/knit) for the pants 

# 항목 
직물

(Woven) 
편성물
(Knit)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a 총길이 4.57 0.94 4.50 0.65 0.07 0.23 0.817 
b 소매길이 3.79 1.19 4.00 0.88 -0.21 -0.54 0.592 
c 등길이 4.50 0.52 4.50 0.65 0.00 0.00 1.000 
d 목둘레 3.57 1.09 4.29 0.99 -0.71 -1.81 0.082 
e 어깨너비 3.86 1.23 4.71 0.61 -0.86 -2.33 0.031* 
f 가슴둘레 4.93 0.27 4.64 0.63 0.29 1.56 0.138 
g 허리둘레 4.21 0.97 4.00 0.78 0.21 0.64 0.528 
h 밑단둘레 4.00 0.96 4.14 0.77 -0.14 -0.43 0.668 
i 소매통 4.50 0.76 4.42 0.94 0.07 0.22 0.827 
j 손목둘레 4.42 0.85 4.50 0.65 -0.07 -0.25 0.805 
k 전반적인 

유사도 
3.78 0.80 4.07 0.62 -0.29 -1.06 0.301 

# 항목 
직물

(Woven) 
편성물
(Knit) 

평균 
차이 

t p Value 
평균 S.D. 평균 S.D. 

l 바지길이 3.36 1.22 3.07 1.38 0.29 0.58 0.567 
m 엉덩이옆

길이 
4.79 0.43 4.79 0.58 0.00 0.00 1.000 

n 허리선 
위치 

4.57 0.85 4.57 0.76 0.00 0.00 1.000 

o 엉덩이 높
이 

4.57 0.76 4.50 0.76 0.07 0.25 0.805 

p 샅높이 4.21 0.89 4.64 0.63 -0.43 -1.47 0.155 
q 허리둘레 4.36 0.84 3.71 1.27 0.64 1.58 0.126 
r 엉덩이둘

레 
4.21 0.89 3.93 1.00 0.29 0.80 0.432 

s 넙다리둘
레 

4.57 0.51 4.21 0.89 0.36 1.3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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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제 4 절 Exit Interview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착의와 가상 착의의 외관 유사도에 대한 평가를 모

두 끝낸 후, 간단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exit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의 장점과 단점, 개선 방향과 소재 

물성 표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틀을 정하였고, 면접 시 면접 

대상자의 반응과 특성에 따라 추가질문을 하여 결과기술에 사용하였다.  

 

1.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에 대한 장점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장점은 인

체 치수 측정의 편리함과 복잡한 사이즈 체계를 시각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

였다.  

 

1) 인체 치수 측정의 편리함  

 

연구참여자들은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가장 큰 장점으

로 인체 치수 측정의 편리함을 언급하였다. 3D 전신 스캔을 활용할 경우 신

체 노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반면에, 최소한

의 정보만으로도 인체치수 및 3차원 바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t 무릎둘레 4.43 0.76 3.79 1.05 0.64 1.86 0.075 
u 종아리둘

레 
4.79 0.58 4.21 0.89 0.57 2.01 0.055 

v 바지통 4.36 0.63 4.14 1.03 0.50 0.58 0.512 
w 전반적인 

유사도 
3.93 0.83 3.43 0.94 0.50 1.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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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쉽게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정면 사진만을 활용해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즈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편리

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3) 

 

3D 스캐너를 활용했을 때가 조금 제 모습에 가까운 것 같긴 하지만, 스캔복이 

너무 노출이 많아 민망했어요. 그 반대로 가상 바디(A)의 경우는 신체 노출이 없고, 

비교적 쉽게 치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참여자 5) 

 

2) 사이즈 체계를 시각화함.  

 

연구참여자들은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하여 기존 사이즈 

체계를 시각화하였다는 점에서 사이즈 정보 제공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진

다고 답하였다. 같은 의류 호칭 사이즈를 사용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아

이템에 따라 제품 치수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

나,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는 여러 사이즈 중 한 가지 사이즈를 선

택함에 있어 시각적으로 표현되기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예민하게 확인하는 편이에요. 보통 S, M 중

에서 사이즈를 고민하게 되는데, 치수가 어중간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이즈

가 더 적합할지 고민할 경우가 많은데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

습니다(참여자 14).  

 

온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같은 사이즈 S라고 해도 실

제 치수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가상바디(A)를 사용하면 S/M/L이라 할 때, 세가 지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한 사이즈를 직접 보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이즈 선택

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참여자 3).  

  

실제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내 사이즈 찾기 이런 기능을 활용했을 때에도, 

결과가 글로만 표현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마다 사이즈 표를 다시 한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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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상바디(A)를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사이즈가 

표현되기 때문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1)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할 때, 반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수 같은 것을 모두 

비교해가면서 사야 했는데, 가상바디(A)를 활용하면 알아서 핏이나 사이즈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참여자 13)  

 

2.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단점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단점으로

는 정확한 체형 반영이 부족하고,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경계

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 정확한 체형 반영이 부족함  

 

이러한 점은  exit interview 상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Exit 

interview 결과에서도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는 개인의 체형과 자

세를 기반한 정확한 형상 구현 및 사이즈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인체 재현성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

체 재현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prototype 가상바디(A)는 굴곡이 크게 형

성되는 가슴 앞쪽과 엉덩이 뒤쪽 부위의 각도에서 공극거리 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허리둘레의 경우는 옆구리가 위치한 측면 부위에서 차이를 보였으

며, 인체 체형의 굴곡이 심하거나, 지방 축적 또는 근육 발달이 나타나는 부

위의 각도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는 실제 인체와의 차이를 보였다. 이

처럼, 실제 체형과의 형상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

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인체 사이즈를 조절하

는 기능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나,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과정으

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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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바디(A)는 나의 체형과 기울기를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유독 엉

덩이 부위에 대한 고민이 많고, 특이 체형이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가상바디(A)

에서는 표현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상바디 상에서 몸의 체형에 대한 각도까

지 반영할 수 있다면 사이즈 선택에 더욱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참여자 1)   

 

가상바디(A)는 굴곡을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슴의 크기나 엉덩이가 

튀어나온 모습이든지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표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는 윗배보다는 아랫배가 더 발달된 체형이거든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표현

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참여자 3)  

 

제가 옷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지의 경우 허리둘레, 

상의의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에요. 가슴, 허리, 엉덩이와 같이 주요 포

인트를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제 체형을 정확하게 반

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8) 

 

가상바디(A)는 체형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종아리가 굵은 사람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체형을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더 좋

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도 매우 간단하게 해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참여자 

9)  

 

그냥 사진으로 사이즈 판단하는 것에 비해 가상바디(A)는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다만, 체형 부위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위별로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독 예민하고 신경 부위에 대해서만 자기 상세 사이즈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12)  

 

2)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부족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가 길이감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효과적이

었으나,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해 경계가 모호한 것 같다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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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있었다. 실제 외관 유사도 평가에서도 소매길이, 바지길이와 같은 길

이 항목은 외관유사도 평가에 관해서 실제착의와 가장 크고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가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의 

가상착의를 평가함에 있어, 길고, 짧음과 같은 길이감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용이하였다.  

    반면 둘레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인체 재현성 평가와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

에 따르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하반신 부위가 실제에 비하여 치수 

및 형상에서 작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관 유사도 평가에서는 하반신 

부위에 대한 외관유사도가 유사하게 평가 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처럼, 여유량을 판단할 수 있는 둘레항목에 관해서는 실제 가

상바디 상에서는 차이가 있음에도 가상착의 상에서 원단의 주름정도 만으

로 여유를 평가해야하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복의 투명도, 색 분포 등의 표현으로 바디와 의복 간의 여유 정도

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추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핏 감은 정확한 판

단을 하기엔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한테 잘 맞는 것인지? 아

니면 큰 것인지? 길이만큼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14) 

 

미묘한 차이인데, 여유분에 대한 표현이 더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유량이 몇 

mm인지 등을 수치적으로 또는 색으로 정보가 추가 제공되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1) 

 

저는 종아리가 많이 굵은 편이에요, 바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무릎, 허벅지, 종

아리 등을 평가할 때, 솔직히 화면에서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너비인지, 여유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어요. 딱 달라붙지 않는 옷이라면 평

가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여유에 대한 정보가 더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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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의복과 가상의복의 소재 물성 표현  

 

14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가상착의에서의 소재 표현이 미흡하다고 판

단하였다. 실험복을 실제 착의하였을 때, 소재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

나, 가상착의 자극물 상에서는 소재의 다른점이 느껴지지 않았고, 실제와 

가상 의복의 시각적 거리감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앞서 연구참여자가 실

제 착의와의 외관 유사도 평가를 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실제 착의와의 외

관유사도는 소재 조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어깨

너비에서만 신뢰도 9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p ≤ 0.05).  

 또한 물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을 언급하였고, 가상 

상의 물성 표현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기능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실제로 실험복을 입거나 만졌을 때, 신축성, 촉감, 핏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

습니다. 반면 보여주신 화면에서는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여자 4).  

 

실제의 소재 차이는 느껴졌어요. 재질이 다른데, 하나는 거친 느낌이었다면 다

른 하나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착의했을 때도 하나는 몸에 좀 끼는 느낌인 

반면 다른 하나는 신축성이 있어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상에서 이러한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

자 13) 

 

실제 옷을 착의해보면 주름을 중점으로 차이가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었어

요. 화면상 자극물에서는 두 소재의 주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

다. 대략적인 핏 정보로 추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소재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지 못

했어요(참여자 11) 

 

소재를 볼 때, 사실 주름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가상착의에서는 주름이 실

제와 같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울 상에 비치는 옷의 모습을 보면, 실험복

이 흰색이다 보니 속옷이 비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상상에서는 속옷이 비치

는 것과 같은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 물성의 조직을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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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졌습니다(참여자 1) 

 

물성 표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가상바디의 동작 반영을 하여 동작

에 의한 결과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소재에서 실물과 같

은 디테일한 표현이 부족하기에, 실물 사진 또는 영상을 함께 제시하여 추

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니트의 경우 움직임에 따라 옷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상착

의는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팔을 올려보거나 움직였을 때의 느낌을 담을 수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 1) 

 

아무래도 가상의 기능적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소재를 클릭하였을 때 

돋보기 기능처럼 확대해서 재질을 확인할 수 있거나, 착의 상태의 영상이나 추가적

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더욱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9)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4에 따라, exit interview를 활용하여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한 사용자 평가 및 개선 방향을 파악하였다. exit 

interview를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에 대

한 장점은 인체 치수 측정의 편리함과 복잡한 사이즈 체계를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의 경우 정

확한 체형 반영이 부족하고,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경계가 모

호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형 별 가

상바디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또는 형상 유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의복의 투명도, 색분포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실루

엣 뿐만 아니라 바디와 의복간의 여유 정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추가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착의의 물성 표현과 관련하여 실제 착

의와의 괴리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실험복을 착의하였을 

때에는 조직에 따른 원단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나, 가상 착의 자극물 

상에서는 소재의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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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에 가상착의에 대한 기능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１０１ 

 

제 5 장 결 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소한의 신체 정보와 2D 이미지만

을 활용하여 인체 치수를 획득하고 가상바디를 생성하는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현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기에 개인 신체의 사진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높은 정보만을 가지고 3D 가상바디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는 온라인 의류 시장에서

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와 3D 스캔 형상

(B)를 비교 분석하여 인체 재현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의복환경에서 가상

착의 맞음새와 실제착의와의 외관유사도를 분석하여 온라인 가상피팅룸

(VFR)에서의 활용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30대 여성 평균치수의 표준편차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참

여자 총 14명을 모집하였다. 인체재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인체 치수

와의 치수 비교, 형상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가상착의 맞음새 평가는 다양

한 의복환경에서의 활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가지 소재 환경(직물과 편

성물)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외관유사도는 연구참여자 개인의 가

상바디에 가상착의된 자극물과 거울에 비친 실제 착의를 비교하여 유사성

을 평가하였다.  

첫째, 인체 재현성 분석 결과, prototype 가상바디(A)의 인체 치수는 실

제 인체 치수에 비하여 작게 측정되었다. 허리선을 기준으로 하위에 위치한 

높이항목에서 치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대부분의 둘

레항목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의 치수가 작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하

반신 부위에 해당되는 둘레항목은 좀 더 작게 생성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길이 항목에 대해서는 등길이와 엉덩이 옆길이와 같은 몸통 부위의 

길이 항목에서는 인체 재현성이 높았으나, 어깨가쪽길이와 팔길이에서 가

장 뚜렷한 차이가 보였으며, prototype 가상바디(A)의 길이가 짧게 모델링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깨가쪽길이와 팔길이는 상의의 맞음새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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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인체 항목이기에 형상 모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prototype 가상바디(A)에 대한 형상 유사도 분석은 총 3가지 방법

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각 단면 형상의 공극거리를 분석한 결과 가

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굴곡이 있는 각도 항목에서 prototype 가상바디

(A)와 3D 스캔 형상(B)의 공극거리는 큰 차이를 보였다. ISO 기준의 드롭

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였고, 각 체형별 정면과 측면 사진을 추출하여 중합

하였고, 형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드롭 차이가 큰 A체형에 비하

여, 드롭 차이가 적은 H 체형일수록 가슴부위에서의 인체 체형의 굴곡이 명

확하게 형상화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체형의 변화가 prototype 가상바디(A)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마지막

으로 편평률 분석에 따르면, 하반신 부위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편평

률이 3D 스캔 형상(B)보다 작은 경향을 보였으며, 형상이 보다 동그란 특

징을 가졌다. 반대로, 상반신 부위에서는 부위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편평률이 3D 스캔 형상(B)보다 큰 경향을 보였으며, 3D 스캔 형상(B)에 

비하여 형상이 보다 납작한 타원 형태를 보였다.  

인체 재현성 결과를 종합하면, prototype 가상바디(A)는 3D 스캔 형상

(B)와 비교적 유사하게 모델링 되었으나, 체형의 굴곡 표현이 미흡하였으

며, 하반신 부위에서 치수 및 형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2D 이

미지 상에서 레깅스의 신축성으로 인하여, 다리 형태가 실제보다 보정되어 

촬영되기에 실제 다리에 비하여 작게 모델링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한 Deepbody 프로그램은 키, 몸무게 그리고 사용자의 정면 사진만

을 활용하여 가상바디(A)를 생성하였다. 오로지 정면 사진으로부터 사용자

의 세부적인 인체치수와 체형 정보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의 체형 및 형상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체 표면은 다양

한 굴곡 형태를 보이며, 각도에 따라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면 사진뿐만 아니라 인체의 측면 사진 또는 후면 사진 등 다양한 각도에

서의 이미지가 반영하여 기술적인 한계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소재 직물과 편성물로 구성된 의복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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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 맞음새 평가를 수행하였다. 직물과 편성물 의복환경의 토르소 원

형에서, prototype 가상바디(A)와 3D 스캔 형상(B)는 젖가슴둘레와 편팔

둘레 부위에서 가상착의 맞음새 차이가 나타났다. 인체재현성 결과에 따르

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젖가슴둘레와 편팔둘레는 3D 스캔 형상(B)

에 비하여 작게 모델링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prototype 가상바디(A)

와 가상의복 사이의 여유 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가상착의 맞

음새에서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바지 원형에서는 엉덩이둘레와 넙다리둘레 부위에서 공통적으로 차

이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인체 재현성 분석에 따르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하반신 부위가 작게 모델링되었으며, 이로 인하

여, 의복과 바디 간의 여유 면적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상바디의 치수와 형상에서 차이가 나타난 부위는 가상착의 맞음새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번째, 직물(woven)과 편성물(knit) 조직에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의 공극면적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토르소 원형의 6개

의 부위중 편팔둘레에서만 직물과 편성물에 따라 공극면적 차이가 나타났

다. 편팔둘레의 공극면적은 직물 의복환경에서의 공극면적이 편성물 의복

환경에서의 공극면적 보다 적게 나타났다. 즉 직물 의복 환경일 떄 편팔둘

레의 여유량이 적으며, 맞음새가 조금 더 타이트하다. 반면, 바지 원형에서

는 조직에 따라 맞음새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번째,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와 3D 스캔 형상(B)의 외관 

유사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토르소 원형의 소매길이와 목둘레 부위는 직물

과 편성물 의복환경에서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인체 재현성 결과에 

따르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팔길이가 짧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prototype 가상바디(A)의 가상착의 외관이 실제 착의에 비하여 소매길이

가 더 길게 느껴졌고,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목둘레의 경

우 인체 재현성에서 치수 및 형상이 매우 유사하게 모델링 되었으며, 가상

착의 맞음새 평가에서도 공극면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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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목둘레에 대한 가상착의가 좀 더 널널하고 실제 착의는 더욱 타이트

하여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외관 차이는 소재 물성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번째, 바지 원형에 대한 외관유사도 평가 결과, 바지길이에 대해서

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가상착의 자극물이 실제착의에 비하여 더 짧

게 느껴진다고 평가하였다. 인체재현성 결과에 따르면, prototype 가상바

디(A)의 허리둘레 치수가 더 크게 측정되었으며, 형상유사도 분석 결과에

서도 복부 앞쪽 부위가 실제에 비하여 돌출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상

착의 맞음새 평가에서도 prototype 가상바디(A)의 허리둘레 공극면적이 

3D 스캔 형상(B)의 허리둘레 공극면적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prototype 가상바디(A)의 허리둘레에서 여유량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를 종합하면 prototype 가상바디(A)의 허리둘레는 실제보다 크게 

모델링 되었다. 따라서, prototype 가상바디(A)의 경우, 돌출되어 표현된 

복부 부위의 바디 형상과 가상 의복간의 마찰로 인하여 가상의복을 고정해

줌에 따라 길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덟번째, exit interview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면 2D 이미지로부

터 모델링된 가상바디(A)는 측정의 편리함과 사이즈 체계를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의류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정확한 체

형 반영이 부족하고,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발견

되었고, 가상의복의 물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기능적 한계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형 별 가상바디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인체의 몸통 부위 뿐만 아니라 길이항

목과 높이항목에 대한 인체 치수 추정 알고리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상의복에 대한 맞음새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의복의 투명도, 색분포 

등을 활용하여 인체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바디와 의복간의 

여유 정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

상착의 소재에 대한 물성 표현은 실제 착의에서의 소재 물성과 괴리감이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평가에 따르면 실제 실험복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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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을 때에는 조직에 따른 원단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나, 가상 착의 

자극물 상에서는 조직에 따른 소재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소재 물성은 의복 맞음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이기에, 물성 표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소재의 움

직임에 대한 영상, 확대기능을 통한 소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가상착의에 대한 기능적 한계를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를 의류학 측면에서의 활용성을 인

체 재현성, 가상착의 맞음새, 실제 착의와의 외관 유사도 평가에 따라 실증

적인 검증을 하여, 현 기술의 현주소 및 한계점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그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A)를 사용

한 가상피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Table 34에 정리하였다.  

 

Table 34. Problems and improvement of virtual fitting using 
Prototype body (A) 

기술의 한계점 세부 문제점 개선 방향 

정확한 체형 반영이 어
려움 

⦁ 일부 인체 항목에서 
치수 및 형상 차이가 나
타남 
(전반적인 상반신과 하
반신 부위는 작게 모델
링 되었으며, 허리둘레
는 크게 모델링됨)  
 
⦁ 길이 항목과 높이 항
목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남 
(소매길이, 바지길이, 
높이항목은 짧게 모델
링됨) 
 
⦁ 인체의 돌출 및 굴곡
에 대한 재현성이 떨어
지며, 체형 그룹에 따라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
남. 

⦁ 타이트한 티셔츠, 레
깅스 외의 다양한 착장 
이미지로부터 인체 치
수를 추정하는 기술 개
발 필요. 
 
⦁ 길이와 높이 항목에 
대한 인체 치수 추정 알
고리즘에 대한 개선 필
요. 
 
⦁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
미지를 추가하여 체형
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보완 되어야함.  
 
⦁ 특정 부위를 쉽고 간
단하게 변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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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 맞음새 정보
의 모호함 

⦁ 가상착의의 여유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
이 모호함 
(실루엣과 주름 표현만
을 활용하여 맞음새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여유량에 대한 색 분
포, 가상의복의 투명도
를 설정하는 등 바디 간
의 여유 정도를 시각화 
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
음.  

소재 물성 표현의 부정
확성 

⦁ 가상 착의 자극물 상 
가상착의 맞음새 및 외
관 유사도 차이가 느껴
지지 않음  
 
⦁ 소재의 여유 및 신축
성에 대한 특징이 외관
상에 뚜렷하게 드러나
지 않음 
 
⦁정적인 상태에서, 소재
의 물성을 판단하기에
는 한계점이 존재함.  

⦁ 실제 의복의 소재 물
성을 정확하게 재현하
는 기술이 필요함(신축
성, 주름 표현 정도, 여
유 정도 등).  
 
⦁ 바디의 동작을 반영하
여, 움직일 때의 소재 
정보를 제공되어야 함.  
또는 소재의 영상, 확대 
사진 등 소재에 대한 정
보 제공이 필요함.  

 

본 연구가 가진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를 모델링할 수 있는 한 가지 프로그램 

‘Deepbody’에 한정하였기에, 향후, 온라인 시장에서 2D 이미지 기반의 

3D 바디를 도입하여 다양한 맞음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Deepbody 프로그램의 경

우인체 이미지 중 정면 사진만을 활용하였기에 측면 또는 다양한 각도의 인

체 이미지를 학습데이터가 체형 반영에 효과적인지는 검증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표준 체형의 표준편차 범위 내의 20, 

30대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준 이외의 체형과 다양한 연령대에 

속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１０７ 

 

참고 문헌 

Ballester, A., Parrilla, E., Piérola, A., Uriel, J., Pérez, C., Piqueras, P.,  
& Alemany, S. (2016). Data-driven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human bodies using a mobile phone 
app.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Digital Human, 1(4), 361-
388. 
 

Ballester, A., Piérola, A., Parrilla, E., Uriel, J., Ruescas, A. V., Perez,  
C., & Alemany, S. (2018, October). 3D Human Models from 
1D, 2D and 3D Inputs: Reliability and Compatibility of Body 
Measurements. In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3D Body Scanning Technologies, Lugano, 
Switzerland (pp. 16-17). 
 

Balach, M., Cichocka , A., Frydrych , I., Kinsella , M.,(2020) Initial  
investigation into real 3D body scanning versus avatars for 
the virtual fitting of garments, AUTEX Research Journal, 
DOI 10.2478/aut-2019-0037 
 

Blazquez, M. (2014). Fashion shopping in multichannel retail: The  
role of technology in enhancing the customer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18(4), 97–

116. 
 

Beck, M., & Crié, D. (2018). I virtually try it… I want it! Virtual  
Fitting Room: A tool to increase on-line and off-line 
exploratory behavior, patronage and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40, 
279-286. 

 
Cha, S. J. (2019). Comparison of pants pattern by adolescent boy's  

body type using 3D virtual simul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4(2), 75-84.  

 
Choi, H. E., Nam, Y. J., & Kim, H. S. (2014). A comparison on the  

reproducibility of parametric bodies used in the virtual 
garment system.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2), 
266-274. 

 
Choi, Y. L., & Kim, H. E. (2004).  A Comparison of Women`s Basic  

Pattern Using 3D Scanner -Between the Bunka and the 



 

１０８ 

 

Secoli Pattern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6(6), 
pp.749-755 
 

Garcia-Garcia, A., Orts-Escolano, S., Oprea, S., Villena-Martinez,  
V., & Garcia-Rodriguez, J. (2017). A review on deep 
learning techniques applied to semantic segmentation. arXiv 
preprint arXiv:1704.06857. 

 
Grogan, S., Siddique, M. A., Gill, S., Brownbridge, K., Storey, E., &  

Armitage, C. J. (2017). ‘I think a little bit of a kick is 
sometimes what you need’: Women’s accounts of whole-
body scanning and likely impact on health-related 
behaviours. Psychology & health, 32(9), 1037-1054. 
 

DesMarteau, K. (2000, October). CAD: Let the fit revolution begin.  
Bobbin, 42(2), 42-42.  

 
Erra, U., Scanniello, G., & Colonnese, V. (2018).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an augmented reality dressing 
room.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77(19), 25077-
25107. 

 
Gunel, S., Rhodin, H., & Fua, P. (2019). What face and body shapes  

can tell us about height.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Workshops.  
 

Gill, S. (2015). A review of research and innovation in garment  
sizing, prototyping and fitting. Textile Progress, 47(1), 1-
85. 
 

Haixia, L., & Yongrong, W. (2020). Structural optimization of yoga  
top based on 3D virtual-reality technology. The Journal of 
The Textile Institute, 111(6), 916-923. 

 
Han, H., & Nam, Y. J.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3D Body Scan Measurements and 
Physical Measurements by Gender -5thSize Korea Adult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8), 1190–1202.  
https://doi.org/10.5850/jksct.2009.33.8.1190 
 

Han, H., Nam, Y., & Choi, K. (2010). Comparative analysis of 3D 



 

１０９ 

 

body scan measurements and manual measurements of size 
Korea adult fe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40(5), 530-540. 

 
Han, X., Wu, Z., Wu, Z., Yu, R., & Davis, L. S. (2018). Viton: An 

image-based virtual try-on network.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7543-7552). 

 
He, K., Gkioxari, G., Dollár, P., & Girshick, R. (2017). Mask r-cnn. 

In 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p. 2961-2969). 

 
Holte, M. B. (2020, July). The Virtual Dressing Room: A Return  

Rate Study.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pp. 80-90). Springer, Cham. 
 

Hong, Y., Zeng, X., Bruniaux, P., & Liu, K. (2017). Interactive  
virtual try-on based three-dimensional garment block 
design for disabled people of scoliosis type. Textile 
Research Journal, 87(10), 1261-1274. 
 

Hwang, M., You, S.H., Cho, C.S(2021). A proposal of a composite  
deep learning system perceiving in body shape using a 
frontal photo.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Islam, S. (2020). Consumers' Preferred Body Scanning Technology:  
A Compari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LSU Digital 
Commons.  

 
ISO/TR 10652, 1991. Standard Sizing Systems for Cloth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eneva 
 

Istook, C. L., Lim, H. S., & Chun, J. S. (2011). Comparative analysis  
of body measurement and fit evaluation between 2D direct 
body measuring and 3D body scan measuring.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6), 1347-1358. 

 
Jeong, J.-C., Kwon, S.-K., & Park, S.-K. (2012).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Dart Manipulation for Women’s Body Types in 
Their 30’s - Focused on the Bodice Prototypes -.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5), 73–87. 



 

１１０ 

 

https://doi.org/10.7233/jksc.2012.62.5.073 
 
 
Lee, J. H., & Kim, Y. H. (2016). Trend of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Clothing Fit - Focusing on Domestic Research Journals of 
2000~2016 year -.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4), 159-170. 
 

Ji Z., Qi X., Wang.,Y, Xu,G.,Du,P.,Wu,X., Wu,Q.(2019) Human body  
shape reconstruction from binary silhouette images. 
Computer Aided Geometric Design 71, 231-243 
 

Kang, Y,. (2014) A study on reality of avatar sizes comparing with  
body sizes of women aged 19 to 5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8(6), 896-912. 

 
KS K 0514(2017). Measuring method for weight of cloth: small  

specimen method. Korean Standards & Certification, Korea  
 

KS K ISO 5084(2017). Textiles-Determination of thickness of  
textile and textile products. Korean Standards & 
Certification, Korea  

 
Kim, D. E., & LaBat, K. (2013). An exploratory study of users’  

evaluations of the accuracy and fidelity of a three-
dimensional garment simulation. Textile Research Journal, 
83(2), 171-184 
 

Kim, D. E., & LaBat, K. (2013). Consumer experience in using 3D  
virtual garment simulation technology. Journal of the Textile 
Institute, 104(8), 819-829 
 

Kim, J. H. (2010). Study on consumer's complaints behavior and  
information search behavior according to return factors of 
the Internet fashion mall.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2(6), 745-754.  

 
Kim, K. S., (2018). Automatic Body Classification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Development of Automatic Pattern 
Alteration System (Unpublished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１１１ 

 

Kim, S., & Nam, Y.-J. (2016). Establishing Quantitativ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Mobility test of Slack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8(1), 80–90. 
https://doi.org/10.5805/sfti.2016.18.1.80 
 

Kim, S. Y., & Nam, Y. J. (2012). A Study on Establishing of Fit Test  
Conditions for Slac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4(3),454–464. 
https://doi.org/10.5805/ksci.2012.14.3.454 

 
Lage, A., & Ancutiene, K. (2017). Virtual try-on technologies in  

the clothing industry. Part 1: investigation of distance ease 
between body and garment. The Journal of the Textile 
Institute, 108(10), 1787-1793. 

 
Lee, H., & Nam, Y.(2001). Patternmaking for Women’s Wear. Seoul:  

교학연구사, 238-309. 
 

Lee, E., & Park, H. (2017). 3D Virtual fit simulation technology:  
strengths and areas of improvement for increased industry 
ado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10(1), 59-70. 
 

Lee, H., & Leonas, K. K. (2018). Customer experiences, the key to  
survive in an omni-channel environment: Use of virtual 
technology.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 
Management, 10(3), 1–23 
 

Lee, H., Xu, Y., & Li, A. (2020). Technology visibility and consumer  
adoption of virtual fitting rooms (VFRs):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24 No. 2, pp. 175-
194. doi: 10.1108/JFMM-01-2019-0016 
 

Lee, H. J., & Ku, Y. S. (2020).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ugmented Reality Contents of Fashion Brand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2(3), 310-322. 
 

Lee, H., & Xu, Y. (2020). Classification of virtual fitting room  
technologies in the fashion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13(1), 1-10. 

https://doi.org/10.5805/ksci.2012.14.3.454


 

１１２ 

 

 
Lee, J. H., (2007).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3D virtual  

clothing and real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M., Sohn, H.(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t  
between CLO 3D Avatar Sizing and Actua Body 
Measurement Shap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4), 
137-151.  
 

Lee, Y. R., & Jang, J. A. (2020). A Comparative of the Different  
between Virtual Fashion 3D Avatar and Size Korea of Adult 
Women's Body Shape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2(1), 87-93. 

 
Lee, Y. S., & Ryu, J. H. (2007). A Study on the Lower Body  

Somatotype of the 20s' Women. Journal of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9(1), 161-171. 

 
 

Li, B. (2018). Comparing Physical to Virtual: Fit and Appearance of  
Multi-Layered Cultural Gar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elaware. 
 

Li, C., & Cohen, F. (2021). In-home application (App) for 3D  
virtual garment fitting dressing room.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80(4), 5203-5224. 
 

Lim, H. S., & Istook, C. L. (2011). Comparative assessment of  
virtual garments using direct and manual avata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6), 1359-
1371. 
 

Liu, K., Wang, J., Zhu, C., & Hong, Y. (2016). Development of upper  
cycling clothes using 3D-to-2D flattening technology and 
evaluation of dynamic wear comfort from the aspect of 
clothing pres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28(6), 736–749. doi:10.1108/IJCST-02-
2016-0016 
 

Liu, K., Wang, J., & Hong, Y. (2017). Wearing comfort analysis from  
aspect of numerical garment pressure using 3D virtual-



 

１１３ 

 

reality and data mining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29(2), 166-179. 
doi:10.1108/IJCST-03-2016-0017 
 

Loker, S., Ashdown, S., & Schoenfelder, K. (2005). Size-specific  
analysis of body scan data to improve apparel fit.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4(3), 1-
15. 
 

Loker, S., Ashdown, S., & Carnrite, E. (2008). Dress in the third  
dimension: Online interactivity and its new horizo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6(2), 164–176. 
doi:10.1177/0887302X08315176 
 

Min, X., Sun, S., Wang, H., Zhang, X., Li, C., & Zhang, X. (2019).  
Motion Capture Research: 3D Human Pose Recovery Based 
on RGB Video Sequences. Applied Sciences, 9(17), 3613. 
 

Nakamura, R., Izutsu, M., & Hatakeyama, S. (2013, October).  
Estimation method of clothes size for virtual fitting room 
with kinect sensor. In 201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pp. 3733-3738). IEEE. 
 

Park, G. H.(2007). A Study for Visual Image based on Real Human  
body Fitting and Computer Simulation Fitting of Flare Skirt 
-Focusing on obese woman in 2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Park, K. C. (2018). Suggestion of an Interactive Virtual Fitting  

System Design based on Social Media Contents - focused 
on the experimental design process - .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9(4), 171-188. 

 
Pavlakos, G., Zhu, L., Zhou, X., & Daniilidis, K. (2018). Learning to  

estimate 3D human pose and shape from a single color 
image.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459-468).  
 

Pepper, R. M., Freeland-Graves, J. H., Yu, W., Stanforth, P. R., &  
Xu, B. (2011). Evaluation of a rotary laser body scanner for 
body volume and fat assessment. Journal of Testing & 
Evaluation, 39(1), 1–6. 



 

１１４ 

 

 
Rodríguez, B., & Alfredo, C. (2016). Virtual Fitting Rooms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oa.upm.es/ 
42311/1/TFM_BECERRA_RODRIGUEZ_CARLOS_a.pdf. 
Madrid.  
 

Saito, S., Simon, T., Saragih, J., & Joo, H. (2020). Pifuhd: Multi- 
level pixel-aligned implicit function for high-resolution 3d 
human digit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84-93). 
 

Schwind, V., Wolf, K., & Henze, N. (2017). FaceMaker—A  
Procedural Face Generator to Foster Character Design 
Research. Game dynamics (pp. 95-113). Springer, Cham.   
 

Shin, K. (2020, October 3). 코로나19에 ‘라이브 커머스’ 시대 빨라졌 
다… 23년 8조로 성장 [Corona 19 has accelerated the era of' 
live commerce'... Growing to 8 trillion won in 23 years]. 
News1. Retrieved from https://www.news1.kr/ 
articles/?4074298.  

 
Shin, J. H., & Sohn, H. S.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asic Bodice Block Pattern by Women's Body Type from 3D 
V irtual Clothing System - Focusing on Early 20’s Women -.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5(2), 1-13.  

 
Shin, J. Y., & Nam, Y. J. (2015). A Study on Body Shape for 3D  

Virtual Body Shape Transformation - Focusing on the 
Women with age of forties -.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2), 265–277. 
https://doi.org/10.5805/sfti.2015.17.2.265 
 

So, J. H., & Jeon, Y. J. (2020). Using 3D image-based body shape  
Measurement to increase the accuracy of body shape 
Measur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803-806. 
 

Song, D., Tong, R., Du, J., Zhang., Y., Jin, Y(2018) Data-driven 3D  
human body customization with a mobile device, IEEE 
Access, 6, 27939-27948.  



 

１１５ 

 

Statista(2018, March 5). “Apparel, footwear and accessories retail  
E-commerce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from 2016 to 
2022” Retrieved from 
www.statista.com/statistics/278890/us-apparel-and-
accessoriesretail-e-commerce-revenue/. 
 

Size Korea. (1997). 표준인체 측정법. 국사기술표준원. Retrieved from
 https://sizekorea.kr/page/terminology/4_1 
 
Thomassey, S., & Bruniaux, P. (2013). A template of ease  

allowance for garments based on a 3D reverse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43(5), 406-416. 
 

Treleaven, P., & Wells, J. (2007). 3D body scanning and healthcare  
applications. Computer, 40(7), 28-34. 
 

Wang, X., Kwon, C. R., & Kim, D. E. (2020). A Comparison on 
Clothing Appearance of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and Real Clothing-Based on the Evaluation of Chinese in 
Their 20s and 3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4(2), 193-208. 

 
Wang, X. (2019). A Comparison Study on the Appearance  

Similarities between 2D Flat Sketch, 3D Virtual Clothing, and 
Real clothing(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Wong, A. S., Li, Y., & Zhang, X. (2004). Influence of Fabric  
Mechanical Properties on Clothing Dynamic Pressure 
Distribution and Pressure Comfort on Tight-Fitting 
Sportswear. Textile Research Journal, 74(10), 937. 
 

Xia, S., West, A., Istook, C., & Li, J. (2018, October). Acquiring  
accurate body measurements on a smartphone from supplied 
colored garments for online apparel purchasing platforms 
and e-retailers. In Proc. 3DBODY. TECH 2018-9th Int. 
Conf. Exhib. 3D Body Scanning Process. Technol. Lugano, 
Switzerland (pp. 126-130) 

 
Yin, S. Y.(2015). A Comparison of Fit and Appearance between  

Real Clothing and Virtual Clothing Depending on Types of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8890/us-apparel-and-accessoriesretail-e-commerce-revenue/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8890/us-apparel-and-accessoriesretail-e-commerce-revenue/
https://sizekorea.kr/page/terminology/4_1


 

１１６ 

 

Virtual Clothing Program, Body Shape and Fit Sta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１１７ 

 

Abstract 

Evaluation of body size accuracy 

and virtual fit of 3D avatars 

created from 2D image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3D 

body scans  
 

 

Hanbit Oh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size and shape accuracy of virtual body 

models developed  from 2D images(A) and those from 3D scans(B), and 

analyzed the virtual fit on the body models in various clothing 

environments. Findings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technical issues of the 

current human body modeling technologies and areas for improvement for 

future development. 

From this study, we discovered that the virtual body developed from 2D 

images (A) was modeled relatively similarly to 3D scans(B). However, 

when compared to 3D scans (B), the body curviture of the virtual model 

(A) seemed to be lacking of body details, which was more prominent in the 

lower part of the body.  

The fit of virtual garments on the body models was assessed in various 

garment conditions consisting of two types of 100% cotton woven and k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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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ize and shape of the virtual body 

affected the fit of virtual garment.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fit on 

the virtual body(A) versus the actual body, the study participants 

evaluated that the visual difference was most noticeable in the sleeve 

length and neck circumference on the torso, and the pants length and hip 

circumference on the pant. 

Considering all results identified in this study, the virtual body(A) 

modeled from the 2D image does not seem to fully reflect correct 

anthropometric dimensions of the human body, which tends to lead to 

insufficient qulities in virtual garmet fitting on the body models. Further, 

functional limitations must be recognized in simulating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real fabric in a virtual context. In order to improve these 

limitations, we suggest enhancing the human body size estimation 

algorithm particularly for the length and height items and building up a 

more robust dataset of various human body shapes and 2D images 

collected from various angle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visualize fit 

accuratly, rather than simply mimicing wrinkles. In order to do so, 

technology advancement is desired to reflect actual physical properties of 

fabrics in virtual space. 

In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accuracy of virtual fit 

using a virtual body modeled from a 2D image(A).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the apparel 

industry that would like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virtual body 

modeling and virtual fitting technologies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  

 

Keywords: 3D Virtual body, 2D image, virtual fitting, human body 

reproducibility, 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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