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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패션 산업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개별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의류 제조 분야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한 사

례는 찾기 어려우며, 주로 통계적 기법이나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개별 고

객에게 맞춤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기술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이 완

료된 제품 중에서 가장 적당한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사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조 전 설계 단계에서 대량 개인화

(mass personal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맞춤 의복설계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파라메트릭 패턴과 그레이딩 패턴의 이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그레이딩 패턴을 인공 지능이 학습하여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학습에 사용할 실험복으로는 라

글란 상의, 바지, 원피스, 스커트, 네 가지 스타일을 선정하였으며, 인체 모

델은 표준에 근접한 20대 1인과 만 18세 ~ 59세까지의 비교적 넓은 범위

에서 다양한 체형 특성을 가지는 9인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그레이딩된 패

턴 파일을 개발된 인공 지능 모델에 인체 치수와 함께 입력하여 학습시킨 

후, 그 결과로 생성된 파라메트릭 패턴에 새로운 인체 치수를 입력하여 해

당 체형에 맞게 잘 변형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변환된 파라메트릭 패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 착의 환경에

서 여유량, 의복 압력에 의한 의복 변형률, 솔기의 놓임, 디테일의 위치, 봉

제선 길이 등 다양한 의복의 피트성(fit) 평가 항목을 정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가상 의복 평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지정한 

바람직한 착의 상태와 바람직하지 않은 착의 상태의 부위별 여유량과 의복

압을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착의 상태의 유사도를 점수로 표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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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 체형 모델에 해당 모델을 대상으로 설계된 기준 사이즈 패턴으로 

가상 착의한 상태를 100점으로 지정하고, 인체 모델과 패턴의 종류 및 사이

즈를 바꿔가며 착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인체 모델에게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생성한 맞

춤 패턴을 착의했을 때, 어느 한쪽의 피트성 점수가 우세하게 도출되는 경

향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용한 평가 항목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

라 피트성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적절한 평가 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를 찾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 가상 의복의 압력에 의한 변형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착의한 상태에서도 높은 점수가 도출되며, 

사용자가 의복의 원단 성질을 고려하여 의복 압력에 해당하는 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능을 사용하면 그레이딩 패턴을 파라메트릭 패턴으

로 변환할 수 있고, 그레이딩 패턴에 없는 사이즈의 패턴도 생성할 수 있

다. 또한, 의복의 피트성을 빠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전문가에 의

한 관능 평가과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가상 착의 피트

성 평가 결과를 입력값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여 인공 신경

망의 성능을 개선하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성을 개선하여 실제 온라인 의류 쇼핑에 적용 가능한 방

법을 모색할 것이다.

주요어 : 그레이딩 패턴, 파라메트릭 패턴, 파라메트릭 디자인, 인공 지능, 

의복설계 자동화, 가상 착의 평가

학  번 : 2020-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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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패션 산업에서 인공 지능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규칙 기반의 전

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과는 다르게, 머신 러닝, 딥 러닝과 같은 최근의 인

공 지능은 데이터와 해답을 입력하여 출력으로 규칙을 얻는다(Chollet, 

2021). 인공 지능은 주로 과거의 고객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나 수요 예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의복설계 분

야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이 선호되는데, 인공 지능이 의복 패턴을 설계하기

에는 입력값으로 사용할 패턴 데이터의 확보와 해답의 정량화가 아직 어려

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업 의류 제조 분야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의복을 설계한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이미 설계되어 생산된 패션 제품 중 가장 잘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즈를 고객에게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외 패션 플랫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 지능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잘 작동하므로, 이는 

대형 쇼핑몰에 적합한 방식이다. 유럽의 대형 패션 플랫폼인 잘란도

(Zalando)의 사이즈플래그(SizeFlags)는 고객의 데이터와 구매 행동 이력을 

바탕으로 통계적 기법과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구매하려는 제품의 

사이즈 관련 문제를 알려준다(Nestler et al., 2021). 신상품이나 신규 브랜

드와 같이 인공 지능이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팅모델들의 주

관적 평가 결과와 제품 사진의 이미지 프로세싱 결과를 취합한 데이터를 학

습하여 사이즈 관련 정보를 보완한다. 국내에서 중소형 온라인 패션 쇼핑몰



- 2 -

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재요(Zeyo)는 고객의 신체 사이즈와 상품의 사

이즈를 인공 지능이 학습하여 고객별로 추천해주는 솔루션으로, 쇼핑몰마다 

서로 다른 사이즈 체계로 인한 교환 및 반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중 가장 적당한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방식은 

고객이 평균 체형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브랜드의 목표 소비자 체형과 맞지 

않아 사이즈 중 맞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 전 설계 단계부터 대량 개인화(mass personalization)를 달성하

여 사이즈 및 피트성(fit)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시

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의복설계 단계에서 인공 지능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Giri et al., 

2019). 주로 의복 패턴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하는 데 인공 지능

이 사용되고 있으며,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인공 지능이 생성한 패턴 결과물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제품 수명 주기가 

짧고 새로운 디자인이 지속해서 등장하는 패션 제품 특성상 인공 지능이 학

습할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반면,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그에 따라 패션 제품의 사이즈나 핏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온라인 패션 소매 업체에서 제품의 상세

한 사이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의류 제품을 구매하면 배송 

후에 착의할 수 있으므로 사이즈 문제로 제품을 반품하는 고객들이 최근 급

격하게 증가하였다.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의도적으로 주문하고 반

품하는 ‘계획적 반품 고객(planned returners)’은 고객으로서는 제품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발생시키고 환경에 부담을 준

다(Rintamäki et al., 2021). 이에 따라 여러 의류 업체에서 제품 정보를 상

세히 공개하고, 고객 스스로 리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편리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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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애슬레져(atheleisure) 의류 브랜드인 젝시믹스

(XEXYMIX)는 소비자 체형 정보나 포토리뷰가 포함된 양질의 리뷰를 누적

하여 상품 신뢰도를 높이고 반품을 줄이는 등의 좋은 성과를 얻었다(오경

천, 2021). 이처럼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사이즈와 핏과 관련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 추후 의복설계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세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복설계의 대량 개인화를 달성하려면 맞춤 의복설계 과정이 더 쉽고 빨

라져야 할 것이다. 맞춤 의복설계에 사용되는 방법 중 파라메트릭 패턴은 

파라미터 결정에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며, 모든 체형에 일반화하기 어렵

다. 예를 들어 X자 실루엣의 드레스에서 허리 부분을 인체 허리둘레에 비

례하도록 설계한다면 허리둘레가 가슴이나 엉덩이보다 큰 인체에서는 의도

에 맞지 않는 디자인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파라메트릭 패턴을 제도하

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체형에도 적절히 잘 맞도록 조정하는 과

정에서 전문가의 안목이 필수적이다. 반면, 전통적인 그레이딩 방식은 이미 

핏이 확정된 중심 사이즈와 동일 비례로 여러 사이즈를 전개하므로 사이즈

별 검증을 생략할 수 있고, 소비자로서도 매번 사이즈 측정을 할 필요가 없

어서 간편하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 시 대량 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다

양한 체형을 포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부터 파라메트릭 패턴과 

그레이딩 패턴의 이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그레이딩 패턴을 인공 지능이 학습하여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대량 맞춤 패턴을 빠르게 생성하더라도, 패턴의 타

당성을 고객이나 전문가가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만들

어진 패턴의 평가 프로세스가 더 빠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

턴 평가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가상 착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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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유량, 의복 압력, 솔기의 놓임, 디테일의 위치, 군 주름 등 다양한 

의복의 피트성 평가 항목을 정량화하여 비교할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 프로세스는 항목별 절대평가 대신 유사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평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 평가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온라인 패션 쇼핑 환경

에서 상품 이미지 속 모델의 신체 치수 정보와 착용한 제품의 사이즈를 바

탕으로 고객별로 자신과 얼마나 비슷할지, 가장 비슷한 핏이 되려면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지능이 만든 

파라메트릭 패턴의 핏이 의도된 핏과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여 개인 맞춤 패턴에 대한 피드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의복 스타

일에 일반화할 수 있는 의복설계의 대량 개인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 5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파라메트릭 패턴 생성 과정을 

단축하고 생성된 패턴의 평가를 자동화하여 의복설계를 효율화하는 데에 있

다.

  첫째, DXF 형식의 그레이딩 패턴을 인공 지능 학습을 통해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복잡한 수작업 과정 없이 기존

의 패턴을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 그레이딩 패턴을 잘 학습했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그레이딩 패턴과 동일한 인체 치수를 입력하여 생성되는 그레이딩 패

턴과 사이즈별로 대조한다. 

  셋째, 인체 치수를 입력하여 만들어지는 파라메트릭 패턴과 그레이팅 패

턴의 가상 착의 상태에서의 피트성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의

복의 피트성은 사용자가 지정한 평가 조건에 따라 점수로 확인할 수 있으

며, 다양한 평가 조건을 사용자 스스로 편집할 수 있도록 그래픽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넷째, 다양한 체형의 인체 모델에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패턴을 가

상 착의하고, 평가 조건을 변경해가면서 의복의 피트성 점수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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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제 1 절 파라메트릭 패턴 디자인

  파라메트릭 설계란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고정된 치수가 아닌 매개 변

수(parameter)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 시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만 

지정하고 최종 치수는 파라미터로부터 계산하는 방식이다(Monedero, 

2000). 의복설계 분야에서는 착용자의 신체 치수, 직물 특성, 의복 압력, 여

유량 등을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 개인 맞춤 패턴

을 목적으로 인체 측정치를 주요 파라미터로 사용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

다. 

  Han et al.(2020)은 소매 제도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파악하고 기존의 전

통적인 제도 방법인 에스모드, 뮐러, 세꼴리식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여 소

매의 파라메트릭 제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세 가지 제도 방법을 분석하여 

소매 패턴을 구성하는 점과 선 요소를 도출하였고, 봉제 후 완성한 소매의 

전문가 외관 평가를 시행하여 최적의 파라메트릭 패턴 제도 방법을 도출하

였다.

  Mahnic & Petrak(2013)의 연구에서는 남성용 테일러드 재킷 패턴을 다

양한 체형에 맞게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학적 표현 식을 찾

고자 하였다. 패턴의 증감을 결정하는 비례 계수를 찾기 위해 3D 스캐닝으

로 여러 인체 모델의 단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특히 복부 둘레가 불균

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날씬한 체형과 복부가 나온 체형을 분리하

여 허리둘레를 결정하는 식을 서로 다르게 지정한 패턴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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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u et al.(2019)은 청바지 패턴을 파라메트릭 설계 방법으로 제작하여 사

용자가 입력한 파라미터 값에 따라 생성된 청바지 패턴을 3D 의복으로 변

환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체 치수 파라미

터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패턴 치수 파라미터는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

다. 수집된 파라미터 10가지로 여러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패턴을 설계해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의존도와 설계 난도가 높은 방법이었다.

  새로운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패턴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Xiu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변수와 기하학적 제약을 기반으로 파라메트릭 패

턴을 생성하는 의류 설계용 CAD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Kang et al.(2021)

의 연구에서는 인체측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파라메트릭 의류 패턴 디자인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자유 점(free point) 정의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가 제약 조건을 정의하지 않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변형되도록 하였다. 또

한, 패턴 치수가 입력한 인체 치수에 따라 변하면서 곡선의 형태로 인해 봉

제할 두 선의 길이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등 패턴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도입하였다. 

  Bao et al.(2021)은 파라메트릭 바지 패턴을 제작하여 가상 착의를 한 상

태에서 사용자가 패턴과 3D 모델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착용자의 인체 치수에 따라 파라미터의 값들이 입력되면, 제약 조

건 그래프 내에서 깊이 우선 찾기(depth-first search)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개체의 전환이 일어나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평면 패턴이 생성되게 된다. 

  파라메트릭 패턴 설계 방법은 설계 과정이 복잡하고 표준화되어있지 않아

서 학계에서는 의복 원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방법이었다. 파라메트릭 패턴 설계에 관한 양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과정 중 일부를 자동화하여 패턴 생성에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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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패턴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여 기존의 잘 알려진 패턴 제도 방법들이 파라메트릭 설계에 적합한

지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인공 지능을 이용한 의복 패턴 제작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의류 제품의 수명 주기나 수

요 변동과 같은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전통적인 통계

적 접근법의 대안 솔루션으로 제안되었다(Noor et al., 2021). 현재 의류·패

션 분야에서 AI 기술은 주로 유행이나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을 예측하여 추천하는 서비스, 가격, 디자인, 판매 서비스 등 의사 결정 단

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정확성이 요구되는 의복 패턴 설계에서 인공 

신경망의 활용은 초기 단계에 있다. 

  Liu et al.(2019)은 역전파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아동복 셔츠 패턴의 

주요 치수들을 예측했다. 선형 회귀와 서포트 벡터 머신 등 다른 알고리즘

을 사용했을 때 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공 신경망

이 학습할 충분한 양의 패턴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의복의 종류가 아동복 셔

츠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의복 패턴의 주요 치수를 예측하는 또 다른 

연구로, Wang et al.(2020)은 퍼지 로직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바지 패

턴의 주요 치수들을 예측했다. 역전파 인공 신경망보다 높은 치수 예측 정

확도를 보였으나, 인체 치수와 패턴 치수의 관계를 퍼지 멤버십 함수로 정

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이 요구되는 방법이었다.

  패턴 치수 예측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착의 실험을 통해 얻는 방법도 

있었다. Hu et al.(2009)은 착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얻은 부위별 피트성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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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신경망으로 학습하여, 그 결과를 면역 공진화 알고리즘의 적합도 함수

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패턴 제도에 필요한 치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에도 피트성을 좋게 하는 최적의 치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패턴 치수 예측 기능을 넘어서, 패턴 변형을 직접 수행하는 시스템도 제

안되었다. Zhuo & Honglian(2020)은 대화형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폴

로 셔츠의 파라메트릭 패턴을 변형하고, 해당 패턴의 3D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패턴의 암홀 윗부분은 인체 치수에 따라 변하도록 하였고, 아랫부분은 자유

롭게 변형하여 디자인 변화를 주도록 하였다. 3D 이미지를 얻는 것이 목적

이었기 때문에 바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패턴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었으

며, 의복을 구성하는 유전자가 미리 정해져 있어 가능한 유전자 조합 범위 

내에서만 다양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었다. Hong et al.(2018)의 연구에서

는 패턴 변형이 가상 착의 피트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

스템이 제안되었다. 패턴 수정 알고리즘은 패턴 전문가에 의해 설계되었으

며, 부위별 평가 점수에 따라 패턴 수정량을 다르게 하는 규칙을 사전 정의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복 패턴 설계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연구의 수는 많지 않았으며 데이

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스타일의 제한이 있었

다. 그리고 의복의 치수를 결정하는 모델과 패턴의 지오메트리를 구축하는 

모델이 분리되어 있어 학습이 완료된 후에도 인공 지능 학습 결과를 사용하

여 패턴을 제도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방법이었다. 또한, 의복 패턴을 

구성하는 파라미터 선정과 패턴의 적합도 평가를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어, 더 다양한 조건에서 인공 지능의 성능과 패턴 결과물의 특징을 비교

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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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복 피트성의 평가

  최근 가상 시착을 통해 의복의 피트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전문

가에 의한 시각적 평가 방법과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여유량(ease 

allowance) 분석 방법 두 가지가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성에 의존하는 방법

이다(Liu et al., 2017). 의복의 피트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Chen et al.(2007)은 3차원 바디 스캐너를 사용하여 다양한 체형을 가지

는 여성들을 위한 기본 의복을 설계한 후 실제 착의 실험을 진행하여 체형 

특성별 피트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착

의 평가 시 주요 둘레 치수뿐 아니라 옷의 놓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 어

깨 경사, 어깨 근육, 등 돌출 정도 등 여러 체형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하였다.

  Apeagyei et al.(2007)은 가슴, 허리, 엉덩이 등 주요 부위에서 실제 인간 

모델이 느끼는 착용감과 가상 환경에서 주요 부위 단면의 여유 면적을 대조

하여 의복 피트성을 평가하였다. Kim et al.(2011)은 가상 착의에서 추출한 

단면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차원 인체 형상의 단면을 추출하고 

공극 거리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체형분석과 의복 피트성 평가

과정을 효율화하고자 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드레이프 시뮬레이션 기술은 점차 발전하여, 최근에는 

산업용 의류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2014)은 실제 착의 사진과 가상 착의 사진 간의 외관 유사도

를 가상 착의 프로그램별, 체형별, 피트성 정도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상 착의 기술의 응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험복은 

체형별로 제작하여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가상 착

의와 실제 착의를 비교한 또 다른 연구로, Song & Ashdown(2015)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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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착의 소프트웨어(Optitex PDS 3-D Runway Creator)를 사용하여 가

상 바지와 실제 바지의 피트성의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에는 여유

량, 주름의 양, 밑단이 정면과 측면에서 각각 보이는 정도, 길이, 솔기 배치

의 적절성 등이 포함되었다. Lee & Park(2017)은 소재를 달리하여 유사성 

정도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피트성은 비슷했으나 특정 평가 항목에서 소재

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Nam & Kim(2021)은 여러 가

지 디자인의 목둘레선으로 제작한 상의 토르소의 실제 착의 사진과 가상 착

의 사진의 외관 유사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체 모델로 스캔 데

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프로그램(CLO3D, Korea)에 내장된 아바타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였으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파라메트릭 아바타가 

실제 인체 모델의 체형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Liu et al.(2019)은 3D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용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의 정적 및 동적 여유량 분포를 조사하였다. 실험복으로는 반소매 티셔츠가 

사용되었으며, 인체와 의복에 센서를 부착하여 인체 표면과 의복 사이의 거

리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였다. 

  Liu et al.(2017)은 디지털 의복압을 바탕으로 가상 의복의 피트성을 평가

하는 Bayes 기반 모델을 제안하였다. 반면, Brubacher et al.(2021)의 연구

에서는 의복압이 매우 높은 압박 의류일 경우 디지털 의복압이 현실의 의복

압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 스포츠 의류 설계에 가상 의복압을 활용하기는 아

직 이르다고 결론지었다.

  Wang et al.(2020)은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3D 가상 환경에서 의복의 

피트성을 예측하는 확률적 인공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복의 피트성을 조절하는 요인을 여유량, 디지털 의복 압력, 원단의 기계

적 성질로 보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을 학습시킨 결과물이 1에서 5 사이의 

핏 레벨 형태로 나오도록 하였다. 특히, 레깅스에서는 입력 데이터로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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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의복압을 함께 사용했을 경우 더 높은 정확성을 보여, 타이트한 의류에

서는 여유량과 의복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고려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가상 착의 피트성 측정에 필요

한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인체와 의복의 둘레 차이(여유

량)나 길이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 둘째, 솔기 선의 놓임

이나 다트 방향과 같은 특정 디테일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필요

하다. 셋째, 랜드마크를 정의하고, 해당 위치에서 가상 의복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넷째, 둘레 크기가 같은 인체에서도 체형이나 자세

에 따라 의복 여유량의 분포가 달라지므로, 단면의 공극 거리를 측정하여 

인체 단면의 여유 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 

주름이나 실루엣과 같이 의복의 표면이나 전체적인 형태를 평가자가 주관적

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항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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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파라메트릭 패턴 변환

1. 데이터 준비

1.1. 패턴 데이터

  사람은 인체 치수와 패턴 형태 간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응

용할 수 있는 데 비해, 인공 지능은 균일하게 그레이딩 된 패턴보다 인체 

치수와 패턴 형태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개인 맞춤 패턴을 대량으로 학습하

였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패션업체에서 개인 맞춤 

패턴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될 수 있

으면 많은 사이즈로 그레이딩 된 패턴 파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밖

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패턴 데이터 중 그레이딩 범

위가 가장 넓은 스타일의 산업용 패턴 파일을 업체로부터 받아 학습에 사용

하였다. 업체에서 받은 데이터 중 상의는 15개 사이즈로 그레이딩 된 반소

매 소매의 폴로 셔츠 패턴이었으며, 하의는 17개 사이즈로 그레이딩 된 바

지 패턴이었다. 바지는 가상 착의에 사용할 인체 모델이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고려하여, 바지 길이를 밑단에서 5cm 줄인 패턴을 사용

하였다. 두 스타일 모두 칼라, 커프, 주머니 등 부속 패턴을 제외한 블록 패

턴만 사용하였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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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서 제공한 라글란 상의 패턴은 어깨솔기가 없어서 학습 결과에서 

인체의 어깨 부위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바디스와 소매 패

턴이 인체 암홀 둘레 부근에서 나누어진 셋인 소매(set-in sleeve) 스타일을 

제도하여 추가하였다. 패턴 제도 방법은 이희춘(2012)의 상의 원형 및 한 

장 소매 원형 제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상의 원형의 어깨 다트와 허리 다

트는 삭제한 후 원피스로 변형하였다. 그레이딩 편차는 라글란 상의와 같게 

주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에서의 학습 결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스커트 

패턴도 제도하여 추가하였다. 스커트 패턴의 제도 방법은 임사여(2019)의 A

라인 스커트 원형 제도 방법을 이용하였고, 그레이딩 편차는 바지 패턴과 

같게 주었다. 패턴 제도 방법 및 그레이딩이 완료된 패턴은 [그림 3-2]와 

같다. 

(a) raglan top(original) (c) pants(original) 

(b) raglan top(modified) (d) pants(modified)

[그림 3-1] 라글란 상의 패턴과 바지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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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ess(draft method) (b) dress(graded)

(c) skirt(draft method) (d) skirt(graded)

[그림 3-2] 원피스 패턴과 스커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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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착용자 데이터

1.2.1. 대표 인체 모델 선정

  연구에서 사용할 패턴 중 원피스와 스커트는 2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스타일이었으므로, 네 가지 패턴의 착용자 연령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사이즈 코리아 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2010)의 삼차원 인체측정 데이터 

중 20대 여성의 범위 내에서 대표 인체 모델을 선정하였다. 

  대표 인체 모델 선정 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K0051 성인 여성복의 치

수(2019)’에 따라 기본 신체 부위인 가슴둘레(젖가슴 둘레에 해당),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 키 네 가지로 하였고, 사이즈 코리아의 20대 여성 3차원 

측정 데이터에서 각 부위에 따른 신체 치수의 평균값(젖가슴 둘레 85.4cm, 

허리둘레 69.0cm, 엉덩이둘레 91.8cm, 키 161.7cm)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KS K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2019)’의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의 신체 치

수’에 따라 앞서 추출한 네 가지 평균값이 해당하는 구간(가슴둘레 

85(±1.5cm), 허리둘레 70(±1.5cm), 엉덩이둘레 91(±1.5cm), 키 

160(±2.5cm))에 분포하는 표본 중 한 명을 선택하고 <Standard>로 명명하

였다([표 3-1]).

[표 3-1] 대표 인체 모델의 주요 신체 치수

Age Height Weight Bust Waist Hip

<Standard> 29 162.4 56.2 85.8 68.6 90.5

20s average 24.3 161.7 54.3 85.4 69.0 91.8

unit: cm (weight: kg)

1.2.2. 대표 패턴 사이즈 선정

  준비된 그레이딩 패턴 데이터에서 스타일별 대표 인체 모델에 가장 적합

한 사이즈를 선정하였다. ‘가장 적합한 사이즈’는 의복의 디자인이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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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의도, 착용자의 취향, 유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프로그

램 내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프로그램 사용 예시에서 사용할 기준은 KS 여성복 규격의 ‘의류 종류에 따

른 기본 신체 치수’로 하여 일반인들이 여러 의류 소매업체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이즈를 대표 패턴 사이즈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라글란 상의

는 편성물 제 상의류로서 가슴둘레를 기본 신체 치수로 하므로 Standard 

모델의 가슴둘레(85.8cm)에 따라 15개 그레이딩 사이즈 중 두 번째인 85호

(패턴의 가슴둘레 88cm)를 가장 적합한 사이즈로 선정하였다. 바지는 정장 

바지로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기본 치수로 하므로 Standard 모델의 

허리둘레(68.6cm)와 엉덩이둘레(90.5cm)에 따라 17개 그레이딩 사이즈 중 

네 번째인 4호(패턴의 허리둘레 74cm, 엉덩이둘레 92cm)를 가장 적합한 

사이즈로 선정하였다. 원피스는 제도에 사용한 원형 패턴이 착용자의 가슴

둘레 85cm를 기준으로 하므로, 라글란 상의와 같이 15개 그레이딩 사이즈 

중 두 번째인 85호(패턴의 가슴둘레 92cm)를 선정하였다. 스커트도 마찬가

지로 원형의 제도 방법에 따라 표적 착용자의 신체 치수 엉덩이둘레 91cm

를 기준으로, 17개 그레이딩 사이즈 중 네 번째인 4호(패턴의 허리둘레 

68cm, 엉덩이둘레 92cm)를 선정하였다. 대표 인체 모델의 스타일별 대표 

사이즈 패턴을 가상 착의한 상태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대표 인체 모델의 스타일별 가상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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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다양한 체형의 인체 모델 선정

  그레이딩 패턴이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잘 변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환이 완료된 파라메트릭 패턴에 다양한 인체 치수를 입력하여 맞춤 패턴

을 만들고, 가상 착의를 통해 체형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표 

인체 모델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모델들의 치수로 맞춤 패턴을 생성한다면, 

변환 결과로 체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더라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표준 체형에서 크게 벗어난 체형

의 인체 모델에게 맞춤 패턴을 착의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준 체형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그레이딩 방식으로 생산된 의류 제

품의 피트성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체형의 인체 

데이터에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맞춤 패턴을 가상 착의하여 어느 것

이 더 잘 맞는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인체 모델의 선정 범위는 사이즈 코

리아 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2010)의 삼차원 인체측정 데이터 중 심각

한 노이즈 및 자세 문제가 없는 표본 범위 내에서, 만 18세에서 만 59세까

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나이에 의한 차이도 포함된 다양한 특성의 

체형 표본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선정 기준은 KS 성인 여성복 규격에서 정

의하는 체형 구분 방법에 따라 드롭(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과 하드

롭(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을 사용하여 그 값이 각각 최대와 최소가 

되는 4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착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키와 가

슴둘레의 비, 어깨너비와 가슴둘레의 비, 어깨 경사를 사용하여 그 값이 각

각 최대와 최소가 되는 표본을 추가하였다. 선정된 인체 모델은 각자의 체

형 특성에 따라 드롭이 가장 큰 표본은 <DropMax>, 가장 작은 표본은 

<DropMin>, 하드롭이 가장 큰 표본은 <LDropMax>, 가장 작은 표본은 

<LDropMin>, 가슴둘레 대비 어깨가 가장 넓은 표본은 <ShMax>, 가장 좁

은 표본은 <ShMin>, 어깨경사가 가장 가파른 표본은 <SlopeMax>,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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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표본은 <SlopeMin>, 키 대비 가슴둘레가 가장 작은 표본은 <Slim>

으로 명명하였다. 키 대비 가슴둘레가 가장 큰 표본 <Wide>는 체형 특성상 

3D 스캔 파일에서 샅과 겨드랑이 부위 식별이 어려워 제외되었다. 선정된 

인체 모델의 주요 신체 치수는 다음과 같다.

[표 3-2] 대표 인체 모델과 체형별 인체 모델의 주요 신체 치수

Age Height Weight Bust Waist Hip

Standard 29 162.4 56.2 85.8 68.6 90.5

DropMax 18 163.2 59.4 81.1 68.3 99.8 

DropMin 59 162.4 60.2 1020.0 86.7 90.8 

LDropMax 25 168.4 57.5 79.3 61.4 95.4 

LDropMin 18 161.0 54.2 80.8 94.6 89.9 

SlopeMax 28 154.9 48.1 80.6 65.1 87.2 

SlopeMin 18 164.4 53.0 81.2 70.1 95.1

ShMax 29 160.7 49.0 79.7 63.1 86.3 

ShMin 59 158.7 66.1 103.0 101.7 102.7 

Slim 21 167.7 45.8 75.9 61.5 85.3 

unit: cm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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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 신경망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그레이딩 패턴을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을 사용하였다. 인공 신경망 모델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입력층의 각 정보는 출

력층 방향으로 전달된다. 입력층의 각 노드는 4장에서 설명할 DXF 

Converter의 사이즈 패널에서 입력한 인체 치수나 패턴 완성 치수들로 구성

된다. 입력 데이터가 각 층을 거칠 때마다 임의의 가중치(weight)를 곱하고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값을 얻는다. 출력값은 키 포인트의 좌표 이동

량인데, X 좌표 이동량과 Y 좌표 이동량이 필요하므로 키 포인트 하나당 

두 개의 인공 신경망이 생성된다([그림 3-4]). 

[그림 3-4] 학습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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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키 포인트에 대해 X 좌표 이동량과 Y 좌표 이동량 두 개의 인공 

신경망이 생성되므로, 학습 진행 전 치수 파라미터가 영향을 주는 방향을 

둘레 방향(X)과 높이 방향(Y)으로 분류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그림 3-5]는 분류 여부에 따라 파라메트릭 패턴이 서로 다르게 생성된 

예시로, 기준 사이즈보다 키는 크지만 둘레 항목은 작은 체형의 치수를 입

력했을 때의 차이를 볼 수 있다. (a)는 분류를 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한 경

우로, 둘레 항목에 따라 길이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b)는 분류를 

한 경우로 둘레는 줄어들었지만, 높이로는 늘어난 패턴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learning without classification (b) learning with classification

[그림 3-5] 파라미터 분류 여부에 따른 패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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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의 모든 경우의 수를 시도한다면 이론상 분류의 자동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패턴 생성에 사용한 파라미터의 수를 n이라 하고 각 키 포인트의 

수를 m이라 했을 때, 분류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는 패턴 하나당 22*n*m 개

가 된다. 파라미터의 수가 8개일 때 경우의 수는 216개(65,536개)로, 계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TM 

D5219 ‘의류 크기 조정을 위한 신체 치수와 관련된 표준 용어(2019)’에 따

라 파라미터를 둘레와 관련된 항목과 높이와 관련된 항목 두 종류로 분류한 

후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인공 신경망이 예측한 좌표 이동량은 실제 그레이딩 패턴

에서의 좌표 이동량과 비교하여 그 차이(error)의 역전파(back propagation)

를 통해 가중치를 수정해 나가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여 error가 최소가 되

는 최적의 가중치를 얻게 되면 학습이 종료된다. 

  학습 결과는 파라메트릭 패턴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다. 파라

메트릭 패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학습 결과 스크립트를 불러오면, 학습 전 

Size-Alias Manager에 미리 입력했던 사이즈에 해당하는 패턴이 생성된다. 

그런데 학습 결과 스크립트에는 인체 치수와 패턴을 이루는 좌표와의 관계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성된 패턴은 인체 치수만 변경해도 그 값에 따라 

패턴의 모양이 바뀌는 “파라메트릭 패턴”이다. [그림 3-6]은 스커트의 형태

가 입력한 인체 치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형되는 모습이다. 변환이 완료된 

파라메트릭 패턴은 파라메트릭 패턴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DXF 형식으로 

재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라메트릭 패턴 디자인 프로그램의 Size-Alias 

Manager에 그레이딩 패턴 학습에 사용했던 입력값을 그대로 입력하면 학

습 전의 그레이딩 패턴 원본과 유사한 형상의 패턴이 생성되는데, 이를 

DXF 형식으로 재변환하여 학습 전의 그레이딩 패턴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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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학습 결과로 생성된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

(a) graded pattern (b) converted Pattern

[그림 3-7] 학습 전후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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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상 의복 피트성 평가

1. 피트성 평가 기능 구현

1.1. 평가 항목 정의

  피트성 평가 항목은 드레이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가상 공간 내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크게 네 가지 기능이 구현되었

다. 

  첫째, 크고 작음에 관련된 항목은 인체와 의복의 둘레 차이(여유량)나 길

이 차이를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경우, 인체에 표시한 선의 길이

와 의복에 표시한 선의 길이의 차를 구하도록 하였다. 

  둘째, 솔기 선의 놓임이나 다트 방향과 같은 특정 디테일의 위치를 측정

하는 항목은 인체나 의복에 있는 기준점과 디테일이 위치한 지점의 좌표를 

비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단순히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넓이, 높

이, 두께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고려하여, 거리, X 좌표, Y 좌표, Z 좌표 

비교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의복압은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환경 내의 특정 지점에서 의복이 

압력에 의해 변형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길이의 차와 좌표

의 차를 구하기 위해 표시한 모든 랜드마크에서 의복 변형률이 자동으로 측

정되며, 평가 항목의 사용 여부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넷째, 의복은 각 조각의 봉제를 통해 결합하므로, 봉제선의 길이 차를 비

교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암홀 둘레, 너치가 들어간 부분, 셔

링이 들어가는 솔기 등 양쪽 봉제선 길이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 패턴의 

변형으로 인해 봉제선 길이 차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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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비율이나 인체 단면적을 활용하는 항목, 군 주름이나 당겨짐, 쳐짐

과 같은 의복 표면 단위의 측정이 필요한 항목, 전체적인 좋고 나쁨을 묻는 

항목 등 추가 연구를 통해 구현되어야 할 부분도 다수 남아있다. 

1.2. 랜드마크 정의

1.2.1. 인체 랜드마크 정의

  가상 착의한 의복의 피트성은 인체 모델과 의복에 정의한 랜드마크를 사

용하여 계산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는 의복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인체 모

델에 랜드마크를 점, 선, 폐곡선 형태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사이즈코

리아에서 제공하는 3D 인체 스캔 데이터를 변환하여 Body Importer 모듈

에 로드한 후 중앙 화면에서 인체 모델을 회전, 확대·축소, 이동하면서 마우

스 클릭으로 랜드마크를 생성할 수 있다. 점 랜드마크에는 점의 3차원 좌표

가 저장되고 선이나 폐곡선 랜드마크에는 선의 길이가 저장된다. 폐곡선 랜

드마크는 정의 후 선상점 3개를 지정하여 매끄러운 곡선으로 보정할 수 있

다. [그림 3-8]은 Body Importer를 사용하여 3D 인체 모델에 랜드마크를 

정의하는 모습이다. 실험에서 정의된 랜드마크는 [표 3-3]에 제시하였으며, 

인체 랜드마크 정의가 완료된 인체 모델 샘플은 [그림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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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인체 랜드마크 정의

Standard DropMax DropMin LDropMax LDropMin

ShMax ShMin SlopeMax SlopeMin Slim

[그림 3-9] 랜드마크 정의가 완료된 체형별 인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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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Front Standard-Left Standard-Right Standard-Back

point landmarks Line Landmarks
1 M_F_Neck_P 앞목점 29 M_Shoulder_L 어깨가쪽사이길이
2 M_B_Neck_P 뒷목점 30 M_Back_L 등길이
3 M_L_Neck_P

옆목점(좌우)
31 M_Rise_L 샅앞뒤길이

4 M_R_Neck_P Closed-line Landmarks
5 M_L_Shoulder_P

어깨끝점(좌우)
32 M_Neck_C 목밑둘레

6 M_R_Shoulder_P 33 M_L_Armhole_C
진동둘레(좌우)

7 M_L_Armpit_P
겨드랑점(좌우)

34 M_R_Armhole_C
8 M_R_Armpit_P 35 M_L_Bicep_C

편위팔둘레(좌우)
9 M_L_Elbow_P

팔꿈치점(좌우)
36 M_R_Bicep_C

10 M_R_Elbow_P 37 M_L_Elbow_C
팔꿈치둘레(좌우)

11 M_L_Wrist_P
손목점(좌우)

38 M_R_Elbow_C
12 M_R_Wrist_P 39 M_L_Wrist_C

손목둘레(좌우)
13 M_L_Bust_P

유두점(좌우)
40 M_R_Wrist_C

14 M_R_Bust_P 41 M_Bust_C 젖가슴둘레
15 M_F_Waist_P 앞허리점 42 M_Waist_C 허리둘레
16 M_L_Waist_P

옆허리점(좌우)
43 M_Belly_C 배꼽수준허리둘레

17 M_R_Waist_P 44 M_Hip_C 엉덩이둘레
18 M_F_Hip_P 앞엉덩이점 45 M_L_Thigh_C

허벅지둘레(좌우)
19 M_L_Hip_P

옆엉덩이점(좌우)
46 M_R_Thigh_C

20 M_R_Hip_P 47 M_L_Knee_C
무릎둘레(좌우)

21 M_L_Butt_P
엉덩이돌출점(좌우)

78 M_R_Knee_C
22 M_R_Butt_P 49 M_L_Ankle_C

발목둘레(좌우)
23 M_F_LeftKnee_P

무릎앞점(좌우)
50 M_R_Ankle_C

24 M_F_RightKnee_P
25 M_I_LeftAnkle_P

안쪽발목뼈점(좌우)
26 M_I_RightAnkle_P

27 M_O_LeftAnkle_P
바깥쪽발목뼈점(좌우)

28 M_O_RightAnkle_P

[표 3-3] 인체 랜드마크 목록



- 28 -

1.2.2. 의복 랜드마크 정의

  의복 랜드마크는 Drape Simulator 모듈 내에서 정의할 수 있다. 패턴 내

부선이나 내부에 찍은 점, 패턴 외곽선상의 점이나 선들을 랜드마크로 지정

할 수 있다. 학습에 사용한 그레이딩 파일이나 학습 결과로 생성된 파일은 

DXF 형식으로 저장되는데, 별도의 Pattern Importer 모듈에서 가상 착의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고 랜드마크와 봉제 조건 및 배치조건을 지정

하여 의복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 한 번 저장한 의복데이터 파일은 인체 

모델을 바꾸어가며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다양한 체형에서 가상 

의복의 피트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그림 3-10]은 

Drape Simulator에서 의복데이터 파일에 랜드마크와 봉제 조건을 설정하고 

가상 착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연구에서 정의한 의복 랜드마크 목록은 

[표 3-4]에 제시하였다.

[그림 3-10] 의복 랜드마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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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lan 

top

Point Landmarks Line Landmarks
G_F_Neck_P

목점

(전후좌우)

G_F_Bust_L
가슴둘레

G_L_Neck_P G_B_Bust_L
G_R_Neck_P G_F_Waist_L

허리둘레
G_B_Neck_P G_B_Waist_L

G_L_Armpit_P 겨드랑점

(좌우)

G_F_L_Hem_L

밑단둘레
G_R_Armpit_P G_F_R_Hem_L
G_L_Waist_P 옆허리점

(좌우)

G_B_L_Hem_L
G_R_Waist_P G_B_R_Hem_L
G_F_Hem_P

밑단점

(전후좌우)

G_L_Bicep_L 팔둘레

(좌우)G_B_Hem_P G_R_Bicep_L
G_L_Hem_P G_L_SleeveOpening_1_L

소맷단둘레

(좌우)

G_R_Hem_P G_L_SleeveOpening_2_L
G_L_SleeveHem_P 소맷단점

(좌우)

G_R_SleeveOpening_1_L
G_R_SleeveHem_P G_R_SleeveOpening_2_L

Pants

G_F_Waist_P
허리점

(전후좌우)

G_F_L_Waist_L

허리둘레

(전후좌우)

G_L_Waist_P G_F_R_Waist_L
G_R_Waist_P G_B_L_Waist_1_L
G_B_Waist_P G_B_L_Waist_2_L
G_F_Hip_P 엉덩이둘레

선상점

(전후좌우)

G_B_R_Waist_1_L
G_L_Hip_P G_B_R_Waist_2_L
G_R_Hip_P G_F_L_Hip_L

엉덩이둘레
G_B_Hip_P G_F_R_Hip_L
G_Crotch_P 샅점 G_B_L_Hip_L

엉덩이둘레
G_O_LeftThigh_P 허벅지점

(안솔기

/바깥솔기)

G_B_R_Hip_L
G_I_LeftThigh_P G_F_L_Thigh_L

허벅지둘레
G_O_RightThigh_P G_F_R_Thigh_L
G_I_RightThigh_P G_B_L_Thigh_L
G_O_LeftKnee_P 무릎점

(안솔기

/바깥솔기)

G_B_R_Thigh_L
G_I_LeftKnee_P G_F_L_Knee_L

무릎둘레
G_O_RightKnee_P G_F_R_Knee_L
G_I_RightKnee_P G_B_L_Knee_L

G_O_LeftLegOpening_P 바짓부리점

(안솔기

/바깥솔기)

G_B_R_Knee_L
G_I_LeftLegOpening_P G_F_L_LegOpening_L

바짓부리(둘레)
G_O_RightLegOpening_P G_F_R_LegOpening_L
G_I_RightLegOpening_P G_B_L_LegOpening_L

G_B_L_DartStart_P
다트시작점

G_B_R_LegOpening_L
G_B_R_DartStart_P
G_B_L_DartEnd_P

다트끝점
G_B_R_DartEnd_P

Dress

G_L_Neck_P
목점

(전후좌우)

G_F_Bust_L
가슴둘레G_R_Neck_P G_B_L_Bust_L

G_F_Neck_P G_B_R_Bust_L
G_B_Neck_P G_F_Waist_L

허리둘레G_L_Shoulder_P
어깨끝점

G_B_L_Waist_L
G_R_Shoulder_P G_B_R_Waist_L

G_L_Bust_P 유두점 G_F_Hip_L 엉덩이둘레

[표 3-4] 의복 랜드마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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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R_Bust_P (가슴다트끝) G_B_L_Hip_L
G_L_Armpit_P 겨드랑점

(좌우)

G_B_R_Hip_L
G_R_Armpit_P G_F_L_Hem_L

밑단둘레
G_L_Waist_P 옆허리점

(좌우)

G_F_R_Hem_L
G_R_Waist_P G_B_L_Hem_L

G_L_Hip_P 엉덩이둘레

선상점

(좌우,뒤)

G_B_R_Hem_L
G_R_Hip_P G_F_L_Armhole_L

암홀둘레
G_B_Hip_P G_F_R_Armhole_L

G_F_Hem_P
밑단둘레

선상점

(전후좌우)

G_B_L_Armhole_L
G_B_Hem_P G_B_R_Armhole_L
G_L_Hem_P G_L_Bicep_L

위팔둘레
G_R_Hem_P G_R_Bicep_L
G_L_Elbow_P 팔꿈치점

(좌우)

G_L_Elbow_L
팔꿈치둘레

G_R_Elbow_P G_R_Elbow_L
G_L_SleeveHem_P 소맷부리점

(좌우)

G_L_SleeveOpening_1_L

소맷부리(둘레)
G_R_SleeveHem_P G_L_SleeveOpening_2_L

G_R_SleeveOpening_1_L
G_R_SleeveOpening_2_L

Skirt

G_F_Waist_P
허리점

(전후좌우)

G_F_L_Waist_1_L

허리둘레

G_L_Waist_P G_F_L_Waist_2_L
G_R_Waist_P G_F_R_Waist_1_L
G_B_Waist_P G_F_R_Waist_2_L
G_L_Hip_P 엉덩이둘레

선상점

(좌우, 뒤)

G_B_L_Waist_1_L
G_R_Hip_P G_B_L_Waist_2_L

G_B_Hip_P G_B_R_Waist_1_L

G_F_Hem_P
밑단둘레

선상점

(전후좌우)

G_B_R_Waist_2_L
G_L_Hem_P G_F_Hip_L

엉덩이둘레G_R_Hem_P G_B_L_Hip_L

G_B_Hem_P G_B_R_Hip_L

G_F_L_DartStart_P
앞다트시작점

G_F_L_Hem_L

밑단둘레
G_F_R_DartStart_P G_F_R_Hem_L
G_B_L_DartStart_P

뒷다트시작점
G_B_L_Hem_L

G_B_R_DartStart_P G_B_R_Hem_L
G_F_L_DartEnd_P

앞다트끝점
G_F_R_DartEnd_P
G_B_L_DartEnd_P

뒷다트끝점
G_B_R_DartEnd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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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의복 피트성 점수 계산

  앞서 3D 인체 모델과 2D 패턴에 표시한 랜드마크를 바탕으로 피트성 평

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스크립트 명령어는 ‘항목 이름, 측정 명령

어, 인체 랜드마크, 의복 랜드마크’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며, 한 줄에 작

성한다. 측정 명령어는 아래 [표 3-5]와 같다.

  

  길이 항목 비교 시, 덧셈 부호를 사용해서 여러 곡선 길이의 합을 하나의 

랜드마크로 표현할 수 있다. 예시로, 허리둘레가 적당한지 평가하는 항목을 

작성할 때, 하나의 폐곡선인 인체 허리둘레와 앞뒤로 나누어진 의복의 허리

둘레를 비교하게 되므로,

//허리둘레

‘WaistCircumference, L_DIFF, M_Waist_C, G_F_Waist_L + G_B_Waist_L’ 

위와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가 입력된 행은 주석 처리된다. 의복 

피트성을 결정하는 항목은 의복의 스타일이나 사용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의 작성 예시는 [그림 3-11]과 같다.

commands measurement details
1 P_DIST 두 점 사이의 거리 측정
2 X_DIFF 두 점의 X 좌표 비교
3 Y_DIFF 두 점의 Y 좌표 비교
4 Z_DIFF 두 점의 Z 좌표 비교
5 X_DIFF_GMT 의복 상의 두 점의 X 좌표 비교
6 Y_DIFF_GMT 의복 상의 두 점의 Y 좌표 비교
7 Z_DIFF_GMT 의복 상의 두 점의 Z 좌표 비교
8 L_DIFF 두 선의 길이 비교

[표 3-5] 피트성 측정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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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 작성 예시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는 Drape Simulator에서 랜드마크가 정의된 가상 

착의 프로젝트 파일에 대해 피트성 분석 결과를 생성하며, Virtual Fit 

Evaluator에서는 이 결과 파일들을 로드하여 피트성 점수를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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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파라메트릭 패턴 변환 시스템

1.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치수의 의복 패턴을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파라메

트릭 패턴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패턴 변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4-1]과 같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고정된 

치수의 의복 패턴을 다양한 소비자의 신체 치수에 맞게 형태가 변경되는 파

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은 [그림 4-2]

와 같다.

[그림 4-1] 파라메트릭 패턴 변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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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DXF Converter

  본 연구에서 개발된 DXF Converter에서는 패턴 데이터와 인체 사이즈 

파라미터 간의 관계를 인공 신경망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2]에

서 중앙의 메인화면 A는 학습에 사용할 DXF 형식 패턴 파일의 모든 사이

즈를 패턴 조각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영역에서는 기존 패턴의 

불필요한 점과 선을 삭제할 수 있고, 인체 치수와의 관련성을 부여할 주요 

포인트(key point)들을 선택하고 명명할 수 있다. 키 포인트 지정 후 사이즈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될 키 포인트들과 

곡선을 만들 중간 점들인 자유 점(free point)들을 다중 선택하여 패턴의 외

곽선을 지정할 수 있다. 자유 점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직선이 만들어진다. 

변환 패턴에서 키 포인트의 좌표는 인공 신경망 학습에 따라 결정되며, 자

유 점의 좌표는 Kang et al(2021)의 방법을 사용하여 선의 시작점과 끝점

에 기초한 상대 좌표계로부터 정의된다. [그림 4-3]의 키 포인트 A와 B의 

좌표가 패턴 변환 후  ′와  ′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의 좌표  ′는 다음 

식 (4.1) 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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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1)

    

  화면 좌측의 B는 패턴 패널로, 하나의 의복을 구성하는 패턴 조각들의 목

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패턴을 제외하거나 패턴을 회전 및 

반전할 수 있다. C는 사이즈 목록 패널로, 학습에 사용할 패턴의 사이즈 목

록을 관리할 수 있다. 수가 많을수록 학습이 쉬우며, 패턴 정리 도중 새로

운 사이즈의 패턴 파일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여 정렬할 수 있다. 우

측의 D는 사이즈 패널로, 학습에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표적 착용자의 특

성 파라미터와 그 가중치를 관리할 수 있다. 표적 착용자의 특성 파라미터

는 주로 인체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러 인체 치수의 관계식을 사용

하여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4]

와 같이 인공 신경망의 입력값으로 인체 치수 대신 의복의 완성 사이즈를 

사용하기 위해 인체 치수와의 관련 식으로 파라미터값을 표현할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그레이딩 패턴 파일에 의복 완성 사이즈의 스펙 시트(spec 

sheet)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스펙 시트의 값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파라미터의 가중치는 해당 파라미터가 패턴의 가

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의미하며, 입력 데

이터의 수량이 적어서 높은 학습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로 15~17개 사이즈로 그레이딩 된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

할 것이기 때문에, 높이 관련 파라미터에는 Y축 가중치에 1을, 둘레나 너비 

관련 파라미터에는 X축 가중치에 1을 입력하여 학습하였다. E는 패턴 정의 

패널로, 중앙의 A에서 선택한 점들을 키 포인트로 설정하고 패턴을 기준점

에 따라 정렬할 수 있다. 키 포인트 지정과 패턴 정렬이 완료되면 A에서 

파라메트릭 패턴의 외곽을 이룰 세그먼트를 정의한다. 이로써 입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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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완료되며, Generate Key Point ANN 버튼을 눌러 학습을 진행한다. 

각 키 포인트마다 X, Y 두 개의 신경망이 만들어지며, 학습이 완료된 후에

는 신경망을 취합하여 파라메트릭 패턴을 이루는 스크립트 형태로 저장하고 

파라메트릭 패턴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림 4-3] 패턴 외곽선 정의

[그림 4-4] Size-Alia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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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턴 형상 비교

  개발된 파라메트릭 패턴 변환 시스템의 사용 예시로서, 연구에서 사용한 

패턴 데이터가 인공 신경망 학습 전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먼저 변환이 완료된 파라메트릭 패턴에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던 인체치

수를 입력하여 그레이딩 패턴에 대응되는 사이즈별 변환 패턴을 생성하였

다. 패턴 형상의 비교 방법은 두 가지로, 입력 인체 치수에 대응되는 패턴 

부위를 측정한 후 그 값을 사이즈와 파라미터별로 각각 비교하였다. 

2.1. 라글란 상의

  라글란 상의 패턴의 학습은 기존의 15개 사이즈로 그레이딩된 패턴과 해

당 패턴의 스펙 시트에서 부속 패턴의 치수를 제외한 어깨너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뒤 중심길이, 라글란 소매길이, 소매통 둘레, 소맷부리, 

목둘레 9개 항목을 입력하여 진행하였다[표 4-1]. 인체 치수는 사이즈코리

아의 인체측정 항목에서 키,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목둘레, 어

깨가쪽사이길이, 팔길이, 편위팔둘레 여덟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표 인체 

모델 <Standard>의 인체 치수와 그레이딩 사이즈 중 85호 사이즈의 패턴 

완성 치수를 비례식으로 표현하여 파라메트릭 패턴을 생성하였다. 사용된 

치수 항목과 비례식은 [표 4-2]와 같다. 학습 결과로 생성된 파라메트릭 패

턴의 패턴 치수 파라미터를 학습에서 입력으로 사용했던 값으로 변경했을 

때, 원본 그레이딩 패턴의 형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4-5]는 학

습 전후의 패턴 형상을 비교한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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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shoulder 351 363 375 387 402 417 432 447 462 477 492 507 522 537 552

chest 840 880 920 960 1010 1060 1110 1160 1210 1260 1310 1360 1410 1460 1510

waist 790 830 870 910 960 1010 1060 1110 1160 1210 1260 1310 1360 1410 1460

bottom 830 870 910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cblength 560 580 60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710 720 730
ragslv
length 348 359 370 381 394 407 420 433 446 459 472 485 498 511 524

bicep 316 328 340 352 362 376 390 404 418 432 446 460 474 488 502
slv

opening 258 269 280 291 302 313 324 335 346 357 368 379 390 401 412

collar 366 378 390 402 414 426 438 450 462 474 486 498 510 522 534

[표 4-1]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 라글란 상의의 스펙 시트
unit : mm

body dimension pattern dimension
Height 1624 cblength Height * 0.3571
Shoulder 366 shoulder Shoulder * 0.9918
Bust 858 chest Bust * 1.0256
Waist 686 waist Waist * 1.2099
Hip 905 bottom Hip * 0.9613

ArmLength 541 raglanslvlength
Shoulder * 0.4904

+ ArmLength * 0.3318

Bicep 300
bicep Bicep * 1.0933
slvopening Bicep * 0.8967

Neck 355 collar Neck * 1.0648

[표 4-2] 인체 치수와 라글란 상의 패턴 완성 치수의 관계식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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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ded pattern (original) (b) converted pattern (trained)

size 85 size 120 size 150
(c) pattern shapes (blue : graded, red : converted)

[그림 4-5] 라글란 상의의 학습 전후 패턴 비교

  학습 전후 패턴 형상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작은 사이즈일수록 그레

이딩 패턴보다 학습 패턴이 더 크게, 큰 사이즈일수록 그레이딩 패턴보다 

학습 패턴이 더 작게 생성되어, 패턴 사이즈의 증감 폭이 그레이딩 편차보

다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 구체적인 치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 전후 패턴의 주요 패턴 치수들을 측정하였다. 입력에 사용한 스

펙 시트의 항목 중 패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깨너비를 제외하였고, 칼라 

둘레는 패턴의 목둘레를 측정하였다. 라글란 소매길이는 뒷목점부터 소맷단

까지 측정하는 방식에서 옆목점부터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측정하였

다.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주요 항목 실측 치수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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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size

chest waist bottom cblength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80 850 899 793 842 835 884 570 584
85 890 914 833 857 875 899 590 592
90 930 933 873 876 915 918 610 605
95 970 958 913 901 955 943 630 624
100 1020 992 963 934 1005 976 640 635
105 1070 1039 1013 981 1055 1023 650 647
110 1120 1096 1063 1037 1105 1079 660 660
115 1170 1159 1113 1100 1155 1142 670 672
120 1220 1225 1163 1165 1205 1207 680 684
125 1270 1286 1213 1228 1255 1270 690 695
130 1320 1341 1263 1283 1305 1325 700 705
135 1370 1385 1313 1329 1355 1371 710 712
140 1420 1419 1363 1365 1405 1407 720 719
145 1470 1444 1413 1393 1455 1435 730 724
150 1520 1463 1463 1412 1505 1454 740 728
spec

size

ragslvlength bicep slvopening collar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80 270 277 326 340 288 301 373 386
85 279 281 338 344 299 305 385 391
90 287 287 350 350 310 310 397 396
95 296 295 362 357 321 316 409 404
100 307 304 372 365 332 324 420 413
105 317 313 386 378 343 335 432 425
110 328 325 400 392 354 349 444 439
115 339 338 414 408 365 363 456 455
120 349 351 428 423 376 377 468 470
125 360 364 442 438 387 391 480 485
130 371 375 456 451 398 403 492 498
135 382 385 470 462 409 413 504 508
140 392 393 484 470 420 420 516 517
145 403 398 498 476 431 426 528 523
150 414 403 512 481 442 430 540 528

[표 4-3] 라글란 상의의 학습 전후 패턴 측정 치수 비교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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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패턴의 주요 치수 변화 양상은 [그림 4-6]'과 [그림 4-7]에 요약하였

다. [그림 4-6]의 각 막대그래프의 길이는 한 사이즈에서 그레이딩 패턴과 

변환 패턴 사이의 항목별 측정치 차이의 총합을 의미한다. 가장 작은 사이

즈(80호)에서 그레이딩 패턴보다 커졌다가 90호에서 거의 일치하는 패턴이 

되고, 중간 사이즈(115호)까지 더 작아졌다가 130호까지는 다시 증가한다. 

가장 큰 사이즈(150호)에서는 패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어 그레이딩 패턴

의 145호와 비슷한 크기가 되었다. 

[그림 4-6] 라글란 상의 패턴의 사이즈별 패턴 치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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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의 각 가로 막대의 길이는 그레이딩 패턴과 변환 패턴 사이의 

패턴 측정 항목별 차이의 총합을 의미한다. 가슴둘레와 소맷단과 같이 상대

적으로 크고 작은 항목들이 있으므로 항목별 측정치 차이를 입력 패턴의 각 

측정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둘레 항목보다 높이 항목의 변화량이 비교적 

적었으며, 사이즈가 커질수록 특히 라글란 소매의 팔 둘레(bicep)가 그레이

딩 패턴보다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스타일에서 패턴이 커진 정

도와 작아진 정도가 거의 대칭 형태를 띠는 것에 비해, 해당 항목에서 비대

칭이 발생한 이유는, 인체의 어깨너비 치수(넓이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파

라미터)가 라글란 소매 특성상 높이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 있으

며, 이로부터 인체의 높이 방향과 둘레 방향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

는 부위에서는 패턴 치수 변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그림 4-7] 라글란 상의 패턴의 항목별 패턴 치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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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지

  바지 패턴의 학습은 기존의 17개 사이즈로 그레이딩된 패턴과 해당 패턴

의 스펙 시트에서 부속 패턴의 치수를 제외한 엉덩이둘레, 샅 둘레(앞), 샅 

둘레(뒤), 허벅지둘레, 무릎둘레, 바짓부리, 허리둘레, 옆 솔기 길이 8개 항

목을 입력하여 진행하였다([표 4-4]). 인체 치수는 사이즈코리아의 인체측

정 항목에서 키, 샅앞뒤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 둘레, 무릎둘레, 

발목 최대둘레 일곱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표 인체 모델 <Standard>의 인

체 치수와 그레이딩 사이즈 중 4호 사이즈의 패턴 완성 치수를 비례식으로 

표현하여 파라메트릭 패턴을 생성하였다. 사용된 치수 항목과 비례식은 [표 

4-5]와 같다. 학습 결과로 생성된 파라메트릭 패턴의 패턴 치수 파라미터를 

학습에서 입력으로 사용했던 값으로 변경했을 때, 원본 그레이딩 패턴의 형

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4-8]은 학습 전후의 패턴 형상을 비교

한 이미지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hip 860 880 900 920 940 960 980 1000 1020 1040 1060 1080 1100 1120 1140 1160 1180

f_rise 226 229 232 235 238 241 244 247 250 253 256 259 262 265 268 271 274

b_rise 368 372 376 380 384 388 392 396 400 404 408 412 416 420 424 428 432

thigh 547 558 569 580 591 602 613 624 635 646 657 668 679 690 701 712 723

knee 402 408 414 420 426 432 438 444 450 458 466 474 482 490 498 506 514

bottom 318 322 326 330 334 338 342 346 350 356 362 368 374 380 386 392 398

waist 680 700 720 740 760 780 800 820 840 860 880 900 920 940 960 980 1000

outseam 976 979 982 985 988 991 994 997 1000 1003 1006 1009 1012 1015 1018 1021 1024

[표 4-4]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 바지의 스펙 시트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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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dimension pattern dimension
Height 1624 outseam Height * 0.6065

Rise 624
f_rise Rise * 0.3766
b_rise Rise * 0.6090

Waist 686 waist Waist * 1.0787
Hip 905 hip Hip * 1.0166
Thigh 539 thigh Thigh * 1.0761
Knee 345 knee Knee * 1.2174
Ankle 249 bottom Ankle * 1.3253 

[표 4-5] 인체 치수와 바지 패턴 완성 치수의 관계식
unit : mm

 

(a) graded pattern (original) (b) converted pattern (trained)

size 1 size 4 size 17
(c) pattern shapes (blue : graded, red : converted)

[그림 4-8] 바지의 학습 전후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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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의 학습 전후 패턴 형상을 비교해보면, 라글란 상의 패턴에 비해 학

습 전후 패턴의 크기 변화가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사

이즈에서 그레이딩 패턴보다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더 크게, 큰 사이즈에

서는 그레이딩 패턴보다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더 작게 생성되어 생성된 

패턴 사이즈의 증감 폭이 그레이딩 편차보다 작다는 점은 같다. 특히 바지 

패턴의 엉덩이둘레 및 허리둘레의 그레이딩 편차가 2cm로 라글란 상의의 

주요 둘레 편차(4~5cm)의 절반 미만인데, 패턴 결과물의 치수 차이도 라글

란 상의의 절반 정도로 나타나 그레이딩 편차의 크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항목별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 전후 패턴의 주요 

패턴 치수들을 측정하였다.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주요 

항목 실측 치수는 [표 4-6]에 제시하였다. 두 패턴의 주요 치수 변화 양상

은 [그림 4-9]와 [그림 4-10]에 요약하였다. [그림 4-9]에서 사이즈가 커

짐에 따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그레이딩 패턴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양상은 라글란 패턴과 비슷하나 변화량 자체는 감소하였다. [그림 4-10]에

서 가장 큰 크기 차이를 보인 항목은 허리둘레였으며, 밑단으로 갈수록 둘

레 변화량이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앞 샅 둘레는 3~4mm 정도의 작은 

차이였으나 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뒤 샅 둘레는 큰 사이즈로 갈수록 줄

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샅 둘레에서 증가량과 감소량 간의 비대

칭이 발생한 원인은 라글란 상의의 팔 둘레 항목과 같게, 인체 둘레와 높이 

방향 파라미터 중 어느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둘레 항목보다 높이 항목의 변화량이 두

드러지게 작았으며, 이는 높이와 관련된 항목이 바깥솔기 길이(outseam) 한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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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size

hip frontrise backrise thigh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1 883 906 225 229 371 375 1123 1152
2 903 915 228 230 375 377 1146 1161
3 928 925 231 231 379 379 1168 1172
4 943 939 234 233 384 382 1190 1187
5 963 954 237 236 388 385 1211 1203
6 982 972 240 239 392 389 1233 1223
7 1002 993 244 243 396 393 1255 1245
8 1022 1014 247 247 400 398 1277 1269
9 1041 1037 250 251 404 402 1299 1294
10 1061 1063 255 256 408 408 1321 1323
11 1080 1088 256 260 413 413 1343 1351
12 1100 1110 259 263 417 417 1366 1377
13 1119 1129 262 266 421 421 1388 1398
14 1130 1145 266 268 425 424 1410 1416
15 1158 1158 269 270 429 427 1432 1430
16 1178 1167 272 272 434 429 1454 1441
17 1197 1174 275 272 438 430 1477 1449
spec

size

knee bottom waist outseam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1 828 844 657 668 685 709 987 990
2 840 849 665 671 705 717 990 992
3 852 855 673 675 724 727 993 993
4 864 862 681 680 744 740 996 995
5 876 871 689 686 764 756 999 998
6 888 881 697 693 784 774 1002 1001
7 900 893 705 701 804 794 1005 1005
8 912 906 713 710 824 816 1008 1009
9 924 921 721 720 844 839 1011 1013
10 940 940 733 733 863 865 1015 1017
11 956 959 745 747 883 891 1018 1021
12 972 978 757 761 903 913 1021 1025
13 988 995 769 774 923 933 1024 1027
14 1004 1009 781 785 943 949 1027 1030
15 1020 1021 793 794 963 962 1030 1031
16 1036 1029 805 801 983 972 1033 1032
17 1052 1036 817 806 1003 979 1036 1033

[표 4-6] 바지의 학습 전후 패턴 측정 치수 비교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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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바지 패턴의 사이즈별 패턴 치수 변화

[그림 4-10] 바지 패턴의 항목별 패턴 치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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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피스

  원피스 패턴의 학습은 패턴 완성 치수 대신 패턴 제도에 사용된 키, 가슴

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목둘레, 어깨가쪽사이길이, 팔길이, 편

위팔둘레 9개 인체 치수 항목과 라글란 상의와 같은 편차로 15개 사이즈로 

그레이딩한 패턴을 입력하여 진행하였다([표 4-7]). 대표 인체 모델 

<Standard>의 인체 치수가 그레이딩 사이즈 중 85호와 대응되도록 하여 파

라메트릭 패턴을 생성하였다. 사용된 치수 항목과 비례식은 [표 4-8]과 같

다. 학습 결과로 생성된 파라메트릭 패턴의 패턴 치수 파라미터를 학습에서 

입력으로 사용했던 값으로 변경했을 때, 원본 그레이딩 패턴의 형상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4-11]은 학습 전후의 패턴 형상을 비교한 이미지

이다.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Height 1604 1624 1644 1664 1674 1684 1694 1704 1714 1724 1734 1744 1754 1764 1774 

Bust 818 858 898 938 988 1038 1088 1138 1188 1238 1288 1338 1388 1438 1488 

Waist 646 686 726 766 816 866 916 966 1016 1066 1116 1166 1216 1266 1316 

Hip 865 905 945 985 1035 1085 1135 1185 1235 1285 1335 1385 1435 1485 1535 

Back

Length
377 383 389 395 401 407 413 419 425 431 437 443 449 455 461 

Neck 343 355 367 379 391 403 415 427 439 451 462 474 486 498 510 

Shoulder 354 366 378 390 405 420 435 450 465 480 495 510 525 540 555 

Arm

Length
536 541 546 551 557 562 568 573 579 584 590 595 601 606 612 

Arm 288 300 312 324 336 348 360 372 384 396 408 420 432 444 456 

[표 4-7]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 원피스의 스펙 시트
unit : mm



- 49 -

body dimension pattern dimension
Height 1624 height Height * 1
Bust 858 bust Bust * 1
Waist 686 waist Waist * 1
Hip 905 hip Hip * 1
BackLength 383 backlength BackLength * 1
Neck 355 neck Neck * 1
Shoulder 366 shoulder Shoulder * 1
ArmLength 541 armlength ArmLength * 1
Arm 300 arm Arm * 1

[표 4-8] 인체 치수와 원피스 패턴 완성 치수의 관계식
unit : mm

(a) graded pattern (original) (b) converted pattern (trained)

size 85 size 120 size 150
(c) pattern shapes (blue : graded, red : converted)

[그림 4-11] 원피스의 학습 전후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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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의 학습 전후 패턴 형상을 비교해보면, 학습 전후 패턴의 크기 변

화가 양쪽 극단 사이즈에서 가슴둘레 기준 44~47mm 정도로, 라글란 상의

(49~57mm)보다는 덜 하지만 그레이딩 사이즈 한 단계 정도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

턴의 주요 항목 실측 치수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두 패턴의 그레이딩 

사이즈별 주요 치수 변화 양상은 [그림 4-12]와 [그림 4-13]에 요약하였다.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그레이딩 패턴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양상은 라글란 패턴과 거의 같았으며, 둘레 항목보다 높이 항목의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난다는 점도 다른 스타일들과 공통적인 부분이었다. 패

턴의 높이 치수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는 인체 팔길이와 키 두 가지를 사

용했으며, 소매길이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아, 인체 팔 길이와 소

매길이와의 관계를 키와 등 길이와의 관계보다 더 잘 학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레 항목의 차이를 보면 가슴둘레-허리둘레-엉덩이둘레, 소맷단 둘

레-팔 둘레와 같이 그레이딩 패턴에서 같은 편차로 움직이는 항목들은 치

수 변화 양상도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파라메트

릭 변환 패턴은 입력 패턴 데이터의 그레이딩 편차가 같은 항목의 수에 영

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라글란 상의 패턴에 비해 

팔둘레 항목의 증가량과 감소량이 대칭과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 셋인 

소매 패턴의 팔둘레 부분은 인체 둘레와 관련된 항목들과 더 명료한 관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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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size

cblength bust waist hip backlength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80 900 909 880 924 836 880 920 964 374 381
85 920 918 920 941 876 897 960 981 380 380
90 940 936 960 964 916 920 1000 1004 386 380
95 960 964 1000 995 956 951 1040 1035 392 396
100 970 971 1050 1032 1006 988 1090 1072 398 399
105 980 980 1100 1078 1056 1034 1140 1118 404 405
110 990 989 1150 1132 1106 1088 1190 1172 410 409
115 1000 1000 1200 1192 1156 1148 1240 1232 416 416
120 1010 1010 1250 1255 1206 1211 1290 1295 422 421
125 1020 1022 1300 1316 1256 1272 1340 1356 428 429
130 1030 1032 1350 1370 1306 1326 1390 1410 434 435
135 1040 1043 1400 1417 1356 1373 1440 1457 440 442
140 1050 1052 1450 1454 1406 1410 1490 1494 446 448
145 1060 1059 1500 1483 1456 1439 1540 1523 452 452
150 1070 1063 1550 1503 1506 1459 1590 1543 458 455
spec

size

neck shoulder slvlength bicep slvopening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graded

convert

ed
80 370 381 368 381 605 608 293 305 294 306
85 382 385 380 386 610 610 305 310 305 310
90 394 393 392 393 615 614 317 317 316 316
95 406 405 404 403 620 621 329 326 327 324
100 418 414 419 414 626 625 341 336 338 333
105 430 426 434 427 631 630 353 348 349 344
110 442 438 449 444 637 635 365 361 360 357
115 454 453 464 462 642 641 377 376 371 370
120 466 467 479 480 648 647 389 391 382 384
125 478 481 494 499 653 654 401 405 393 397
130 490 494 509 515 659 660 413 418 404 409
135 502 505 524 529 664 666 425 429 415 419
140 514 514 539 540 670 670 437 438 426 427
145 526 521 554 549 675 674 449 444 437 433
150 538 526 569 555 681 676 461 449 448 437

[표 4-9] 원피스의 학습 전후 패턴 측정 치수 비교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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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원피스 패턴의 사이즈별 패턴 치수 변화

[그림 4-13] 원피스 패턴의 항목별 패턴 치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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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커트

  스커트 패턴은 대표 인체 모델 <Standard>의 인체 치수 중 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사용하여 제도하였으며, 제도한 패턴을 중심 사이즈 4호로 지

정하고 바지와 같은 편차로 15개 사이즈로 그레이딩하여 사용하였다. 패턴 

완성 치수로는 앞 중심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사용하였으며 바지와 

같은 편차로 스펙 시트를 제작하여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표 4-10]). 사

용된 치수 항목과 비례식은 [표 4-11]과 같다. [그림 4-14]는 학습 전후의 

스커트 패턴 형상을 비교한 이미지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CF 

length 552 555 558 561 564 567 570 573 576 579 582 585 588 591 594 597 600

waist 620 640 660 680 700 720 740 760 780 800 820 840 860 880 900 920 940

hip 860 880 900 920 940 960 980 1000102010401060108011001120114011601180

[표 4-10]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 스커트의 스펙 시트
단위 : mm

인체 치수 패턴 완성 치수
Height 1624 cflength Height * 0.3454
Waist 686 waist Waist * 0.9913
Hip 905 hip Hip * 1.0166

[표 4-11] 인체 치수와 스커트 패턴 완성 치수의 관계식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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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ded pattern (original) (b) converted pattern (trained)

size 1 size 4 size 17
(c) pattern shapes (blue : graded, red : converted)

[그림 4-14] 스커트의 학습 전후 패턴 비교

  스커트의 학습 전후 패턴 형상을 비교해보면, 상의와 원피스보다 학습 전

후 패턴의 크기 변화량은 비교적 적었으며, 패턴 사이즈의 증감 폭이 그레

이딩 편차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공통으로 보인다.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주요 항목 실측 치수는 [표 4-12]에 제시하였다. 

두 패턴의 그레이딩 사이즈별 주요 치수 변화 양상은 [그림 4-15]와 [그림 

4-16]에 요약하였다. [그림 4-15]에서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사이즈별 치수 변화량 차이는 스커트의 측정 항목 수가 적어서 매우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사이즈에서 주요 둘레 항목 간 차이는 17mm 정도

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글란 상의 57mm, 원피스 47mm, 바지 23mm).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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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보다 높이 항목의 변화량이 작게 나타난 점은 다른 스타일들과 같으나, 

둘레와 높이 항목 간 차이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패턴의 둘레 방향으

로 영향을 주는 항목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두 가지로, 다른 스타일보다 

항목의 수가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그레이

딩 편차를 갖는 항목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패턴을 이루는 각 점의 좌표

와 인체 치수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여 그레이딩 패턴을 파라메트릭 패턴

으로 변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레이딩 패턴

은 일반적으로 중심 사이즈의 외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항목의 

그레이딩 편차를 균일하게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그레이딩 편차

를 임의로 다르게 조작한 데이터, 그레이딩 범위를 넓혀 사이즈 수를 늘린 

데이터, 기성 맞춤복 패턴 등을 입력 데이터에 포함하여 학습 결과를 비교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pec

size

cflength waist hip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graded converted

1 552 554 620 628 860 867
2 555 556 640 639 880 880
3 558 558 660 657 900 898
4 561 560 680 679 920 919
5 564 563 700 700 940 940
6 567 566 720 720 960 960
7 570 569 740 738 980 979
8 573 572 760 757 1000 998
9 576 576 780 777 1020 1018
10 579 579 800 798 1040 1039
11 582 583 820 821 1060 1061
12 585 586 840 843 1080 1084
13 588 589 860 865 1100 1106
14 591 592 880 885 1120 1125
15 594 594 900 901 1140 1142
16 597 596 920 914 1160 1154
17 600 597 940 923 1180 1163

[표 4-12] 스커트의 학습 전후 패턴 측정 치수 비교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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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스커트 패턴의 사이즈별 패턴 치수 변화

[그림 4-16] 스커트 패턴의 항목별 패턴 치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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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상 의복 피트성 평가 시스템

1. 시스템 개요

  패턴이 완성되면 드레이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복의 피트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착의 및 가상 착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토대

로 착의 평가에 사용되는 항목들을 분석하여 평가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기존의 평가 방법은 연구자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가 점수를 자동으로 도출하기 위해 가상 의복의 피트성을 정

량화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림 4-17]과 

같다. 맞춤 패턴 생성이 완료되면, 착용자의 3D 스캔 데이터와 피트성을 평

가할 의복 패턴에 평가에 필요한 주요 랜드마크를 표시한다. 표시한 랜드마

크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Drape Simulator 모듈에서 

랜드마크를 표시한 인체 모델과 의복 패턴으로 가상 착의를 수행한다. 가상 

착의는 이미 작성한 평가 항목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분석되며 가상 착의 별 

분석 결과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중 점수를 확인하고 싶은 가상 착의의 분

석 결과를 평가 시스템에 불러와 평가 기준과 항목을 편집하여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바람직한 착의 상

태와 바람직하지 않은 착의 상태를 바탕으로 다양한 착의 상태의 피트성 점

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은 [그림 4-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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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가상 착의 평가 프로세스

[그림 4-18] Virtual Fit Eval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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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개발된 Virtual Fit Evaluator는 가상 착의 별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지정한 옵션에 따라 점수화하여 그래프로 표현한다. 여러 인체 모

델이 같은 디자인의 의복을 각기 다른 사이즈로 착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준 모델이 잘 맞는 옷을 입은 상태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점수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이다. ‘표준 모델’과 ‘표준 모델에게 잘 맞는다고 여겨지는 착의’는 

디자이너의 의도나 유행, 사회적 관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8]에서 상단의 A와 B

는 Drape Projects 패널로, 가상 착의 별 피트성 분석 결과를 불러올 수 있

다. 사용자는 A에 불러온 분석 결과 리스트 중 점수를 확인하고 싶은 파일

을 선택한 후 B로 내보낼 수 있다. B에서 가장 바람직한 착의를 Best Fit,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사이즈를 Worst Fit으로 정할 수 있으며, D에서 Best 

Fit과 Worst Fit을 기준으로 계산된 나머지 사이즈들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C와 D는 Evaluation Items 패널로, 점수 계산에 포함할 평가 

항목과 항목별 중요도를 편집하여 항목 구성에 따라 점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점수를 낼 Drape Project, Best/Worst Fit, 평가 

항목 사용 여부 및 중요도(가중치)를 변경해가면서 그래프의 변화를 한 화

면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하단의 Worst Data Applied 옵션을 통해 Worst 

Fit보다 피트성이 좋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점수가 0점 미만이 되도록 점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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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착의 결과 비교

  1절에서는 그레이딩 패턴을 학습한 결과로 생성된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

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력에 사용한 그레이딩 패턴과의 치수 차를 비교하였

다. 그런데 그레이딩 패턴을 학습한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파라미터값을 

새로운 인체 모델의 치수로 변경했을 때 생성되는 맞춤 패턴은 피트성을 비

교할 원본 패턴을 그레이딩 패턴 내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인체 모델에 가상 착의를 진행하고, 삼차원 인체 모델과 가

상 의복에서 측정 가능한 여러 항목을 점수화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상 의복의 피트성 점수는 사용자가 best fit과 worst fit으로 지정한 착

의 상태를 각각 100점과 0점으로 하여 유사한 정도를 계산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의복의 소재나 디자인, 관찰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어 유동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의복 피트성 점수를 구성하는 평가 항목별 

측정치는 Drape Simulator에서 모든 측정이 끝나더라도 사용자가 Fit 

Evaluator에서 사용 여부를 재결정하고 항목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를 편집할 수 있게 하였다. 측정 항목의 구성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여 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항목의 종류나 수에 따른 점수 

변동 양상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절에서는 먼저 Standard 모델이 모든 그레이딩 사이즈의 의복 패턴을 

가상 착의한 파일을 생성한 후, best fit과 worst fit을 지정하고 평가 항목 

구성에 따른 점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체형의 모델별 착의 결과 및 

점수 변화는 부록에 추가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여러 인체 모델에 대하

여 개인 맞춤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그레이딩 패턴과 비교했을 때 피트성 

점수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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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라글란 상의

4.1.1. 라글란 상의의 가상 착의 결과

TG80 TT80 TG85 TT85 TG90 TT90

TG95 TT95 TG100 TT100 TG105 TT105

TG110 TT110 TG115 TT115 TG120 TT120

TG125 TT125 TG130 TT130 TG135 TT135

TG140 TT140 TG145 TT145 TG150 TT150

[그림 4-19] 대표 인체모델의 라글란 상의 패턴 가상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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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글란 상의는 앞서 3장에서 설명한 대로, 그레이딩 사이즈 중 두 번째 

사이즈인 85호를 Standard 모델에 가장 잘 맞는 사이즈로 선정하였다. 

Worst Fit은 Best Fit에서 가장 사이즈 차이가 큰 마지막 사이즈(150호)로 

선정하였다. [그림 4-19]의 각 셀에서 좌측(주황색)은 그레이딩 패턴, 우측

(하늘색)은 학습에서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던 치수들을 파라메트릭 변환 패

턴의 파라미터에 대입했을 때 생성된 패턴을 대표 인체 모델(Standard)이 

착의한 결과이다. 패턴에서 가장 큰 사이즈와 가장 작은 사이즈에서 둘레 

4.5cm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이미지에서는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

다. 

4.1.2. 라글란 상의의 가상 착의 평가 기준

  착의 평가 항목은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그림 4-20])를 통해 곡선 간 길

이 차나 점 간 좌표 차로 둘레, 넓이, 깊이, 위치에 관련된 항목을 구하고, 

가상 의복에 표시한 랜드마크와 봉제선 쌍으로부터 각각 의복 변형률과 봉

제선 길이 차(ease)를 얻어 구성하였다. [그림 4-21]에서 (a)는 평가 항목을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에서 얻은 값으로만 구성했을 때의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평가 항목으로 의복의 가슴둘레와 인체 가슴둘레의 차

이, 의복의 앞목점과 인체의 앞목점 높이의 차이 등 사용자가 사전 정의한 

16개 항목만으로 피트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이다. 의복 스타일이나 디자이

너의 의도에 따라 평가 항목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항목의 사용 여

부와 각 항목의 가중치(전체 핏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Fit Evaluator 내

부에서 편집할 수 있다. 이어서, (b)는 (a)의 항목에 의복 변형률 항목을 추

가한 경우로, 점과 선 랜드마크에서 측정된 값 중 선 랜드마크의 값만 계산

에 포함하였다. (c)는 의복 변형률과 봉제선 길이 차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점수를 나타낸다. 의복 변형률과 봉제선 길이 차의 값은 랜드마크마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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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작성이 필요 없으며, 가중치만 편집해주면 

된다. (d)는 입력 파라미터와 대응되는 항목들로만 구성한 경우로, (a)에 비

해 항목의 수를 간결화(솔기 위치, 밑단 놓임 항목 등이 제외됨)하여 점수

에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e)는 그레이딩 패턴과 변환 패턴 모두 그레

이딩 패턴의 best와 worst를 기준으로 점수를 도출한 것으로, (d)와 같은 평

가 항목을 사용하였다. 

  모든 항목의 가중치는 1을 기준으로, 하나의 항목이 여러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는 경우(좌우, 전·후면을 나누어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나누는 

항목의 수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평가 항목 조건은 예

시이며,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비롯한 여러 실무자에 의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그림 4-20] 라글란 상의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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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라글란 상의의 항목 조건별 평가 결과

(a) using 16 items in the script (b) strain items added

(c) sewing line difference items added (d) number of items reduced

(e) compare under the same conditions based on graded best/worst

[그림 4-21] 라글란 상의의 사이즈별 피트성 점수 비교

  라글란 상의의 경우, 평가 스크립트의 16개 항목 이외에 의복 변형률 항

목을 추가로 고려한 경우, best Fit인 85호를 기준으로 주변 사이즈들과의 

점수 차가 커졌으며, 큰 사이즈의 점수는 다소 상승하였다. 봉제선 길이 차

를 추가로 고려한 경우, 기준 사이즈 근처 사이즈들과의 점수 차는 더 크게 

벌어졌으며, 큰 사이즈의 점수도 더욱 상승하였다. 평가 항목 수를 줄인 (d)

에서는 점수 차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딩 

패턴에서 지정한 best fit과 worst fit을 기준으로 그레이딩 패턴과 변환 패

턴을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비교했을 때는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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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에서 변환 패턴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절의 

패턴 측정치 간 차이와 유사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4.1.4. 파라메트릭 변환 라글란 상의 패턴의 모델별 가상 착의 결과

DropMax DropMin LDropMax
TG85 TTDropMax TG105 TTDropMin TG80 TTLDropMax

LDropMin ShMax ShMin
TG80 TTLDropMin TG80 TTShMax TG105 TTShMin

SlopeMax SlopeMin Slim
TG80 TTSlopeMax TG80 TTSlopeMin TG80 TTSlim

[그림 4-22] 체형별 라글란 상의 패턴 가상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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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파라메트릭 변환 라글란 상의 패턴의 모델별 평가 결과

  [표 5-17]의 인체 치수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에 입력하여 모델별 맞춤 

라글란 상의 패턴을 생성하였다. 평가 항목은 [그림 4-21]의 (e)와 같은 조

건을 사용하였다. 모델별 그레이딩 패턴 사이즈는 대표 인체 모델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4-19]의 best 

fit(Standard-TG85)과 worst fit(Standard-TG150)을 각각 100점과 0점으

로 하여 체형별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착의 점수를 비교

한 결과, LDropMax, LDropMin, SlopeMin 모델에서 파라메트릭 변환 패

턴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Slim 모델에서는 같은 점수가 나타났으나 나

머지 모델에서는 그레이딩 패턴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4-23]). 

특히 스캔 자세로 인해 바디스와 팔이 겨드랑이 아래 부위에서 붙어있는 모

델(ShMin, DropMin)일 경우, 의복이 아래로 당겨져 목둘레의 의복 변형률

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DropMax에서는 변환 패턴이, LDropMin

에서는 그레이딩 패턴의 변형률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22]). 의

복 변형률 항목이 포함된 조건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의복 변형률이 

더 크게 나타난 쪽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23] 체형별 라글란 상의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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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지

4.2.1. 바지의 가상 착의 결과

PG04 PT04 PG07 PT07 PG11 PT11

[그림 4-24] 대표 인체 모델의 바지 패턴 가상 착의

4.2.2. 바지의 가상 착의 평가 기준

  바지는 그레이딩 사이즈 중 4호를 Standard 모델에 가장 잘 맞는 사이즈

로 선정하였으며, worst fit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인체 모델에 안착하

여있는 범위 내에서 11호로 선정하였다. PG07은 best와 worst fit 사이에서 

중간 점수를 얻은 착의이며, 나머지 착의 이미지는 생략하였다([그림 

4-24]). 평가 항목은 라글란 패턴과 같이 다섯 가지 조건에서 평가 점수를 

비교하였다. 바지의 길이가 인체보다 길어서 발 부근에서 쌓이는 원단으로 

인해 해당 부위의 의복 변형률이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문제가 있어, 발목 

둘레와 관련된 의복 변형률 항목은 평가 항목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하의류

는 특정 사이즈보다 클 때 착의가 불가능하므로 의복이 인체 아래로 흘러내

려 간 12호 이상의 사이즈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worst fit을 최저점(0

점)으로 정규화하는 옵션을 사용하여 점수를 도출하였다. 바지의 평가 스크

립트는 [그림 4-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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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바지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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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바지의 항목 조건별 평가 결과

(a) using 13 items in the script (b) strain items added

(c) sewing line difference items added (d) number of items reduced

(e) compare under the same conditions based on graded best/worst

[그림 4-26] 바지의 사이즈별 피트성 점수 비교

  바지의 경우, 모든 평가 조건에서 9호의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

환 패턴의 점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4-26]). 이는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9호 사이즈가 동일 사이즈의 그레이딩 패턴보다 인체의 아래 

방향으로 배치된 상태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것이 원인이었다. 의복을 새

로 배치한 후 다시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추후 패턴이 달라지더라도 배치

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6, 7호에서 점수 차

가 나는 부분은 1절의 패턴 학습 결과에서 6호와 7호에서 패턴 측정 치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던 부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레이딩 패턴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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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호보다 낮게 나오는 원인은 무릎둘레 관련 항목이었으며,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0으로 수정하여 사용 여부를 해제하면 1호와 3호 사이의 점수가 

도출된다. 발목둘레와 마찬가지로 무릎 부근에서 생긴 군 주름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4. 파라메트릭 변환 바지 패턴의 모델별 가상 착의 결과

Slim DropMax DropMin
PG01 PTSlim PG08 PTDropMax PG04 PTDropMin

LDropMax LDropMin ShMax
PG06 PGLDropMax PG04 PTLDropMin PG02 PTShMax

ShMin SlopeMax SlopeMin
PG11 PTShMin PG02 PTSlopeMax PG06 PTSlopeMin

[그림 4-27] 체형별 바지 패턴 가상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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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파라메트릭 변환 바지 패턴의 모델별 평가 결과

  [표 5-18]의 인체 치수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에 입력하여 모델별 맞춤 

바지 패턴을 생성하였다. 평가 항목은 [그림 4-26]의 (e)와 같은 조건을 사

용하였다. 모델별 그레이딩 패턴 사이즈는 대표 인체 모델과 같이 엉덩이둘

레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4-24]의 best fit(Standard-PG04)과 

worst fit(Standard-PG11)을 각각 100점과 0점으로 하여 체형별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착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DropMax, 

ShMin, SlopeMax, SlopeMin에서 변환 패턴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모델에서는 그레이딩 패턴의 점수가 더 높았다. 특히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LDropMax의 경우, 파라메트릭 패턴이 그레이딩 패턴에 

비해 다소 작게 생성되어 입혀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27]). 이를 통해 

해당 모델의 체형 특성상 다른 인체 치수에 비해 작은 허리둘레로 인해 패

턴이 전체적으로 작게 생성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Slim 모델과 같

이 점수 차가 많이 나는데도 사용자가 이미지에서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목별 가중치를 조절해가며 원인이 된 항목을 찾을 수 있다. 

[그림 4-28] 체형별 바지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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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원피스

4.3.1. 원피스의 가상 착의 결과

DG85 DT85 DG115 DT115 DG150 DT150

[그림 4-29] 대표 인체 모델의 원피스 패턴 가상 착의 

4.3.2. 원피스의 가상 착의 평가 기준

  원피스는 라글란 상의와 동일한 편차로 제도 되었으므로, 라글란 상의와 

같이 85호와 150호가 각각 best와 worst fit으로 선정되었다. DG115는 

Best와 Worst Fit 사이에서 중간 점수를 얻은 착의이며, 나머지 착의 이미

지는 생략하였다([그림 4-29]). 평가 항목은 앞선 스타일과 같게 다섯 가지 

조건에서 평가 점수를 비교하였다. 원피스의 평가 스크립트는 [그림 4-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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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원피스의 항목 조건별 평가 결과

(a) using 20 items in the script (b) strain items added

(c) sewing line difference items added (d) number of items reduced

(e) compare under the same conditions based on graded best/worst

[그림 4-30] 원피스의 사이즈별 피트성 점수 비교

  원피스의 경우, 평가 스크립트의 20개 항목 이외에 의복 변형률 항목을 

추가로 고려했을 때 best fit인 85호를 기준으로 주변 사이즈들과의 점수 차

가 커졌으며, 큰 사이즈의 점수는 다소 상승하였다([그림 4-30]). 봉제선 길

이 차를 추가로 고려한 경우, 기준 사이즈 근처 사이즈들과의 점수 차는 더 

크게 벌어졌으며, 큰 사이즈의 점수도 더욱 상승하였다. 이는 라글란 패턴

과 비슷한 특성이다. (b)와 (d)의 그래프 모양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봤을 

때, (d)에서 제외된 항목들은 그레이딩 패턴과 변환 패턴에서 서로 큰 차이

가 생기지 않은 항목들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딩 패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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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best fit과 worst fit을 기준으로 그레이딩 패턴과 변환 패턴을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비교했을 때는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큰 사이즈에서 변

환 패턴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절에서 패턴을 직

접 측정하여 비교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4.3.4. 파라메트릭 변환 원피스 패턴의 모델별 가상 착의 결과

DropMax DropMin LDropMax
DG85 DTDropMax DG105 DTDropMin DG80 DTLDropMax

LDropMin ShMax ShMin
DG80 DTLDropMin DG80 DTShMax DG105 DTShMin

SlopeMax SlopeMin Slim
DG80 DTSlopeMax DG85 DTSlopeMin DG80 DTSlim

[그림 4-31] 체형별 원피스 패턴 가상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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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파라메트릭 변환 원피스 패턴의 모델별 평가 결과

  [표 5-19]의 인체 치수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에 입력하여 모델별 맞춤 

원피스 패턴을 생성하였다. 평가 항목은 [그림 4-30]의 (e)와 동일한 조건

을 사용하였다. [그림 4-29]의 best fit(Standard-DG85)과 worst 

fit(Standard-DG150)을 각각 100점과 0점으로 하여 체형별 그레이딩 패턴

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착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LDropMax, 

LDropMin, SlopeMax, SlopeMin 모델에서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점수

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모델에서는 그레이딩 패턴의 점수가 더 높았

다([그림 4-33]).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모델은 ShMin 모델이었으

며, 패턴이 작게 생성되어 목둘레와 가슴 부근에서 의복 변형률이 높게 나

타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31]). ShMin과 비슷하게 복부 둘레가 큰 

DropMin 모델에서도 패턴이 작게 생성되어 상반신에서 의복 변형이 생긴 

부분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점수도 그레이딩 패턴보다 변환 패턴에서 더 낮

게 나타났다. LDropMax 모델에서는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그레이딩 패

턴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길이 항목의 가중치를 줄이고 암홀 둘레의 

봉제선 길이 항목을 계산 항목에 포함할 경우 점수를 반대로 뒤집을 수 있

었다. 즉, 모든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같게 하면 문제점을 오히려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정 수치를 넘어선 항목의 점수는 크게 낮추고, 미세한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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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원피스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  

[그림 4-33] 체형별 원피스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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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스커트

4.4.1. 스커트의 가상 착의 결과

SG04 ST04 SG07 ST07 SG10 ST10

[그림 4-34] 대표 인체 모델의 스커트 패턴 가상 착의

 

4.4.2. 스커트의 가상 착의 평가 기준

  스커트 패턴은 바지와 동일한 편차로 제도되었으므로 바지와 동일하게 

Standard 모델의 4호 착의가 best fit으로 선정되었으며, 11호부터는 착의할 

수 없으므로 10호를 worst fit으로 지정하였다. SG07은 best와 worst fit 사

이에서 중간 점수를 얻은 착의이며, 나머지 착의 이미지는 생략하였다([그림 

4-34]). 평가 항목은 앞선 스타일들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였다. 착의할 

수 없는 사이즈는 제외하고 worst fit을 최저점(0점)으로 정규화하는 옵션을 

사용하여 점수를 도출하였다. 스커트의 평가 스크립트는 [그림 4-3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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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스커트의 항목 조건별 평가 결과

(a) using 12 items in the script (b) strain items added

(c) sewing line difference items added (d) number of items reduced

(e) compare under the same conditions based on graded best/worst

[그림 4-35] 스커트의 사이즈별 피트성 점수 비교

  스커트도 의복 변형률 항목을 추가로 고려했을 경우 best fit을 기준으로 

주변 사이즈들과의 점수 차가 가파르게 벌어졌으며, 봉제선 길이 차를 추가

한 경우, 점수 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3호와 6, 7호에서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 사이의 점수 차가 생긴 부분에서는 패턴 학습 시 해

당 사이즈에서 생긴 치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가 

항목 수를 줄인 경우인 (d)에서는 그레이딩 패턴보다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

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와 관련된 

항목만을 고려했을 경우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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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트 길이나 솔기 정렬 등의 항목

보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길이 등 주요 항목에서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

메트릭 변환 패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4.4. 파라메트릭 변환 스커트 패턴의 모델별 가상 착의 결과

DropMax DropMin LDropMax
SG08 STDropMax SG04 STDropMin SG06 STLDropMax

LDropMin ShMax ShMin
SG04 STLDropMin SG02 STShMax SG11 STShMin

SlopeMax SlopeMin Slim
SG02 STSlopeMax SG06 STSlopeMin SG01 STSlim

[그림 4-36] 체형별 스커트 패턴 가상 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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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파라메트릭 변환 스커트 패턴의 모델별 평가 결과

  [표 5-20]의 인체 치수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에 입력하여 모델별 맞춤 

스커트 패턴을 생성하였다. 평가 항목은 [그림 4-35]의 (e)와 동일한 조건

을 사용하였다. [그림 4-34]의 best fit(Standard-SG04)과 worst 

fit(Standard-SG10)을 각각 100점과 0점으로 하여 체형별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착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LDropMax, 

LDropMin, SlopeMin 모델에서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델에서는 그레이딩 패턴의 점수가 더 높았다([그림 

4-38]). 특히 점수 차이가 가장 컸던 ShMin 모델은 가슴둘레와 비교하면 

어깨너비가 좁은 체형으로서 허리둘레가 가장 큰 모델이다. 이로 인해 허리 

아래의 돌출부위가 가먼트에 거의 닿지 않게 되면서 best fit과의 피트성 유

사도가 크게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ShMin 모델에서 변환 패턴이 더 높

은 점수를 받으려면 엉덩이둘레와 밑단둘레와 관련된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

는 등 다른 평가 조건을 사용해야 했다. 엉덩이둘레에 비해 허리둘레가 가

장 큰 모델인 DropMin 모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 경우에는 

허리둘레 관련 의복 변형률의 가중치를 높인 조건을 사용해야 했다. 즉, 의

복의 스타일이나 체형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되는 피트성 항목이 다르다면 

별도의 평가 조건을 각각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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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스커트 피트성 평가 스크립트 

[그림 4-38] 체형별 스커트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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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복설계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그레이딩 패턴과 인체치

수를 학습 데이터로 입력하여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전문가 

평가과정 대신 가상 착의로부터 피트성 점수를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레이딩 패턴의 학습에는 인공 신경망이 사용되었으며, 학습 

결과로는 그레이딩 패턴을 이루는 각 키 포인트와 입력한 인체 치수들과의 

관계를 학습한 파라메트릭 패턴이 생성되었다.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입력한 파라미터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먼저 원본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의 파라미터

에 그레이딩 패턴의 완성 치수를 입력하여 만들어진 학습 패턴을 사이즈별

로 비교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 크기가 증감하는 폭은 그레이딩 편차보다 줄어들어, 가장 작

은 사이즈에서 그레이딩 패턴보다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크게, 가장 큰 

사이즈에서는 파라메트릭 패턴이 더 작게 생성되었다.

  둘째,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모든 그레이딩 사이즈에

서 동일한 치수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벌어졌다가 줄어드는 구

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 

  셋째, 둘레 항목보다 항목 수가 적은 높이 항목의 치수 차이가 작게 나타

났으며, 동일 편차를 갖는 항목의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항목의 치수 차이

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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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학습 결과로부터, 그레이딩 패턴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패턴의 

부위별 치수와 인체의 부위별 치수의 관계를 학습하기에는 그레이딩 패턴이 

가진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레이딩 편차가 파라메

트릭 변환 패턴의 형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체 치수와의 관계를 불

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세

트에 그레이딩 편차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인체 치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패턴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파라메트릭 패턴은 파라미터값에 따라 패턴의 크기가 변화하는 특

성이 있으므로,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을 사용하여 다양한 체형을 위한 맞춤 

패턴을 생성하고 가상 착의를 통해 그레이딩 패턴과 피트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상 착의 피트성 점수는 Standard 모델의 best fit과 worst fit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별 유사한 정도를 총합하여 100점을 최고점으로 계산하

였다. 평가 항목 조건과 인체 모델, 의복의 종류와 사이즈를 바꿔가며 피트

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항목에서 둘레, 위치, 길이 비교 항목만 사용할 경우, 의복이 

인체에 비해 작아서 변형된 부분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의복 변형률

을 평가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의복 변형률 평

가 항목에 다른 항목과 동일한 가중치를 주었으므로, 원단의 신축성에 따라 

가중치를 조절한다면 더욱 타당한 점수가 도출될 것이다. 

  둘째, 봉제선 길이 차를 측정하는 항목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미세한 차

이는 계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의 방법은 유사도만을 고려하므

로, 항목 수에 따라 소수점 아래의 작은 차이도 점수에 크게 반영되는 문제

가 있었다.

  셋째, 각 인체 모델에게 그레이딩 패턴과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생성한 맞

춤 패턴을 착의했을 때, 어느 한쪽의 피트성 점수가 우세하게 도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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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은 없었다. 예를 들어, 스커트 패턴처럼 학습 전후 패턴 치수 차이가 

적어 학습이 비교적 잘 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인체 파라미터값에 

따라 더 잘 변화하는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의복이 인체 모델에 비해 작아지거나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

지고, 의복 변형이 크게 일어난 의복에서 점수가 낮게 도출되고 있으므로, 

파라메트릭 패턴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피트성 평가 점수 분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습이 잘 된 패턴과는 별개로, 파라메트릭 패턴 변환이 

잘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상 착의를 통한 피트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가 항목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피트성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의복 디자인이나 인체 

유형에 따른 적절한 평가 항목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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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패션 산업에서 고객 맞춤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대중화되

고 있으나, 의복설계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의복 패턴 설계에서 인공 지능과 같은 최근의 기술을 적용하려면 패

턴 데이터의 확보와 패턴의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의복의 피트성을 측정하여 패턴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전

에도 많이 있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주관적으로 검증되는 경향이 있

었으며, 설문 조사로 의견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평가

를 진행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인체와 디지털 

패턴에 랜드마크를 직접 정의하고 평가 항목을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

구를 개발하여 가상 착의의 피트성 평가를 다양한 조건에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의복의 학습 전후 패턴을 비교하고 다

양한 체형 특성을 가지는 인체 모델에게 가상 착의를 진행하여 의복 패턴의 

변화량과 의복의 피트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상 착의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면 여러 인체 모델

에게 다양한 사이즈의 패턴을 착의하여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사이즈

를 개별 소비자에게 추천할 때도 응용할 수 있다. 인체 모델별 착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실

무에서 발전시킨다면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의류 소비자에게 착의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패션 제품의 사이즈나 

핏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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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그레이딩 패턴과 인체 치수와의 관계를 학습하여 파라메트

릭 패턴으로 변환하는 DXF Converter가 개발되었다. 학습 결과로 원본 그

레이딩 패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체 파라미터의 값의 크기에 따

라 패턴의 크기도 증감하는 파라메트릭 패턴을 생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턴 치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라미터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하는

지 의도한 대로 학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위해서

는 현행 그레이딩 패턴보다 인체 치수와의 관계를 더 잘 반영하는 패턴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라메트릭 변환 패턴이 인체 치수에 따라 어느 정도로 잘 변하는지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그레이딩 패턴과 변환 패턴을 인체 스캔 데이터에 

가상 착의하여 피트성을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다

양한 체형의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좌우가 틀어진 스캔 데이터를 그

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트성 점수가 체형 특성보다 자세로부터 영향을 받

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단의 물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가

상 인체 모델은 조직 특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특정 부위

에서는 실제 착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구현되지 않은 원단 표면에서 나타나는 

군 주름이나 당겨짐과 같은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할 것이다. 의복 압력 측정과 관련된 연구로서, 인체의 연조직을 시뮬레이

션하여 의복 변형률을 측정하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대량의 가상 착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

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이며, 다양한 조건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

하여 새로운 특성을 밝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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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ic Parametrization

of Grading Patterns and

Development of a Virtual Fit 

Evaluation Method

Jihyun Oh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popular in the fashion industry. 

However, there are few cases of designing clothing patter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solve the fundamental clothing size problem, 

pattern design method needs to be improved. In this study, a new 

method has been developed that combines the advantages of grading 

pattern and parametric pattern design method to achieve mass 

customization of garments. 

  In this metho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lea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grading pattern and the human body dimension to 

convert grading patterns into parametric patterns. Four kinds of 



- 93 -

garments including raglan top, pants, dress with set-in sleeves, and  

A-line skirt were selected as input data. A human body model close to 

the standard body of women in their 20s was selected for drape 

simulation. In addition, drape simulations were conducted on nine 

models with various body shape characteristics. 

  A virtual fit evaluation system was developed to compare the fit 

between grading and parametric patterns quickly as well as 

quantitatively. This system calculates the similarity score of the virtual 

garment based on the garment pressure, ease, and sewing line length 

difference.

  Although, it was possible to generate parametric patterns from 

grading patterns,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either grading or 

parametric pattern has higher fit score. Additionally, since the score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type and weight of the evaluation 

items used, it is necessary to find appropriate evaluation items and 

weights for each case through further research. 

  Th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convert grading patterns 

into parametric patterns to generate customized patterns. It could also 

supplement the sensory evaluation process of human experts using 

various quantitative evaluation criteria. Further research will be directed 

to improve the user interface and usability of programs to provide a 

useful tool for online clothing shopping.

key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Garment Patterns, Parametric Patterns, 

Parametric Design, Garment Pattern Design Automation, 

Virtual Fit Evaluation

Student Number : 2020-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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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1] 라글란 상의의 사이즈별 그레이딩 패턴과 맞춤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부록 1-2] 바지의 사이즈별 그레이딩 패턴과 맞춤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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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스커트의 사이즈별 그레이딩 패턴과 맞춤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부록 1-4] 원피스의 사이즈별 그레이딩 패턴과 맞춤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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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TG80 Slim-TG85 Slim-TG90 Slim-TG95 Slim-TG100 Slim-TG105

84 84 78 72 74 69
Slim-TG110 Slim-TG115 Slim-TG120 Slim-TG125 Slim-TG130 Slim-TG135

67 61 61 57 52 45
Slim-TG140 Slim-TG145 Slim-TG150 Slim-TTSlim

39 28 13 84

[부록 2-1] Slim 모델의 라글란 상의 그레이딩 패턴과 맞춤 패턴의 피트성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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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lan Top Pants
Slim-TG80 Slim-TG110 Slim-TG150 Slim-PG01 Slim-PG02 Slim-PG08

84 67 13 70 60 54
Dress Skirt

Slim-DG80 Slim-DG85 Slim-DG150 Slim-SG01 Slim-SG03 Slim-SG07

77 77 23 92 82 56

[부록 2-2] Slim 모델의 스타일별 Best / Medium / Worst Fit

[부록 3]은 위의 Slim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스타일별 Best / 

Medium / Worst Fit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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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Max DropMin
TG90 TG95 TG150 TG105 TG85 TG150

85 72 22 84 72 40
LDropMax LDropMin

TG85 TG110 TG150 TG90 TG110 TG150

82 68 20 86 72 19
ShMax ShMin

TG80 TG110 TG150 TG105 TG90 TG150

86 71 12 79 70 42
SlopeMax SlopeMin

TG80 TG110 TG150 TG85 TG95 TG150

83 56 15 90 77 13

[부록 3-1] 라글란 상의의 체형별 Best / Medium / Worst Fit (Slim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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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Max DropMin
PG06 PG05 PG01 PG05 PG06 PG01

84 80 59 79 79 60
LDropMax LDropMin

PG05 PG06 PG01 PG04 PG07 PG01

80 80 60 89 76 63
ShMax ShMin

PG03 PG05 PG09 PG11 PG06 PG01

76 69 55 77 75 53
SlopeMax SlopeMin

PG04 PG07 PG08 PG05 PG07 PG01

79 68 59 85 76 65

[부록 3-2] 바지의 체형별 Best / Medium / Worst Fit (Slim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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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Max DropMin
DG04 DG09 DG150 DG06 DG10 DG150

86 65 29 89 69 38
LDropMax LDropMin

DG85 DG120 DG150 DG85 DG120 DG150

84 63 26 89 60 23
ShMax ShMin

DG85 DG120 DG150 DG105 DG110 DG150

82 49 17 85 85 42
SlopeMax SlopeMin

DG85 DG120 DG150 DG90 DG120 DG150

87 51 18 87 68 25

[부록 3-3] 원피스의 체형별 Best / Medium / Worst Fit (Slim 제외)  



- 101 -

DropMax DropMin
SG08 SG03 SG14 SG09 SG10 SG01

82 75 50 86 82 65
LDropMax LDropMin

SG04 SG02 SG12 SG04 SG02 SG09

76 70 43 89 77 61
ShMax ShMin

SG02 SG05 SG09 SG11 SG06 SG01

95 73 48 91 80 55
SlopeMax SlopeMin

SG02 SG06 SG09 SG05 SG04 SG12

90 73 51 88 78 57

[부록 2-4] 스커트의 체형별 Best / Medium / Worst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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