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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3-D information is useful as basic data which has been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simulating tech-
nology as fit-simulation. The experiment is designed to take some useful data on the variant shapes which contribute in
simulating the adaptability of the clothes. The general figure of the clothes are made after the figure of the basic standing
posture of the human body. The shape of the clothes fits with kinetic characteristic of the human body as the form of the
clothes gets twisted, the ease of the clothes changes, and the clothes itself expands. We studied the dressed shapes of
blouse according to two types of the arm movement(basic posture and reach forward) and three types of clothes(foun-
dation, blouse with short sleeves and sleeveless) in the sit-down-posture. We accomplished some experimental data on
three-dimensional measurement of the dressing shapes using TDS-3100 3-D scanner made in Japan PULSTECH. It is
considered that the variant of shapes and distribution of gaps in the dressed shapes of blouse are determined by the adapt-
ability of clothes made in arm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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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복은 인체의 선자세로부터 얻어지는 체형과 닮은꼴로 제

작되고, 그 착의 형상은 인체의 동작에 따라 그 형상이 틀어지

거나 여유가 변하거나 늘어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체형에 맞추

어서 변형된다. 인체의 동적 특성 및 체형 정보는 의복 설계시

의 착의 적합성 및 기능성 향상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연구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3D scanner에 의한 3차원 측정법이 인

체측정 및 의류관련 연구에 활용되어 보다 다양한 정보 획득

및 평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3차원 계측 및 형상분석은 연구대상 및 실험방법론의 차별화

로 다양한 정보획득이 가능하며, 이러한 형상정보는 fit-시뮬레

이션 등 가상 착의형상구현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

하다. 또한 인체의 동적 특성에 따른 착의 형상변화의 유기적

인 범위를 잡아내는 것은 가상착용시스템에서 현실대응성이 높

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그러므로 인체

및 의복관련 3차원적 실험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3차원 착의형상 측정 연구에서는 기본 선 자세

의 인체 또는 인대를 착의 대상으로 여성복 원형(심규남 외,

2000; 최영림·김희은, 2004), 여성복 재킷(김혜경 외, 2001; 서

추연, 2002; 손부현·홍경희, 2005), 개더스커트(이명희, 2004),

플레어스커트(김혜경 외, 2000), 청바지(서추연 외, 2004), 한복

치마(박순지·三吉, 2001)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측정 방

법은 연구 대상 및 계측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채택되어 왔다.

이처럼 스캐너를 이용한 3차원 측정법은 착의 형상 및 평가연

구에 이용되고 있으나, 차별화된 연구대상에 대한 실험방법개

발은 다양한 정보획득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서의 팔 동작유형(기본 동작,

앞올림 90도 동작)과 착의유형(기본착의, 민소매 블라우스, 반

소매 블라우스)의 조합에 의한 6가지 착의 형상을 연구대상으

로 하고, 일본 PULSTECH.사의 TDS-3100 3차원 계측시스템

을 이용한 계측 및 그 정보 분석에 관한 일련의 실험연구로서

소매디자인에 따른 블라우스의 팔 동작적응성에 따른 착의형상

을 연구하였다. 이로써, TDS-3100을 이용한 실험방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소매 유무가 팔 동

작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동작에 따른 착의형상 변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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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절차 및 내용

2.1. 3차원 측정기기(TDS-3100)에 대한 계측유효성 검토

TDS-3100 3차원 측정기기 : 본 실험에 사용된 3차원 측정

기기 TDS-3100의 3차원 계측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스캔 카

메라, 콘트롤러,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원리는

레이저 광이 계측물에 닿아서 산란된 빛을 집광 렌즈에 의해

CCD에 결상시켜 CCD결상 위치를 카운터치로 입력하고, 삼각

측량의 원리에 의해 거리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이다. 1회 측

정시간은 계측모드 Table 1에 따라 2초~15초 정도 소요되고,

계측모드는 계측대상의 크기에 따라 4단계로 선택할 수 있으

며, 스캔 카메라의 크기는 132×71×138의 소형으로 위치 변경

및 설치가 용이하다. 

기준점의 측정유효성 : 석고모형 및 인대를 대상으로 기준점

의 색상, 크기 및 두께, 재질 등에 따른 측정유효성 실험을 행

한 결과(Table 2), 색상에서는 흰빛의 옅은 분홍색, 살색, 짙은

갈색이 유효하였으며, 그 가운데 짙은 갈색이 가장 우수하였다.

한편 녹색, 청색은 그 유효성이 낮거나 없었고, 흑색은 전혀 계

측되지 않았다. 크기 및 두께에서는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을

수록 상대적으로 측정유효성이 낮았으나, 색상 유효성이 양호

한 경우에는 크기 및 두께와는 별도로 유효하였다. 그리고 재

질에서는 문구용 접착스티커의 경우 기준점 위치에 따라 측정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계측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 그 인식

분포가 고르지 못한데 반해, 접착 펠트는 그 유효성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험복용 기준선의 측정유효성 : 머슬린 소재의 실험복용 기

준선의 측정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기준선의 올 방향을 따라 그

은 색선은 계측되지 않았으나, 봉제선 혹은 폭 1 mm의 디자인

라인테이프로 기입한 선은 계측되었다. 이때, 측정기준선의 색

상은 청색이었다(Fig. 2). 

스캔카메라 위치 및 입체합성 3구의 스캔 유효성 : 2대의

계측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설정에 따른 스캔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입체형상계측을 위한 최소한의 계측방향은 3방향으로 1

대의 기준 카메라에 대한 120도 각도 범위에서 좌측면과 우측

면의 이동카메라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유효하였다. 

그리고 3방향으로부터의 얻은 3면의 스캔데이터 합성에 필

요한 입체합성용 3구는 색상 및 크기에 따른 스캔 유효성을 검

토하여, 직경 10 cm의 청색 발포스티로폴을 사용하였다. 입체

합성용 3구의 스캔 결과는 Fig. 3과 같은 위치 배열이 본 연

Fig. 1. TDS-3100 계측시스템 구성.

Table 1. TDS-3100의 계측 모드의 특징

계측 모드
시야분해수

(Xdot×Ydot)
계측시간

시야각

(X
o

×Y
o

)

A 128×100 1.8sec
18

o

×14.4
o

B 256×200 6.5sec

C 220×140 4.0sec 30
o

×28
o

(넓은 각)D 460×280 15.0sec

Table 2. 측정기준점의 유효성 

Fig. 2. 봉제선 측정대상.

FIg. 3. 입체합성용 3구의 설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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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유효하였다.

2.2. 착의실험용 블라우스 제작

착의실험용 블라우스패턴은 YM식(松山容子, 2001)의 길·소

매 원형에서 옷길이를 10 cm 연장하고, 소매길이는 팔꿈치 길

이로 수정, 제작하였다. 소매 유무에 따른 2종의 착의실험용 앞

트임 블라우스는 중간두께의 면 100% 머슬린으로 제작하였다. 

측정 기준선은 패턴상의 가슴둘레 기초선과 뒤품선을 기준

으로 Fig. 4와 같이 가로 기준선을 위치설정하고, 중심선과 목

옆점, 어깨솔기선의 1/2점, 뒤품점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세로

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3차원 측정을 위한 표식에는 기준점과 기준선의 측정유효성

실험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짙은 갈색의 접착펠트와 청

색의 디자인라인테이프를 사용하였다. 반소매 블라우스에는 가

로, 세로 기준선의 올을 따라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1 mm 폭의

라인테이프를 붙였으며, 민소매 블라우스에는 기본착의에서 인

체의 위팔에 부착한 측정기준점과 동일한 직경 6 mm의 짙은

갈색 접착펠트를 기준선의 교점 및 가로기준선상의 1/2지점에

각각 부착하였다. 

2.3. 착의 입체형상 계측 및 데이터 분석

착의 입체형상 계측 : 계측대상은 앉은 자세의 팔 동작과 착

의 유형에 따른 상반신 전체형상으로 하였으며, 스캔카메라의

위치배열은 Fig. 5와 같다. 

연구 대상과 카메라와의 거리는 1,200 mm로 하였으며, 세

측정방향에 따른 스캔 카메라의 위치는 기준카메라 1대를 앞

중심방향에 고정해 두고, 나머지 이동카메라 1대를 뒤 좌우 대

각선방향으로 이동하여 설정하였다. 입체합성용 3구는 각 스캔

방향에서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3차원 스캔 데이터 합성 및 입체형상 데이터 추출 : 세 방향

의 3차원 스캔 데이터 파일을 3구 합성(matching), 머지(merge)

편집으로 합성한 후, 기준평면에 대한 좌표변환을 거쳐 3차원

점군데이터형상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입체형상을 대상으로

수평면의 단면형상 데이터와 정중면 실루엣 형상 데이터를 추

출하여 텍스트(.txt)파일로 변화시켜 export하였다.

엑셀을 이용한 착의형상 단면 및 실루엣 분석 : 3차원 입체

점군데이터로부터 얻은 수평면의 단면과 정중면의 실루엣의 3

차원 좌표치는 엑셀 상에서 데이터정렬→데이터정리→데이터축

소 단계를 거쳐, 각 연구대상의 부위별 수평단면형상 및 정중

면 실루엣 형상을 도면화하고, 각각의 도면을 합성하여 팔 동

작 및 착의유형에 따른 입체형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TDS-3100을 이용한 3차원 계측형상

TDS-3100 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팔 동작유형(기본 동작, 앞

올림 90도 동작)과 착의유형(기본착의, 민소매 블라우스, 반소

매 블라우스)의 조합에 따른 6가지 착의연구대상의 3차원 계측

결과는 Fig. 6과 같다. 훈련된 피험자 및 예비실험에 의한 실험

설계로부터 대체로 양호한 3차원 계측형상을 얻을 수 있었다. 

3.2. 팔 동작 및 착의 유형에 따른 정중면 실루엣 변화 

팔 동작에 따른 기본착의의 정중면 실루엣을 중합, 비교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팔 동작에 따른 기본착의 형상은 앞올

림 90도 동작에서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가 뒤로 약간 젖혀지

면서 목 부위가 뒤로 후퇴하고 젖가슴의 위치가 올라가는, 중

심축의 변화가 나타났다.

소매유무에 따른 블라우스 유형간의 착의 중심실루엣을 중

합, 비교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팔을 내린 기본동작에서의

정중면 실루엣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는 반소매 착의보다 민

소매 착의공극이 가슴, 허리, 배 부위에 다소 많았으나, 전체적

으로는 소매유무에 관계없이 앞쪽에 비해 뒤쪽의 공극이 더 많

은 유사한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앞실루엣의 아래부분

에 주름이 지는 굴곡형상을 나타나는데, 이는 앉은 자세로부터Fig. 4. 착의실험용 블라우스 기준선 및 기준점.

Fig. 5. 스캔 카메라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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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길이의 여분이 접혀지는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올림 90도 동작에서는 민소매의 착의 실루엣은 등 부위의

공극이 없어지고 가슴부위에서 많아지면서, 가슴아래의 앞중심

선 실루엣이 앞으로 나와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복부전체에 많

은 공극이 나타났다. 한편, 반소매의 착의 실루엣은 등 위쪽에

약간의 공극이 나타나고, 뒤쪽의 공극이 앞으로 쏠려 올라가면

서 허리수준에 주름이 지고, 앞쪽은 목 아래부터 공극이 많아

지고 젖가슴위치가 기본착의처럼 높아지고, 가슴 아래로는 민

소매와 같은 공극양상으로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형상을 나타

내었다. 이는 소매 유무에 따른 팔 동작적응성 차이가 의복의

실루엣에 미친 영향이었다. 

3.3. 팔 동작 및 착의 유형에 따른 수평면 형상 변화

팔을 내린 기본 동작에서 앞올림 90도 팔 동작에 적응하여

나타나는 착의유형간의 수평면상의 공극변화 및 수평단면형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깨, 뒤품, 가슴, 젖가슴, 허리 수준

의 수평단면 형상을 부위별로 중합, 비교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어깨 수준에서의 블라우스 유형간의 수평단면 형상을 살펴

보면, 기본 동작의 민소매와 반소매 착의 형상은 소매가 달린

반소매의 너비가 다소 큰 유사한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앞올림

90도 동작의 민소매 착의는 앞중심 여밈 부위의 돌출이 두드러

지는데 반해, 반소매 착의에서는 진동부위에서 앞여밈 부위까

지 앞길 전체에 착의 공극이 나타났다. 

뒤품 수준에서의 수평단면형상은 기본 동작시의 뒤 공극이

앞올림 90도 동작에서 없어지면서 민소매 착의에서는 앞중심

부위와 양쪽 겨드랑부위에 착의 공극이 나타나고, 반소매 착의

에서는 앞중심부위의 공극은 없이 양 겨드량부위에 주름형상의

착의 공극이 나타났다.

가슴 수준에서의 수평단면형상은 민소매 착의의 경우앞올림

90도 동작이 기본동작 시보다 앞품이 줄어들면서 앞품의 여분

이 주름형상으로 나타났으며, 반소매 착의의 경우 앞전체에 공

극이 생기면서 돌출되는 형상을 나타내었다.

젖가슴 수준에서의 수평단면형상은 기본 동작시의 뒤 공극

이 앞올림 90도 동작에서 앞 공극으로 바뀌면서 민소매 착의

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른 공극분호를 나타내는 반면, 반소매 착

의에서는 주름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허리 수준에서의 수평단면 형상은 앞올림 90도 동작 시, 뒤

옆의 여분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 공극이 커지고 뒤 옆의 공극

이 작아지는 굴곡형상을 나타내는데, 착의유형에 따라 반소매

착의가 민소매 착의에 비해 뒤옆 여분이 앞으로 쏠리면서 주름

형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반소매 불라우스의 하부진동부위가 딸

려 올라가면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6. TDS-3100을 이용한 3차원 계측형상.

Fig. 7. 팔 동작에 따른 정중면실루엣 비교.

Fig. 8. 착의유형에 따른 정중면 실루엣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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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팔 올림 동작에 적응해 가는 착의유형간의 공극차

이를 살펴봄으로써, 소매디자인이 의복의 팔 동작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결 론

일본 Plustech사의 TDS-3100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측정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일련의 실험연구를 행하고, 팔 동작유

형(기본 앉은자세, 앞올림 90도 앉은자세)과 착의유형(기본착의,

민소매 블라우스, 반소매 블라우스)의 조합에 의한 6가지 3차

원 착의형상을 대상으로 그 정중면 실루엣 및 수평단면형상 변

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TDS-3100 3차원 스캐너의 기준점, 기준선의 측정유효성

검토 결과, 기준점은 짙은 갈색의 접착펠트가 가장 유효하였고,

머슬린의 실험복용 기준선은 청색의 봉제선 또는 1 mm 디자인

라인테이프가 유효하였다. 

2. 2대의 스캔카메라를 이용한 착의 입체형상 계측시, 1대의

고정된 기준 카메라에 대한 이동카메라의 위치는 120도 각도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이 유효하였으며, 입체합성용 3구는 직경

10 cm 크기의 청색 발포스티로폴이 유효하였다. 

3. 팔 동작에 따른 소매유무별 블라우스 착의유형간의 정중

면 실루엣 및 수준별 수평단면형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본

동작과 앞올림 90도 동작에서 나타나는 착의형상은 각각 달랐

으며, 앞올림 90도 동작의 착의형상은 소매유무에 따라 그 형

상 및 공극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TDS-3100을 이용한 일련의 실험과정 및 엑셀을

이용한 수직, 수평 단면형상 결과를 제시하고, 소매디자인에 따

른 의복의 동작적응성에 따른 착의 외관 형상 및 공극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동작시의 의복 변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 결과로부터 분석적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 및 3차원 데이터 활용연구를 통하여 계속 보

완해 나가고자 한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03년도 1학기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수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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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착의유형에 따른 부위별 수평단면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