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10권 제5호, 2008 Vol. 10, No. 5, pp.652-659(2008)
＜연구논문＞

652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Hip-hugger 의류용 벨트 패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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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t Pattern Making for Hip-hugger garment using 3D Body Sc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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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testify the possibility and devise the method to manipulate the 3D body scan data
to produce rounded-belt pattern adaptable to hip-type variation of women in their 20’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Firstly, based on drop-value distribution of hip and waist girth, 151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hip-types; Type 1 (15.23%) was ‘cylinder type’, showing lowest drop-value, Type 2 (69.54%) was
‘average type’ and Type3 (15.23%) was ‘hourglass type’ showing highest drop-value. Secondly, using CAD program, design
lines for round shape belt were set on the surface of 3D scan data of representative subject of each type. And divided 3D
surfaces were flattened onto the plane by the internal tools of CAD program. The measure, ‘lifting value of round belt
pattern’, implying the level of curve ratio of pattern was higher in back than front. This result might be linked to the fact
that the hip part is more protruded than the abdomen part. And the measures also showed highest values in Type 3(hour-
glass type) and lowest in Type 1(cylinder type), meaning that the pattern of Type 3 showed more rounded shape than that
of Type 1. This finding implied that round belt for body type having high drop-value should be shaped more curved.
Thirdly, difference ratios of outline length and area between 3D curves(body surface) and 2D plane(pattern) were 4.5%
and 1.3%, respectively. This result demonstrated and solidified the feasibility of designing digital garment pattern from
3D body sc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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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의 의복은 심미성을 위해 기능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

았으나 현대의 의복은 심미성과 함께 기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복잡한 산업구조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

한 직업과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인의 작업환경과 활동영역은

광범위하므로, 쾌적하고도 효율적인 기능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은 소재의 물성이나 인체의 구조와 운동가동역을 고려한

패턴설계,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스마트웨어 등의 특수

기능 장치의 부착으로까지 진화되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기

능성에만 치중하는 경우, 의복의 심미성이 저해 받는 경우가 종

종 생기므로, 특수 환경적응용 의복(extreme wear)이 아닌 일

상복의 경우에는 이들 두 가지 요인을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

는 의복설계 방법론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들 심미적,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하는 요인으로

는 인체요인을 들 수 있으며, 외관적으로 잘 맞으면서도 동작

시 불편함이 없는 쾌적성이 만족되어야한다. 그리고, 현대인의

의생활은 개별제작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집단화되어 몇

가지 사이즈로 제작되는 기성복(ready-to-wear) 위주로 영위되

므로, 인체 요인 분석 시에도 사이즈별 또는 체형별 분석이 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각 사이즈군 별 혹은 체형별 커

버율이 높은 기성복 생산을 위해서는 표적 집단의 신체적 특징

을 고려하는 원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조정미,

1992). 체형분류를 위해서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사후분석을 통

한 유형별 분류를 통해, 사이즈별로 대표 치수를 설정해서 사

이즈 규격을 설정하거나 특정치수를 결정하여 큰 치수에서 작

은 치수를 뺀 드롭치(drop value)로 체형을 분류하여 사이즈

규격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형설계방법에 관해서는 대부

분 피복 부위와 의복 아이템에 따라 상반신용 의복 원형, 하반

신용 의복 원형, 토르소원형, 원피스 원형 등으로 나뉘어 수행

되는 경향을 보이며, 칼라, 소매 등 부분적인 패턴 설계 방법

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접계측, 슬라이딩게이지법, 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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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통해 체표평면전개도를 구하고, 여기에 여유량을 설정

함으로써 원형을 설계, 검증하는 방법론 제안하여 왔다(문화여

자대학피복구성학연구실편,1985; 김혜경 外, 1998). 

최근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골반형 하의류, 즉 허리가 아닌

엉덩이 상부인 골반부에 걸쳐 입는 의류가 유행하면서 골반형

의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반형 의류는 밑위가 짧

기 때문에 허리가 짧아 보이고 엉덩이가 처져 보이지 않게 하

며 허리 부분이 아랫배를 눌러 체형이 보정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착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허리부분에서 인체와

밀착되어야 하므로, 체형과 심미적, 동작적합성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골반형벨트패턴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골반형 의

류는 착장 시에는 인체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착장되므로 인체

데이터에서 직접 패턴을 분리, 설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

고, 효율적이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복구성학 분야에도 컴퓨터의 도입과 디지털화 등

의 영향으로 3D Scanner나 CAD등의 장비가 도입, 적용되면

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체표평면전개도 작성 과정

이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Park &

Miyoshi, 2003; 정연희 외2인, 2005).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3차원 표면을 물리적으로 단순 도형형태로 재구성하여 평면에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3차원 파라메트릭 입체의 표

면에 원하는 디자인 라인을 설정하여 평면화 할 수 있는 방법

이 모색되고 있다(조영한 외,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Hip-hugger 하의류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그 착장위치인 골반의 형태를 유형화하

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며,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Hip-hugger 의류용 벨트 패턴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대구, 경상도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성인 여성 160명을 임의

표집(random sampling)하여 2007년 5월 28일부터 1달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그 중 데이터가 누락된 9명을 제외한 15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좀 더 과학적인 골반부위의 벨트패턴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별 대표치수에 가까운 각 1명을 선정하

여 3차원 스캔을 실시하였다.

2.2. 1차원적 측정

인체측정의 기준선, 기준점, 계측항목은 제5차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자료(산업자원부, 2005)와 선행 연구(박순지, 1998)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으며(Table 1), 높이 10항목, 두께 4항목,

둘레 4항목 너비3항목, 길이 3항목의 총24항목이다. 1차원적 측

정은 마틴식 인체계측기를 이용하였고 보조용구로는 고무줄과

기준점 표시 스티커 등이 사용되었다. 측정시 피험자는 신체를

압박하여 인체형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는 신축성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1차원적 측정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PC+(ver. 12.0)을

사용하여 각 계측항목에 대한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유형

별 평균치에 대해 분산분석(ANOVA), 사후분석(SNK method)를

실시하였다.
 

2.4. 3차원 측정

피험자의 3차원스캔은 Whole body scanner Model

WB4(Cyberware, USA)를 사용하여 1차원적 측정 자료를 분석

Table 1. 1차원적 측정항목

항목 NO. 세부항목 항목 NO. 세부항목

높이항목

1 앞 허 리 높 이
두께항목

13 장골 끝점 두께

2 옆 허 리 높 이 14 엉 덩 이 두 께

3 뒤 허 리 높 이

둘레항목

15 허 리 둘 레

4 배 높 이 16 배 둘 레

5 장골 끝점 높이 17 장골 끝점 둘레

6 장골 극점 높이 18 엉 덩 이 둘 레

7 배 꼽 높 이

너비항목

19 허 리 너 비

8 엉덩이골 높 이 20 배 너 비

9 엉 덩 이 높 이 21 엉 덩 이 너 비

10 샅 높 이

길이항목

22 엉 덩 이 길 이

두께항목
11 허 리 두 께 23 밑 위 길 이 

12 배 두 께 24 앞뒤 밑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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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평균

치를 동시에 포함하는 유형별 대표체형 각1명에 대해 실시하

였다. 피험자는 신체를 압박하여 인체형상을 왜곡하지 않으면

서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는 신축성 실험복을 착용하고 바른

자세로 실험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스캔 방법은 선행연구(朴淳

志, 200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2.5. 3차원 인체 데이터로부터 벨트 패턴 생성 및 계측

유형별 대표체형의 벨트패턴을 설계하고자 대표체형의 3차원

데이터를 CATIA P3, Rapidform 2006, Unigraphics NX4.0을

활용하여 파라메트릭 서피스(parametric surface)로 변환하고, 평

면 패턴화 한 후, 앞, 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직각의 보조선을

그어 라운드형 벨트의 휜 정도, 즉 올림 치수를 계측하였다. 3

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변환하였을 때 나타나는 외곽 곡면

의 길이와 면적의 차이비율은{|(3D surface outline length(or
area)-2D surface outline length(or area)|/3D surface outline

length(or area)}∗100의 식에 준하여 계산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골반부위의 유형화

Hip-hugger 의류용 벨트는 골반부에 걸쳐지므로, 이 부위의

형태요소에 따라 그 맞음새가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

는 체형분류방법인 드롭치(문화여자대학피복구성학연구실편,

1985; 이혜영, 1993)의 분포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드롭치(drop value)는 엉덩이둘레에서 허리둘레

를 뺀 치수이며, 드롭치에 따라 피험자 분포 1차원적 계측에 의

한 허리둘레-엉덩이 둘레간의 드롭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 셀당 Total 10명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드롭치는 22 cm

부터 27 cm까지에 105명(69.54%)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드롭치 17 cm에서 21 cm까지는 허리둘레와 엉

덩이둘레차가 작은 유형(유형 1), 드롭치 22 cm에서 27 cm까지

는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가 평균적인 유형(유형 2) 드

롭치 28 cm에서 36 cm까지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차가 큰

유형(유형 3)으로 분류한다. 유형별 치수 비교 분석결과를

Table 3~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2. 드롭치에 따른 피험자 분포                                                                                       (단위:명,(%))

 드롭치(cm)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Total

Total
2 2 4 6 9 13 18 11 17 23 23 8 7 5 1 1 1 151명

23명 (15.23%) 105명 (69.54%) 23명 (15.23%) 100%

Table 3. 유형별 드롭치 치수 비교 분석 결과                                                                         (단위:cm) 

 Group
Item 유형 1(23명) 유형 2(105명) 유형 3(23명) F값

허 리 둘 레 69.74 b 66.00 a 64.51 a 11.791 *

엉덩이 둘레 89.85 a 91.12 a 94.13 b 7.952 *

드 롭 치 20.10 a 25.21 b 29.63 c 203.383 *

*p≤0.001 수준에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계측치 간에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계측치 크기순서와
같다(a<b<c).

Table 4. 유형별 둘레항목 치수 비교 분석 결과                                                                     (단위:cm)

 Group
Item 유형 1(23명) 유형 2(105명) 유형 3(23명) F값

허 리 둘 레 69.74 b 66.00 a 64.51 a 11.791 *

배 둘 레 77.44 a 75.70 a 75.98 a 0.580

장골끝점둘레 81.74 a 81.94 a 82.25 a 0.068

엉덩이 둘레 89.85 a 91.12 a 94.13 b 7.952 *

*p≤0.001 수준에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계측치 간에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계측치 크기순서
와 같다(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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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의 경우는 유형1이 69.74 cm, 유형2가 66 cm, 유형

3이 64.46 cm의 값을 보이고 있었고, 엉덩이 둘레는 유형1이

89.85 cm, 유형2가 91.21 cm, 유형3이 94.10 cm의 값을 나타내

고 있었다. 드롭치는 유형1이 20.10 cm, 유형2가 25.22 cm, 유

형3이 29.64 cm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간의 드롭치를 살펴보면 유형 1은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밋밋한 체형이라 할 수 있고, 유형 2는

가장 많은 피험자가 분포하고 있는 그룹으로 허리둘레와 엉덩

이 둘레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체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 3

은 드롭치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

이가 많아 굴곡이 큰 형태의 체형이다. 엉덩이 둘레, 드롭치는

각 유형별로 차이가 높은 편 이었고, 허리둘레는 유형 2와 유

형 3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두 유형과 유형1과의 차이는

높은 편이었다(Table 3). 

둘레항목에 따른 유형별 치수 비교 분석 결과 허리둘레는

유형 1이 유형 2와 3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고, 엉

덩이 둘레는 유형 3이 유형 1과 2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

내고 있었다. 배둘레와 장골끝점 둘레는 세 유형간에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유형 1은 허리가 굵고 엉덩이가 작

은 밋밋한 체형, 유형 2는 평균적인 체형 유형 3은 엉덩이가

굵고 허리가 가늘어 굴곡이 큰 체형이라 할 수 있다(Table
4). 

길이 항목에 따른 유형별 치수 비교 분석 결과 엉덩이 길이

에서 유형 3이 높은 치수를 보이고 있고, 밑위길이와 앞뒤 밑

위길이도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치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형 3이 골반부의 길이가 가장 긴 집단이라 할

수 있다(Table 5). 

너비항목에 따른 유형별 치수 비교 분석 결과 허리너비는

유형 1이 가장 큰 치수를 보이고 있고, 엉덩이 너비는 유형

3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유형1은 허리가 넓고 엉덩이가 좁

은 밋밋한 체형이고, 유형 2는 평균적인 체형, 유형 3은 허리

가 좁고 엉덩이가 넓은 굴곡이 큰 체형이라 할 수 있다
(Table 6).

3.2. 유형별 대표체형의 3차원 측정 

3차원 측정을 하기 위한 유형별 대표체형을 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의 실제사이즈와 평균치가 표준

편차 ± 0.5 안에 포함되어 대표체형이 평균치와 아주 흡사한 체

형임을 보여준다(Table 7). 

3가지유형의 대표체형의 3D인체 데이터를 CATIA P3,

NX4.0, Rapidform 2006 3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2D패턴화

시킨 과정을 Fig. 1에 제시하였다. 벨트라인의 위치는 최근의

hip-hugger 기성의류들의 사이즈를 반영하여 허리선에서 앞중

심에서 10 cm, 뒤중심에서 8 cm, 옆선에서 9 cm 내려온 지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선에서 벨트너비는 4 cm로 결정하여 평면

패턴화 시켰다. 먼저 CATIA P3에서 3D스캔한 점군데이터를

불러들여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삭제시킨 후, 불규칙한 점군 데

이터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filtering 하여 걸러낸 다음 1차적

으로 면을 생성시켰다. 생성한 면을 실제 인체와 가까우면서 좀

더 완만한 곡을 얻어내기 위해 생성시킨 면과 기준이 되는 평

면에서부터 단면을 지나는 볼록한된 커브를 생성하였다. 완성

된 면을 rapidform 2006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파라메

트릭 서피스(parametric surface)로 변환하였다. 서피스상에 잘

라낼 기준점을 생성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는 커브를 이용하여

Table 5. 유형별 길이항목 치수 비교 분석 결과                                                                            (단위:cm)

 Group
Item 유형 1(23명) 유형 2(105명) 유형 3(23명) F값

엉덩이 길이 21.32 a 21.54 a 22.92 b 5.170 *

밑 위 길 이 29.54 a 28.91 a 30.29 a 0.160

앞뒤밑위길이 72.34 a 71.63 a 72.81 a 0.168

*p≤0.01 수준에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계측치 간에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계측치 크기순서와
같다(a<b<c).

Table 6. 유형별 너비항목 치수 비교 분석 결과                                                                            (단위:cm)

 Group
Item 유형 1(23명) 유형 2(105명) 유형 3(23명) F값

허 리 너 비 22.86 a 22.70 a 22.57 a 0.143

배 너 비 27.66 a 28.00 a 27.74 a 0.246

엉덩이 너비 31.84 a 32.57 a 33.75 b 6.902 *

*p≤0.001 수준에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계측치 간에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계측치 크기순서
와 같다(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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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차원 곡면의 2차원 평면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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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유형별 Hip-hugger 패턴 평면화 결과 (1/5축도)

Table 7. 유형별 대표체형 인체 치수 및 3차원 스캔 데이터                                                                (단위: cm)

항   목 실 제 사이즈 평 균 표준편차/2 3차원 스캔데이터

S1

(유형1)

허리둘레 68.5 69.7 5.7

엉덩이둘레 90.6 89.9 5.3

S2

(유형2)

허리둘레 65.3 66.0 3.6

엉덩이둘레 91.6 91.1 3.6

S3

(유형3)

허리둘레 65.6 64.5 2.8

엉덩이둘레 94.8 94.1 3.2

 

 

 

  
Table 8. 유형별 hip-hugger형 벨트의 올림치수          (단위:cm)

Group
Part

Group 1 Group 2 Group 3

Front 0.7 1.5 2.0

Back 2.6 3.4 3.6

Table 9.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환시 외곽 곡면의 길이와 면적차이
비율                                                 (단위:%)

Difference ratio (%) Out Line Area

S1 3.5702 0.5059

S2 0.1069 0.3716

S3 0.9026 0.4522

Mean 1.5266 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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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형상으로 서피스를 잘라내기 위해 앞서 결정한 벨트라

인과 벨트너비만큼 잘라 평면 패턴화 하였다.

3.3. 평면패턴의 결과

3가지 유형에 대한 hip-hugger형 벨트패턴을 평면화 시켜본

결과(Fig. 2), 전체적으로 앞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앞보다 뒤가 더 굴곡이 심해 휘어지는 정도가 더 컸다. 이것은

최근 20대 여성들의 체형이 배의 굴곡보다 엉덩이 굴곡이 더

크므로 뒤판 패턴의 휘어짐도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앞, 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직각의 보조선을 그어 hip-hugger

형 벨트의 휜 정도, 즉 올림 치수를 계측한 결과(Table 8), 유

형 1의 경우 앞 0.7 cm, 뒤 2.6 cm로 앞 뒤 모두 휘어진 정도

가 가장 낮았고, 유형 2는 앞 1.5 cm, 뒤 3.4 cm이며, 유형3이

앞 2.0 cm, 뒤 3.6로 가장 경사진 각도의 형태로서 드롭치가

커 굴곡이 심한 형태의 체형일수록 벨트의 형태가 더 많이 휘

어져 제도 시 올림치수가 큼을 알 수 있다.

Table 9는 3D곡면에서 평면패턴으로 변환 하였을 때, 나타

나는 외곽 곡면의 길이와 면적의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NX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3차원 패턴과 2차원패

턴의 길이와 면적을 구하고, {|(3D surface outline length(or
area)-2D surface outline length(or area)|/3D surface outline

length(or area)}∗100의 식을 이용해 그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곽곡선의 차이비율은 1.53%, 면적의 차이비율은

0.44%로 3차원 곡면의 평면화 시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골반부 형태를 유형화

하고,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형에 따른 골반형 의류

용 라운드 벨트 패턴 개발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인 드롭치의 분포에 따라 체

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1차원적 계측에 의한 허리둘레-엉덩

이 둘레간의 드롭치의 분포를 교차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각

셀당 10명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드롭치 구간은 22 cm부터

27 cm까지로 이 구간을 평균 유형(유형2, 69.54%) 으로 하

여, 그 이하 구간인 드롭치 17 cm에서 21 cm까지는 허리둘

레와 엉덩이둘레차가 작은 밋밋한 유형(유형1, 15.23%), 그

이상인 구간인 드롭치 28 cm에서 36 cm까지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차가 커서 굴곡이 큰 유형(유형3, 15.23%)으로 분

류하였다. 

엉덩이 둘레, 드롭치는 각 유형별로 차이가 높은 편 이었고,

허리둘레는 유형 2와 유형 3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두 유

형과 유형 1과의 차이는 높은 편이었다. 골반부의 전체적인 체

형분석결과 유형 1은 허리가 크고 엉덩이가 작은 밋밋한 체형

이고, 유형 2는 허리와 엉덩이가 모두 평균치수인 유형이며, 유

형 3은 허리가 작고 엉덩이가 커 굴곡이 큰 체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드롭치에 의해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로 드롭치에 의한 분석이 체형분류에 적합한 방법임을 나타내

고 있다. 

세 가지 각 유형의 대표 체형의 3D인체 데이터로부터 라

운드벨트 패턴을 평면화시켜 올림 치수를 계측한 결과, 모든

체형에서 앞면보다 뒷면에서 그 수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앞

면보다 뒷면이 굴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20대 여성들의 체형이 배의 굴곡보다 엉덩이 굴곡이 더 큰

데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올림 치수를 골반부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유형1의 경우 앞 0.7 cm, 뒤 2.6 cm로 앞 뒤

모두 곡률이 가장 적었고, 유형 2는 앞 1.5 cm, 뒤 3.4 cm

이며, 유형 3은 앞 2.0 cm, 뒤 3.6 cm로 허리와 엉덩둘레

차이가 가장 큰 유형 3의 라운드 벨트가 가장 곡률이 큰 형

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드롭치가 커 굴곡이 심한 체형일수록

이에 대응하는 라운드 벨트의 형태는 곡률이 커서 제도시 올

림치수가 크게 설정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3차원 곡면에

서 평면패턴으로 변환시 나타나는 외곽 곡면의 길이와 면적

의 차이비율을 계산한 결과, 외곽곡선의 차이비율은 1.53%,

면적의 차이비율은 0.44%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

서 시도한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곡면의

2차원 평면화 방법이 패턴 설계시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올림치수의 산정 등 체

형별 라운드 벨트 설계 요소 추출에 관한 연구, 패턴 설계방

법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밀착형 의류용

패턴 설계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 수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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