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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method reproducing three dimensional figure data to a recon-
structed body by the styrofoam board. To make the reconstructed body, the 3D figure data were rotated to make sym-
metry and the surfaces were edited. The horizontal curves were gathered equally-spaced based on the waist horizontal
plane. we proposed the process to cut the styrofoam board according to the horizontal curves, to assemble them to orga-
nize the shape of the body figure and to coat the surface with the knitted. The 3-dimensional figure data of straight type,
swayback type, lean-back type and bend-forward type were selected and the reconstructed bodies were made as above.
And the compatibility was verified by the measurement comparison and deviations between 3-dimensional figure data and
reconstruct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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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각 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체측정방법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인체의

전신 측정이 가능한 비접촉식 3차원 스캐너의 개발현황을 보

면 일본에서는 1983년에서 1987년 사이에 중소사업단의 [인간

공학응용 인체계측 해석 이용시스템 기술 개발에서 행한 인체

측정 및 해석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구를 시작하

여 1987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NEC에서 전신 측정기를 개발한

바 있고(三吉滿智子. 2002) 미국에서는 전투기 조종사복 및 헬

멧제작을 위하여 미공군에서 의뢰받아 1995년 초에 Cyberware

사에서 개발한 바 있다. 이후 여러 분야에서 인체의 3차원적

형상 정보를 스캔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인체의 3차

원 이미지는 여러 가지 컴퓨터 산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류학

분야에 있어서는 인체의 자동 측정(한현숙, 2007), 의복 패턴

개발(Choi et al, 2007), 착의평가(Lee et al, 2007)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3차원 형상 정보는 컴퓨터 상에 존재하여 실제 의복

의 착의평가에 사용되기에는 곤란하여 3차원 스캔 데이터에 의

한 가상 착의 방법에 의하여 맞음새를 평가하는 연구(Lee et

al, 2007)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 착의에 의한 맞음새

평가는 의복 소재의 물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못하고 있어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여 착의상

태를 스캔하여 의복과 인체 사이의 공극량을 측정하는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의복 제작용 바디를 착의기체로 사

용하고 있다. 실제 인체가 아닌, 의복 제작용 바디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캔 과정에서 인체의 호흡과 대사에 의한 미세한 움직

임에 의하여 스캔 데이터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복 제작용 바디에 의한 착의 평가는 바디가 인체의

형태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고(전은경, 1992) 해외 제품

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특정 연령대의 대표체형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산업자원부, 2005) 개인 체형에 대한 맞음새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 상의 3차원 인체 형상을 실제화

하여 개인의 체형을 반영한 바디를 개발함으로써 정확한 맞음

새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3차원 인체 형상을 실제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FDM

Titan 시스템을 이용하여 ABS를 0.25 mm 간격으로 쌓는 쾌속

3차원 조형기술(Rapid Prototyping, RP)이 있다. 이 방법은 기

존의 흙 작업부터 시작하여 완전 수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져 문

제가 되었던 좌우 비대칭성과 제작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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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 2005) RP에 의한 바디 제작은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

어 개인별 인대를 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석고법으

로 인체 형상을 복원하여 폴리우레탄 폼으로 속을 채움으로써

입체재단용 바디를 개발하는 방법(심규남, 오지영, 1999)은 바

디가 실제 인체보다 크게 제작되며 석고체를 인체에서 분리하

여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형태가 이그러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인체의 형상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작업이 용이한 제작 방

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3차원 스캔 데이

터를 이용하여 인체의 부위별 수평단면도를 채취하고 이를 조

합하여 개인 체형을 정확히 반영한 재현바디의 제작 방법을 개

발하여 맞음새 평가를 위한 연구용 인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2.1. 연구대상

재현바디 제작을 위한 인체 형상은 상반신 측면 형태에 따른

4개 유형별 형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4 사이즈코리아 성인 여성 형상 데이터

에서 추출하여. 25~34세 성인 여성 중에서 篠崎(1995)의 비만

도 기준에 따라 BMI 18~22.9의 보통에 해당하는 3차원 형상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측면형태의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측면 유형의 분류는 남윤자(1991)의 시각적 판단에

의한 방법에 기초하였으며 5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측면

형태를 바른체형, 휜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으로 각각 분류하

여 4개 유형 각각 1인의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형상 데이터의 주요 치수는 Table 1과 같다.

2.2. 재현바디 재료

재현바디는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인체의 수평단면을 조합하

여 제작하였으며 표면을 편성물로 도포하였다. 스티로폼은 두

께 10 mm 규격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

여 20장의 스티로폼 보드 두께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

9.2 mm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체 형상의 수평단면 역시

9.2 mm 간격으로 생성하였다.

스티로폼 보드의 재단에는 HCM-2S 열선커터기를 사용하였

다. HCM-2S 커터기는 0.18 mm의 열선으로 정밀 절단이 가능

하여 인체 수평단면에 따른 다양한 곡선의 스티로폼 보드를 정

확하게 재단하였다(Table 2).

스티로폼 보드로 조합된 재현바디는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할

경우, 수직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특성에 의하여 수평단면의 요

철 부분의 데이터가 손실되므로 표면을 편성물로 도포하였다.

재현바디 표면을 도포한 편성물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3과 같

다. 수평단면 생성에는 Rapid Form2006 (INUS Technology,

Inc, Korea)이 사용되었다.

2.3. 재현바디 제작과정

재현바디는 컴퓨터 내에 점구름(point cloud) 형태로 존재하

는 3차원 인체 형상을 실제 상태로 재생한 바디이다. 이러한 3

차원 인체 형상을 실제로 재현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보드를 이

용하여 수평단면을 생성하고 이를 조합하여 전체 형태를 구성

하고자 하였다. 3차원 인체 형상을 재현바디로 제작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스캔 데이터 회전

(2) 스캔 데이터 표면 정리

(3) 재현바디 형상 완성

(4) 수평단면 커브 생성

(5) 수평단면에 기준축 삽입을 위한 홀 생성

(6) 스티로폼 재단

(7) 재현바디 표면정리

2.4. 재현바디 적합성 평가

재현바디와 3차원 인체 형상의 부위별 측정치와 형상 데이

터를 비교하여 재현바디의 적합성 검증하였다. 적합성 검증을

위한 측정치 비교 항목은 둘레 7항목, 길이 9항목, 너비 8항

목, 두께 6항목으로 Table 4와 같다. 형상 데이터 비교를 위

해서는 Rapid Form2006 (INUS Technology, Inc, Korea)을

이용하여 재현바디와 원본 3차원 형상 사이의 편차(deviation)

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재현바디 제작과정

재현바디는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컴퓨터상의 3차원 인체 형

Table 1. 형상 데이터 주요 치수                      (단위: mm)

바른체형 휜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

연령 26 27 26 26

키 1600 1642 1522 1707

젖가슴둘레 823 810 818 813

허리둘레 641 680 638 660

엉덩이둘레 930 899 942 933

Table 2. 열선커터 사양

크기 700×335×375 mm

열선의 높이 210 mm

열선의 각도조절 전후45o, 좌45o, 우20o

니크롬선의 규격 0.18 mm

Table 3.  재현바디 표면 소재의 물리적 특성

조직 섬유조성 (%)
무게

(g/m2)
밀도

(코/5.0 cm)

28수 싱글
환편니트

폴리에스터 75D 94%
폴리우레탄 20D 6%

1.6 g/m2 웨일 106
코오스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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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실제 상태로 재현한 바디이다. 재현바디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7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3.1.1. 스캔 데이터 회전

스캔 데이터의 회전은 재현 바디를 좌우대칭의 형태로 제작

하는 과정에서 사이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3차

원 스캔 데이터를 정중단면에 의하여 인체의 주요 측정항목이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회전시킨다. 정중단면의 판단 기준은 목

앞점, 목뒤점, 배꼽점에 의하여 만들어진 평면으로 이 평면이

정중단면과 일치하도록 형상을 회전하여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가 좌우대칭이 되도록 하였다(Fig. 1). 목앞점, 목뒤점, 배꼽점

평면을 기준으로 이등분된 인체의 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및

가슴너비 항목의 값이 ISO의 의복용 오차허용범위를 넘지 않

는 범위에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1.2. 스캔 데이터 표면 정리

3차원 스캔 데이터의 스캔 화질에 따라 체표면에 요철이 발

생하므로 원본의 형상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포인

트 수를 줄이고(decimate) 포인트를 균일하게 정렬(remesh)하는

과정을 거쳐서 체표면을 매끈한 곡면으로 편집하였다(Fig. 1).

원본형상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두 형상간의 차이를 0.01% 이

내로 통제하였다. 재현바디 생성을 위한 인체 형상 데이터는 인

체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므로 형상의 표면 정리도 인체 오른

쪽을 대상으로 하였다.

3.1.3. 재현바디 형상 완성

체표면의 요철을 편집한 인체 형상의 진동둘레를 기준으로

팔부위를 제거하고 정중단면을 기준으로 형상의 오른쪽 상반신

을 반전(mirror)시켜 좌우대칭인 상반신 형상을 생성하였다

(Fig. 2). 본 연구에서는 어깨가쪽점, 겨드랑앞접힘점, 겨드랑뒤접

힘점을 지나는 평면(최영림 외, 2006)으로 체표면에 생성한 커

브를 진동둘레로 설정하여 팔부위 형상정보를 제거하는 기준으

로 삼았다.

3.1.4. 수평단면 커브 생성

스티로폼 두께(9.2 mm)를 측정하여 상반신 형상에 허리둘레

수평단면을 기준으로 스티로폼 두께의 높이에 해당하는 간격

으로 인체의 수평 커브를 생성하였다(Fig. 3). 커브 생성에는

Rapid Form2006을 사용하였고 커브를 dxf 형식으로 저장하였

다.

3.1.5. 수평단면에 기준축 삽입을 위한 홀 생성

Table 4. 측정치 비교 항목

둘레 항목 길이 항목 너비 항목 두께 항목

목둘레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앞중심길이

목옆젖꼭지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엉덩이옆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목밑너비

어깨너비

가슴너비

젖가슴너비

젖가슴아래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

가슴두께

젖가슴두께

젖가슴아래두께

허리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께

      형상데이터 회전 기준  형상데이터 Vertex
포인트 수 줄이기  

(decimate)    
    표면 데이터 정렬
         (remesh)

 

Fig. 1. 스캔데이터 회전과 표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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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f 형식으로 저장된 수평단면 커브에 중심축을 생성하여 재

현바디 조합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재현바디의 중심에 삽

입할 플라스틱 기둥의 단면과 같은 홀을 생성하였다. 커브의 기

준축 생성에는 Auto CAD 2005를 사용하였다(Fig. 4).

3.1.6. 스티로폼 재단

수평단면 커브를 플로팅하여 스티로폼을 재단하였다. 수평단

면 내에 기준축의 형태로 홀을 생성하여 스티로폼 단면을 조합

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기둥을 삽입함으로써 형상 정확도를

유지하였다. 스티로폼 재단에는 HCM-2S 열선커터기를 사용하

였다.

3.1.7. 재현바디 표면정리

스티로폼을 수평단면 형태로 재단하여 조합하였으므로 스티

로폼의 두께에 의하여 계단현상이 생겼다(Fig. 5). 이러한 계단

은 형상 정확도에 저해됨은 물론,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는 과

정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에 의하여 수평 데이터가 손

실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정이 요구되었다. 스티로폼으로 조합

  원본 형상과 표면 정리 형상 겹침      표면이 정리된 상태 좌우대칭 (mirror)         팔부위 제거

 

Fig. 2. 재현바디 형상 완성

              재현바디 형상 수평단면 커브 생성 과정 수평단면 커브 분리(AutoCAD)

 

Fig. 3. 수평단면 커브 생성

                    기준축 삽입 홀 생성                                스티로품 재단

 

Fig. 4. 기준축 생성 및 스티로폼 재단



스티로폼 보드를 이용한 연구용 재현바디 제작 방법 연구 717

한 바디를 탄성이 강한 편성물로 도포하여 스티로폼 두께에 의

한 표면의 요철을 완만하게 정리하였다(Fig. 6). 

3.2. 재현바디 적합성 평가

3.2.1. 측정치 비교

스티로폼 보드로 재현된 재현바디와 원본 3차원 형상 간의

치수차이를 Table 5와 같이 비교하였다. 둘레 항목으로는 목둘

레,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를 길이 항목으로는 앞중심길이, 목옆젖꼭지길이, 목

옆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

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엉덩이옆길이, 젖꼭지사이길수평길

이를 너비 항목으로는 목밑너비, 어깨너비, 가슴너비, 젖가슴너

비, 젖가슴아래너비, 허리너비, 엉덩이너비를 두께 항목으로는

가슴두께, 젖가슴두께, 젖가슴아래두께, 허리두께, 배두께, 엉덩

이두께를 비교하였다. 또한 3차원 형상과 재현바디의 부위별

측정치의 차이를 구하여 이를 원본 3차원 형상의 측정치로 나

누어 비를 구한 오차율을 Fig. 7~10에 나타내었다. 오차율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오차율(%) = (재현바디 측정치 - 3차원 형상 측정치)/

3차원 형상 측정치×100

둘레 항목에서는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

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항목에서 10 mm 이하의 차이를 나

타내었다. 목둘레에서는 13~22 mm의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어

목부위의 형상이 정확히 재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항목에 있어서는 앞중심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

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엉덩이옆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

이 항목은 4 mm 이하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목

옆젖꼭지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항목에서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허리위치에서부터 수평단면을 등간

격으로 생성하여 목옆점의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너비 항

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7 mm 이하의 차이를 보여

원본 형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목밑너비의 오차율이 상

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두께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 있어 3

차원 형상과 재현바디의 차이가 4 mm 이하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3차원 형상과 재현바디의 측정치 차이가 보였

다. 이는 재현바디의 제작과정에서 허리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스티로폼 보드의 두께에 해당하는 동일한 간격의 수평단면을 생

성하여 목옆점, 겨드랑점, 젖가슴점, 젖가슴아래점, 배돌출점, 엉

덩이점 등과 같은 측정부위들의 수평단면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스티로폼 보드의 두께에 의한 형상의 오차는 재

현바디의 표면을 편성물로 도포함으로써 표면을 스무징

(smoothing)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측정항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나 목둘레, 목옆젖꼭지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

이, 등길이, 목밑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7~10 mm의 적

은 차이를 보여 형태의 재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과 관련된 목둘레, 목옆젖꼭지길이, 목옆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목밑너비 항목에서는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깨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위의 사이즈 변화가 급격하여

9.2 mm의 스티로폼 두께에 의하여 형상 특징이 정확히 반영되

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스티로품 재현 바디              재현바디 표면정리

Fig. 5. 커브 출력 및 스티로폼 재단

Fig. 6. 바른체형, 휜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 재현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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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3차원 형상과 재현바디의 부위별 측정치 차이                                                                    (단위: mm)

측정항목

바른체형 휜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

3차원
형상

재현

바디

치수

차이

3차원
형상

재현

바디

치수

차이

3차원
형상

재현

바디

치수

차이

3차원
형상

재현

바디

치수

차이

둘레

항목

목둘레 288 301 13 330 345 15 293 315 22 324 344 20

가슴둘레 867 860 -7 853 854 1 865 867 2 839 833 -6

젖가슴둘레 823 830 7 810 812 2 818 825 7 813 810 -3

젖가슴아래둘레 688 695 7 718 720 2 695 697 2 705 713 8

허리둘레 641 640 -1 680 681 1 638 630 -8 660 658 -2

배둘레 830 839 9 787 785 -2 808 799 -9 838 845 7

엉덩이둘레 930 939 9 899 897 -2 942 939 -3 933 943 10

길이

항목

앞중심길이 320 322 2 319 320 1 336 334 -2 330 331 1

목옆젖꼭지길이 261 272 11 258 269 11 267 279 12 238 247 9

목옆허리둘레선길이 390 399 9 383 390 7 401 410 9 412 420 8

등길이 347 352 5 378 383 5 355 364 9 390 397 7

어깨가쪽사이길이 373 374 1 378 376 -2 388 385 -3 430 432 2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67 369 2 311 315 4 330 326 -4 346 344 -2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45 347 2 365 369 4 357 355 -2 382 378 -4

엉덩이옆길이 235 235 0 232 233 1 222 224 2 222 221 -1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38 138 0 140 139 -1 141 142 1 150 152 2

너비

항목

목밑너비 118 125 7 115 123 8 109 116 7 122 131 9

어깨너비 347 342 -5 324 323 -1 330 325 -5 377 367 -10

가슴너비 308 304 -4 308 303 -5 312 315 3 317 316 -1

젖가슴너비 266 272 6 269 276 7 271 274 3 289 287 -2

젖가슴아래너비 247 250 3 260 262 2 250 252 2 259 259 0

허리너비 233 230 -3 244 246 2 236 234 -2 244 242 -2

배너비 321 325 4 281 280 -1 307 305 -2 317 317 0

엉덩이너비 352 357 5 333 329 -4 350 352 2 351 352 1

두께

항목

가슴두께 213 212 -1 196 197 1 205 206 1 182 184 2

젖가슴두께 220 224 4 208 210 2 215 217 2 198 200 2

젖가슴아래두께 187 187 0 190 192 2 186 189 3 174 177 3

허리두께 171 173 2 183 185 2 167 168 1 169 171 2

배두께 203 207 4 206 203 -3 192 191 -1 205 209 4

엉덩이두께 205 209 4 210 214 4 205 203 -2 203 204 1

Fig. 7. 둘레 항목 측정치 오차율(%) Fig. 8. 길이 항목 측정치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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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형상 데이터 비교

재현바디를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여 얻은 형상 데이터를 원

본 형상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재현바디 스캔 데이

터와 원본 3차원 형상을 중첩시켜 형상 간의 편차(deviation)을

이용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형상간의 편차 분석에는 Rapid

Form 2006이 사용되었다. Fig. 11과 같이 편차의 대소를 색상

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푸른색은 재현바디가 원본 형상보다 들

어간 부위로 음(-)의 편차 분포를 나타내며 붉은색은 재현바디

가 원본형상보다 나온 부위로 양(+)의 편차 분포를 나타낸다.

편차의 분포는 최소값(minimum range)을 푸른색, 최대값

(maxmum range)을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범위에 따른 분포를

색상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나타내었다. 부위별 차이는 있

으나 바른체형의 재현바디가 원본 형상보다 큰 부위의 최대값

은 13.21, 최소값은 -4.80, 평균은 0.60으로 나타났으나 색상

그라데이션의 분포에 따르면 재현바디가 대체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재현바디와 원본 형상의 이러한 차이는 스

티로폼의 두께와 표면을 도포한 편성물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

었다. Fig. 11과 같이 스티로폼의 두께에 의하여 표면에 요철

이 발생하여 스티로폼에 의하여 들어간 부분이 원본 형상보다

음(-)의 편차를 나타낸 결과로 재현바디가 전반적으로 작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티로폼 수평단면을 사용하여 재현

바디를 구성함으로써 수평면의 데이터가 3차원 스캐너에서 소

실될 가능성이 크므로 편성물로 도포하였으나 젖가슴아래와 등

중심 부위와 같은 형상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간략화

(smoothing)되면서 원본 형상보다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편

차 분포를 살펴보면 젖가슴사이, 젖가슴아래, 빗장뼈위, 등중심

부위와 같이 인체 형상의 오목한 부위에 양(+)의 편차가 집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현바디와 원본형상 비

교에 있어서 전체적인 편차 분포는 재현바디가 작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젖가슴 아래와 등중심 같은 부위에 양(+)의 편차가

커서 평균에 있어서는 재현바디가 크게 나타났다. 휜체형, 젖힌

체형, 숙인체형 재현바디와 원본형상 비교에 있어서도 바른체

형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인 편차 분포는 재현바디

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젖가슴 아래와 등중심 같은 부위에

Fig. 9. 너비 항목 측정치 오차율(%)

Fig. 10. 두께 항목 측정치 오차율(%)

Table 6. 재현바디와 원본형상간의 편차               (단위: mm)

편차

측면 유형
평균 최소값 최대값

바른체형 0.603 -4.789 13.208

휜체형 0.857 -5.237 12.463

젖힌체형 0.648 -4.750 10.246

숙인체형 0.703 -5.114 10.015

Fig. 11. 재현바디와 원본형상간의 편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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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편차가 커서 평균에 있어서는 재현바디가 크게 나타났

다. 휜체형 재현바디는 평균 0.86, 젖힌체형 재현바디는 평균

0.65, 숙인체형 재현바디는 평균 0.70의 형상 차이를 나타내어

바른체형 재현바디와 같이 재현바디가 원본형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재현바디가 원본형상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

나 편차의 범위가 대부분 -3mm에서 +3mm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재현바디의 형상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실물로 재현하는 방법

으로 스티로폼 보드에 의한 재현바디를 제안하였다. 재현바디

제작을 위하여 3차원 스캔 데이터가 좌우대칭이 되도록 회전

시키고 표면을 정리하여 허리둘레의 수평단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등간격의 수평단면을 채취하였다. 수평단면의 커브에 따

라 스티로폼 보드를 재단하고 이를 조합하여 인체의 형상을 구

성하고 편성물로 표면을 도포하는 과정으로 제안하였다. 바른

체형, 휜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의 4개 측면 유형별 3차원 형

상 데이터를 선택하여 재현바디를 제작하였고 3차원 형상과 재

현바디의 측정치 비교와 형상 데이터 비교에 의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측정치 비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원본 3차원 형

상과 재현바디가 10 mm 이내의 차이를 나타내어 대표 부위의

측정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목둘레, 목옆젖꼭지길이, 목옆허

리둘레선길이, 등길이, 목밑너비 항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스티로폼의 두께에 해당하는 간격으로 인체 형

상의 수평단면을 채취하여 수평단면이 주요 특징점들을 정확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차이이다. 특히 어깨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높이 변화에 따라 사이즈와 형태 변화가 급격한 부위이

므로 더 얇은 스티로폼 보드를 사용하는 등의 개선책이 요구되

었다. 형상 데이터의 편차 분석에 의한 재현바디와 원본 형상

간의 차이 비교에서는 재현바디가 원본 형상과 차이를 나타내

고 있으나 편차의 범위가 대부분 -3 mm에서 +3 mm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재현바디의 형상 재현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인체 형상의 오목한 부위에 양(+)의 편차가 집중되어 있

으나 의복의 착용시 인체의 오목한 부위는 재현바디와 같이 간

략화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맞음새 평가를

위한 재현바디의 적합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티로폼 보드를 이용한 3차원

인체형상의 재현바디 제작 방법은 인체의 3차원 형상의 치수

와 형태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실제 인체가 유발할 수 있는

호흡과 자세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방지하여 의복 맞음새 평가

를 위한 연구용 인대로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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