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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둘레선의 최적 프레임 생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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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highly reproducible, optimal frame design algorithm using variations in the cur-
vature of armscye circumference, which will provide the basics for remodeling the 3D human body shape with the concept
of reverse design used to develop total contents for the apparel industry. 
1.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proved that ratio value was significantly efficient than absolute value of curvature variation
to extract feature points in the armscye circumference 
2. For the shoulder(1st and 2nd quadrant) and front armhole(3rd quadrant) parts of the armscye circumference, frame remod-
eling with the positive point of inflection led to the completion of a highly reproducible frame.
3. Similarly, even for the rear armhole part(4th quadrant) in the armscye circumference, it was found that frame remodeling
using the positive maximum point of inflection resulted in highly reproducible body shape with the maximum point of inflec-
tion situated within the range of split angles 305

o

~330
o

, while frame remodeling using simultaneously the two largest points
of inflection including maximum point of inflection led to highly reproducible body shape with the maximum point of inflec-
tion out of the range 305

o

~330
o

. 
4. Based upon the optimal frame design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section-specific feature points in the armscye cir-
cumference were extracted depending on the rate of curvature variation and remodeling with spline curves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a remarkably high reproducibility(98.6%) and suggest that the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is suitable for
human body modeling. 

Key words: Human body remodeling, Optimal frame design, Curvature variation, 3D human body scanner, Armscye cir-
cumference

1. 서  론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옷을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패

션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었다. 3차원 인체 측정시스템과 가

상현실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사

이버 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옷을 손쉽게 입어보고, 원하는 옷

을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패션 상품의 경우 소

비자의 다양한 체형 특성으로 인해 직접 입어보고 구입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의류 구입 시 의류제품 선택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

체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박창규, 김성민, 2008; 서용한, 오희

선, 2006; 천종숙, 최현영, 2003).

이처럼 고객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체모델 구

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인체의 형상을 기

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을 시도해 왔

다. 3차원 스캔 데이터는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러한 점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곡면을 재구성하여 인체모델을 생

성하기 위해서, cross section model(Toyoda, 1998; Youngsook

et al., 2005), wire frame model(남윤자 외, 2006), triangle

polygon model (Tomoe & Haruki 2003; Toyoda, 1998), nubs

model(조준우, 2003), morphing model(박선미 외, 2007)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인체는 무수히 많은 자유곡면이 복합적으로 합해져

서 구성된 복합복면으로 각 개인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므로,

인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여 각 개인의 체형 특성을 재현하

는 것은 어떠한 산업 제품 설계보다 어렵다. 또한 각 산업 제

품군별로 요구하는 인체모델이 다르므로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3차원 인체 스캐너는 레이저를 수평으로 발사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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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캐너가 닿지 않는 샅부위나 겨드랑부위에서 미측정 부위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형상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측정 부위에 대한 형태적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김민효,

2000; 김소영, 홍경희, 2009; Marijn, 2003). 특히 몸통과 팔의

연결부위인 겨드랑 부위는 인체 동작 중 활동범위가 가장 넓고

상반신 의복의 맞음새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이다. 또한 위팔

뼈에 의해 형성되는 곡면의 특징은 암홀의 형태와 소매산 곡선

의 기울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복구성학적 측면에서

볼 때 겨드랑 부위에 관한 3차원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김순분,

1996; 나가자와 스스무, 1996/1999; 이정란, 임원자, 1996; 허미

옥 외, 2000). 

향후 가상현실을 통한 개별 맞춤화 시대를 대비하고, 3차원

측정과 CAD 시스템에 의한 자동패턴 제작방법의 일반화를 예

상해 볼 때, 고객의 스캔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브를 추출하고,

추출된 커브를 표준화한 후에 기하학적 모델로 변환하여 체형

의 차이와 관계없이 개인의 인체 형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

현 할 수 있는 인체의 리모델링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 스캔시 미측정 부위가 발

생하고 의복의 맞음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겨드랑둘레선을

중심으로 최적 프레임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서 미측정

부위에 대한 형태적 보완방법을 제시하고 인체 스캔 데이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리모델링 기술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3차원 형상 측정 방법

2.1.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6~18세의 여

자고등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인체의 크기에 따른 체형적 차

이를 최소화하고 형태적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키, 젖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여 중심사이즈에 속하는

15명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인체측정치는

키 1630 mm, 젖가슴둘레 837 mm, 허리둘레 678 mm, 엉덩이

둘레 926 mm로 성인여성 의류업체의 중심사이즈인 키

1650 mm, 젖가슴둘레 850 mm, 엉덩이둘레 910 mm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1). 또한 평균 겨드랑둘레는

356 mm, 표준편차는 10.66 mm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

상의 겨드랑부위는 위팔부위보다 개인차가 적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1.2. 3차원 인체 형상 측정 방법

3차원 인체측정은 i-Fashion 의류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

는 HAMAMATSU사의 Body Line Scanner를 사용하였으며

장비의 기본사양은 Table 2와 같다.

겨드랑부위의 정확한 인체 형상을 얻기 위해 피험자는 인체

에 밀착되어 들뜨는 부분이 없으면서도 인체 실루엣을 왜곡 없

이 그대로 나타내는 측정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스캔 전 피험

자의 몸에 미리 랜드마크를 부착하여 스캔을 실시하였으며, 측

정 자세는 겨드랑아래부위의 미측정 부위가 최소화 되면서 실

루엣의 변화가 거의 없도록 팔을 옆으로 20
o
 벌린 자세로 스캔

을 실시하였다. 중간 호흡상태에서 보조손잡이에 손을 걸쳐 스

캔하는 동안 인체 근육의 변화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였다. 

2.2. 겨드랑둘레선 추출 및 분할선 측정

겨드랑둘레선의 형태는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인

체의 다른 수평 단면에 비해 체형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일정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겨드랑 상부는 지방층이 적고, 위팔머리뼈와 삼각근이 위치

하고 있어, 딱딱하고 고정적인 반면, 하부는 지방층이 많아 부

드럽고 가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겨드랑 상부의 앞

쪽은 위팔머리뼈의 영향으로 뒤쪽에 비해 곡률의 변화가 심한

커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부위별로 다른 겨드랑 둘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설계 프로그램인 Rapidform

(2006)을 이용하여 어깨가쪽점·겨드랑뒤접힘점의 3점을 지나

는 평면을 생성하여 겨드랑둘레선을 추출하였다(Fig. 1의 (a)).

또한 추출 된 겨드랑둘레선에서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아래점을

연결하여 수직으로 세운 뒤, 수직선의 이등분점을 중점으로 설

정하고, 겨드랑둘레 단면을 4개의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중점

Table 1. Boby size of subjects (N=15)

Dimensions Min. Max. Mean S.D.

Height(mm) 1600 1659 1630 19.82 

Weight(kg) 50 58 53 2.07 

Bust circumference(mm) 804 861 837 17.96 

Waist circumference(mm) 649 717 678 20.16 

Hip circumference(mm) 898 951 926 18.89 

Upper arm circumference(mm) 273 350 303 20.29 

Armscye circumference(mm) 369 334 356 10.66 

Armscye area(mm
2
) 10225 8358 9406 626.56 

Table 2. Specification of Body Line Scanner

Model c9036-01

Measurement 

range

Height 2000 mm

Depth 600 mm

Width 1000 mm

Accuracy ±0.5%

Measurement time
6sec(low-resolution)/11sec

(high-resolution)

Measurement point
1,024,000(low-resolution)/

2,048,000(high-resolution)

Light source LD/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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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
o
 간격으로 분할선을 나누어 커브까지의 길이를 측정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Fig. 1의 (b)), 각 구간의 기준이 되는

0
o
, 90

o
, 180

o
, 270

o
에서의

 
길이값은 겨드랑둘레선을 재현할 때

기준선으로 활용하여 겨드랑둘레 단면의 크기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곡률분석 방법

본 연구는 겨드랑둘레선의 곡률정보로부터 변곡점의 위치를

파악하여 최적 프레임을 설계하고자, 추출된 겨드랑둘레 분할

선의 길이정보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커브의 곡률을 계산하였

다(Fig. 2, 공식1). 그러나 공식 1에 의해 계산된 곡률값의 변화

양상으로는 각 개인별 겨드랑둘레선의 변곡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도의 곡률값과 이전 각

도의 곡률값의 차이를 각 개인의 겨드랑둘레선 최대·최소 곡

률의 차이값으로 나누어 준 값인 곡률 비율값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공식2). Fig 3은 곡률 절대값과 곡률 비율값의 각도

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곡률 절대값은 변화량이 일

정하여 변곡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곡률 비율값은 개

인의 다양한 겨드랑둘레선으로부터 크기와 관계없이 변곡점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곡률 절대값 공식 (1)

곡률 비율값 공식 (2)

: 현재 각도의 곡률값

: 직전 각도의 곡률값

max: 최대 곡률값

min: 최소 곡률값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구간별 특징점 추출 및 타당성 검증

3.1.1. 구간별 특징점 추출

B1 B2 Cos θ 180⁄( )×–

B2 Sin θ 180⁄( )×
---------------------------------------------------------=

B1 B2 a B2⁄×–

B2 c B2⁄×
----------------------------------------=b c αtan=⁄

β 90° α∠–=∠∴

A
β β '∠–∠

max min–
--------------------------- 100×=

β∠

β '∠

Fig. 1. The extraction process of armscye circumference

Fig. 2. The calculation of curvature absolu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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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체모델은 사실적인 인체의

굴곡 보다는 옷을 입은 상태에 가까운 단순화된 형상이 필요하

므로, 인체 형상의 재현을 목적으로 할 경우, 오목 커브 보다

는 볼록 커브를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구간

별로 가장 큰 양의 값을 가진 곡률 변화 지점을 구간별 특징

점으로 추출하였다.

Fig. 4는 피험자 15명의 곡률 비율값과 평균값의 변화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3은 구간별 특징점의 출현 범

위 및 최대 변곡률을 나타내고 있다. 

각 구간별로 특징점의 출현 범위를 살펴보면, 일사분면의 경

우 특징점이 15
o
~85

o
(70

o
 간격) 사이의 넓은 범위에서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 곡률의 변화량도 나머지 사분면에 비해 가장 작

은 값인 1.80%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 변곡점의 위

치는 55
o
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사분면(0

o
~90

o
)

이 겨드랑 상부의 어깨 뒤부분에 해당되는 부위로 그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삼각근에 의해 다소 완만한 커브의 특징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사분면의 경우 개인의 체형을 기

하학적으로 재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위로 파악되며, 특

징점 결정에 있어 노이즈와 특징점을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사분면은 특징점이 100
o
~130

o
(20

o
 간격) 사이에 분포되고

있어, 나머지 구간에 비해 가장 출현 범위가 집중되어 있으며,

곡률의 변화량은 최대 변곡 위치인 105
o
에서 6.36%의 변곡률

을 나타내고 있다. 이사분면의 경우, 겨드랑 상부의 앞어깨에

해당되는 부위로 위팔머리뼈가 위치해 있어 비만에 의한 개인

차가 작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위이다. 따라서 변

곡량은 작으나 강한 커브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사분면의 경우, 특징점의 출현 범위가 220
o
~250

o
(30

o
 간격)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최대 변곡 위치인 225
o
에서 14.19%의

곡률변화량을 보이고 있다. 삼사분면의 경우 인체의 겨드랑앞

점 부위에 해당되며, 일정한 부위에서 뚜렷한 형태적 특징이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The transition of absolute value and ratio value of the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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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분면은 특징점 부위가 295
o
~345

o
(50

o
 간격) 사이에 분포

되어 있으며 곡률의 변화량은 최대 변곡 위치인 320
o
에서

17.86%의 변곡률을 나타내고 있다. 사사분면은 인체의 겨드랑

뒤점 부위에 해당하며, 삼사분면에 비해 특징점의 출현범위는

넓으나 가장 큰 곡률 변화량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구간별 특징점을 검토한 결과, 겨드랑 상부에 해당

되는 일사분면과 이사분면은 지방층이 적고 삼각근과 위팔머리

뼈가 위치해 있어 서로 상이한 곡률변화 특징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일사분면의 경우 뚜렷한 곡률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특

징점의 설정이 가장 어려운 부위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겨드

랑앞점과 겨드랑뒤점이 위치하고 있는 삼사분면과 사사분면은

일정한 부위에서 뚜렷한 변곡을 나타내고 있어 특징점의 설정

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구간별 특징점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겨드랑 부위를 기하학적으로 재현하

기 위한 최적 프레임을 설계하고자 각 구간별로 가장 큰 양의

값을 가진 곡률 변화 지점을 구간별 특징점으로 추출하였다. 그

러나 커브가 완만하여 특징점의 출현빈도가 낮거나 평균과의

거리가 먼 변곡점이 선정될 경우, 프레임의 리모델링 시 재현

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간별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추출된 특징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Fig. 5). 검증

방법은 겨드랑둘레 원본의 면적과 길이값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 변곡점의 채택여부에 따라 리모델링 된 겨드랑둘레 단면

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ig. 6은 일사분면의 최대 변곡률을 나타내는 위치가 평균과

차이가 많아 어깨가쪽점(90
o
) 부근에 밀착되어 있거나(12번, 14

Table 3. Appearance range of dominant points and maximum curvature ratios

Quadrant Appearance range
Man

Maximum curvature ratios Inflection points

1st quadrant 70
o
 interval (from 15

o
 to 85

o
) 1.80% 55

o

2nd quadrant 20
o
 interval (from 100

o
 to 130

o
) 6.36% 105

o

3rd quadrant 30
o
 interval (from 220

o
 to 250

o
) 14.19% 225

o

4th quadrant 50
o
 interval (from 295

o
 to 345

o
) 17.86% 320

o

Fig. 4. The variation of the curvature ratio value and extraction of dominant points by quadrant 

Fig. 5. The validity verification of dominant points by 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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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샘플), 어깨의 특징을 나타내기 어려운 겨드랑뒤벽(0
o
) 가까

이 위치하고 있는(8번 샘플) 샘플을 대상으로 평균값과 비교하

여 곡률의 변화량을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4는 추

가 변곡점(2순위 변곡점)을 사용하여 리모델링 한 결과를 원본

과 비교한 표이다. 2순위 변곡점을 채택하여 리모델링한 결과,

8번 샘플은 원본과의 면적 차이가 -1.30%에서 -0.84%로 줄어

들었으며, 길이의 차이도 -0.81%에서 -0.66%로 줄어들었고, 12

번 샘플은 면적이 -0.76%에서 -0.45%, 길이는 -0.87%에서 -

0.72%로 줄어들어 개선되었으나, 14번 샘플은 오히려 원본과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으로 일사분면의 특

징점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2순위 변곡점을 채택한 경우 일

관성 있는 개선 효과를 가지지 못했으며, 개선이 된 경우에도

그 효과가 미비하여 1순위 변곡점을 그대로 사용해도 리모델

링 결과의 재현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사분면의 경우 변곡의 위치보다는 변곡률이 가장 큰

양의 값을 보이는 위치에서 특징점을 선택하여 리모델링하기로

한다.

Fig. 7은 이사분면의 최대 변곡률을 나타낸 부위가 어깨가쪽

점(90
o
)에 밀착되어 있는 경우(15번 샘플)를 대상으로 평균값과

비교하여 곡률의 변화량을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4

의 15번 샘플의 경우, 2순위 변곡점을 추가하여 리모델링을 실

시하였으나 1순위 변곡점을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면적은 -0.09%에서 -0.91%로,

길이는 -0.31%에서 -0.59%로 원본과의 차이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사분면의 경우도 일사분면과 같이 변곡위

치 보다는 변곡률이 가장 큰 양의 값을 보이는 위치에서 리모

델링하기로 한다.

Fig. 8은 추출된 특징점이 겨드랑아래점(270
o
)에 밀착되어 있

Fig. 6. The investigation of dominant points in 1st quadrant 

Fig. 7. The investigation of dominant points in 2nd 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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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형상의 재현 시 특징점 추가 효과가 작은 샘플(13번 샘플)

을 대상으로 평균값과 비교하여 곡률의 변화량을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4의 13번 샘플의 경우, 2순위 변곡점으

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1순위 변곡점을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삼사분면의 경우도 일사분면, 이사분면에서

와 같이 변곡 위치 보다는 변곡률이 가장 큰 양의 값을 보이

는 위치에서 리모델링하기로 한다.

Table 4. The results of remodeling using add-inflection points

Quadrant ID
Original cross-section

1st inflection points 

applied cross-section 

2nd inflection points 

applied cross-section 
1st·2nd inflection points

applied cross-section 

Area (mm
2
) Length (mm) Area dif.(%) Length dif.(%) Area dif.(%) Length dif(%) Area dif.(%) Length dif(%) 

1st 

quadrant

8 9619.80 359.40 -1.30 -0.81 -0.84 -0.66 - -

12 8357.91 333.70 -0.76 -0.87 -0.45 -0.72 - - 

14 10030.70 369.08 -0.22 -0.63 -0.39 -0.70 - - 

2nd quadrant 15 10059.44 366.71 -0.09 -0.31 -0.91 -0.59 - - 

3rd quadrant 13 10225.41 367.95 -0.01 -0.18 -0.66 -0.59 - - 

4th quadrant
2 8399.62 339.90 -7.26 -5.98 -2.09 -1.82 -0.80 -1.37 

11 9615.49 356.56 -2.11 -1.41 -1.20 -0.77 -0.52 -0.39 

Fig. 8. The investigation of dominant points in 3rd quadrant 

Fig. 9. The investigation of dominant points in 4th quad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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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겨드랑아래점(270
o
)과 겨드랑뒤벽에 밀착되어 있어

형상의 재현 시 특징점 추가 효과가 작은 샘플 11과 샘플 2를

대상으로 평균값과 비교하여 곡률의 변화량을 원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사사분면의 리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Fig. 11

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분면의 경우 나머지 구간에 비해 리모

델링 결과 형상의 왜곡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여 원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한 개의 특징점만으로 형상을 재현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사분면에서 특

징점의 출현범위가 305°~330
o
를 벗어날 경우, 추가 변곡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1순위와 2순위 변곡점을 동시에 사용할 때,

형태 재현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Table 4,

Fig. 11). 따라서 사사분면의 경우 특징점의 출현범위를 설정하

고, 만일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1순위와 2순위 특징점을 모

두 사용하여 리모델링하기로 한다.

3.2. 프레임 리모델링 기준 설정 및 재현성 검증

3.2.1. 프레임 리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복합곡면인 인체형상을 기하학적으로 재현하

기 위하여 겨드랑둘레 단면을 대상으로 구간별 형태 특징점을

추출하여 체형의 차이와 관계없이 개인의 인체형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현 할 수 있는 프레임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제안하

였다. 

프레임의 리모델링의 프로세스는 Fig. 12와 같으며, 각 단계

별로 필요한 작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3.2.1.1. 기준 단면 커브 추출 

3차원 인체 스캐너로부터 추출된 인체형상데이터에서 어깨가

쪽점, 겨드랑앞접힘점, 겨드랑뒤접힘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생성

하여 겨드랑둘레 단면의 커브를 추출한다(Fig. 1의 (a)). 

3.2.1.2. 기준선 및 중점 설정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아래점을 수직으로 회전시켜 0
o
, 90

o
,

180
o
, 270

o
의 위치에 기준선을 그린다. 또한 0

o
와 90

o
를 연결한

기준선의 이등분 위치를 중점으로 설정 한다(Fig. 1의 (b)).

3.2.1.3. 중점에서 커브까지의 길이 측정

단면의 중점에서 5
o
 간격으로 나누어 커브까지의 길이를 측

정한다(Fig. 1의 (b)).

3.2.1.4. 곡률 계산 

공식1에 의해 커브의 곡률을 계산한다(Fig. 2, 공식 1).

3.2.1.5. 변곡률 계산

공식2에 의해 각 구간별로 곡률의 변화량을 계산한다(공식

2).

Fig. 10. The results of remodeling applied inflection points in 1st·2nd·
3rd quadrant

Fig. 11. The results of remodeling applied inflection points in 4th

quadrant

Fig. 12. The process of optimal fram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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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특징점 추출

각 구간별로 미리 설정된 특징점의 출현범위 내에서 양의 값

으로 최대 변곡률을 보이고 있는 부위를 추출하여 특징점으로

설정한다(Fig. 4). 

3.2.1.7. B-spline 곡선을 활용한 단면의 리모델링

4개의 기준선(0
o
, 90

o
, 180

o
, 270

o
)과 4개의 구간별 특징점을

B-spline 곡선으로 연결하여 재현하고자 하는 단면을 리모델링

한다(Fig. 13). 

3.2.2. 리모델링 단면의 재현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겨드랑둘레선의 구간별 특징점 검출시, 변곡

점의 위치와 관계없이 최대 변곡점 위치에서 특징점을 설정하

되, 270
o
~360

o
에 해당되는 사사분면의 경우 특징점의 출현범위

가 305
o
~330

o
 사이를 벗어날 경우 1순위와 2순위 변곡점을 동

시에 사용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통해 겨드랑둘레선의 재현성을 검증한 결과(Fig. 14,

Table 5), 면적의 경우 평균 99.38%, 길이의 경우 평균

99.58%의 높은 재현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곡률 변화율에 따른 구간별 특징점의 추출방법 및 특징

점을 이용하여 B-spline 곡선으로 인체형상을 재현하는 프레임

리모델링 프로세스는 개인의 인체 형상을 신속·정확하게 재

현하는 인체 리모델링 기술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산업용 토탈 컨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

는 역설계 개념의 3차원 인체 형상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개발

하기 위해, 16세~18세의 여자고등학생 15명의 겨드랑둘레선을

중심으로 곡률변화량을 이용하여 재현성이 우수하고 미측정 부

위에 대한 형상의 보완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최적 프레임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겨드랑둘레선의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곡률 절대값을 그

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곡률값을 각 개인의 곡률변화의 크기값

Fig. 13. The process of remodeling using B-spline curve

Fig. 19. The remodeling results of armscye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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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하학적인 특징점을

파악하는데 유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겨드랑둘레선의 어깨부위(일사분면, 이사분면)와 앞겨드랑부

위(삼사분면)는 양의 값의 최대변곡점을 사용하여 프레임 리모

델링을 실시하면, 체형차이나 미측정 부위가 존재하더라도 재

현성이 높은 프레임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드

랑둘레선의 뒤겨드랑부위(사사분면)에서도 분할각도가 305
o
~330

o

내에 최대변곡점이 있을 경우에는 양의 값의 최대변곡점을 사

용하여 프레임을 리모델링한다. 다만 최대변곡점이 305
o
~330

o

을 벗어날 경우, 최대변곡점과 2순위 변곡점을 동시에 사용하

면 형태 재현성이 우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곡률 변화율에 따른 구간별 특징점의 추

출방법 및 특징점을 이용하여 B-spline 곡선으로 인체형상을 재

현하는 프레임 리모델링 방법은 면적과 길이에서 모두 99%이

상의 높은 재현성을 나타내므로 인체모델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의복구성학적 측면에서 맞음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캔 데이터에서 미측정 부위가 발생하여 재현

하기 어려운 겨드랑부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러한 인체 정보와 표준화 프레임에 기초한 리모델링 기술은 향

후 의류산업용 토탈 컨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의 겨드랑 둘레 단면을 대상으로 최

적 프레임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므로, 대상을 다양화

하여 비만도, 연령대별, 성차에 따른 재현성 검증이 필요하며,

인체의 다른 부위 단면에 대해서도 본 기술의 활용가능성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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