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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for efficient production methods of custom-tailored clothing

and application of 3D virtual clothing system in custom-tailored clothing market, by

producing and analyzing both real clothing and 3D virtual clothing. For this study, a

middle-aged woman is selected as the subject figure and one-piece is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clothes item. In real clothing, I conducted the wearing evaluation for experts

and the subject figure. And In the virtual clothing, I conducted the wearing evaluation with

i-Designer using 3D virtual clothing on simulation program.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data from body scanning and the real body

size. In the custom-tailored clothing market in which the fitness is important, the research

which measures the more exact data is needed. And in the case of complicate design, the

functions which measure the activity and the fitness variously and correct the parts of

curves are needed.

This study experiments the availability of application of 3D Virtual Clothing System in

custom-tailored clothing market by selecting one-piece as the experimental clothes item.

So the follow-up studies for the other designs and fabrics are needed. Also, if th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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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hecking the clothes pressure, the amount of composure, the space between skin and

clothing when the virtual model wearing clothes is walking or shaking his arms are

proceeding, then 3D virtual clothing System is applicable in custom-tailored clothing

market. But there are some restrictions and lack of education in virtual clothing System yet,

and it makes hard for workers in clothing market to use it in real production. However, 3D

virtual clothing System will be practical in real market if there would be more research on

its usability and practicality, and workers in clothing market can be easily educated on

techniques of 3D virtual clothing system.

Key Words : 차원 가상 착의 실제착의3D virtual clothing(3 ), real clothing( ), custom-tailored

맞춤복clothing( )

서 론.Ⅰ

컴퓨터와 웹의 보급은 디지털 시대를 열었고 컴퓨

터가 인간의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개

념을 붕괴시켰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세계 의.

류산업도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

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의 출.

현은 가상의복 환경을 만들었으며 차원 스캐너와‘ ’ , 3

차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등이 개발되고 이러한3 ,

기술들이 기술 등에 접목되어 디지털화되고 있는IT

의류 산업은 과거 생산자 중심의 대량 생산 체계에

서 벗어난 고객지향 추구의 대량맞춤(Mass Custom

과 개별맞춤 생산방법으ization) (made-to-measure)

로 변화하고 있다 패션이 첨단화되고 테크놀로. 3D

지 기술을 이용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차원 인체3

형상의 활용과 의복제작에 관한 에 관련된 연구3D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차원 가상착의 기술의, 3

활용영역이 넓어지고 있다.1)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차원 스캐너를3

이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은 의류패션 분야의 전 과정

을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가상 공간상의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마켓에서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빠르면서도 정확한 차원 비접촉3

인체계측방법도 개발되어 패션산업에의 적용이 가시

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이즈 측정에서부터 의복의,

피팅 제작 과정 차원 가상착의까지 컴퓨터로 처, , 3

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 개발되고 있다 국, .

내에서 개발된 은 와 패션을 융합하여i-Fashion IT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국내 의류

업체 및 유통업체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차원3

바디 스캐너 차원 아바타 구현 가상착의 등의 기, 3 ,

술을 적용하여 가상코디 가상착의 전자 카달로그, ,

등의 디지털 서비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 주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2) 그리고.

주 에서 개발한D&M FT( ) Narcis3)와 서울대에서 개

발한 Digital Clothing Suite4) 등이 있으며 일본의,

사에서 개발한Technoa i-Designer5)등이 있다.

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지난3 10

년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중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데 가상 착의 시스템의 분석과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6) 및 활용에 관한 연구7)와 의상 모3D

델링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가상모델의 착의를 평

가한 연구8) 등이 있으며 특히 의복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상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3D

에는 의복제작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검증한 연구3D
9) 디지털 클로딩의 의류생산 시제품 대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10) 차원 바디 스캐너의 활용에 관한 소, 3

비자 및 의류업체 실무자들의 인식 조사11) 등이 있

다.

중년기 여성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체의 아름다

움과 매력이 낮아지므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

감에 따른 체형의 변화로 기성복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리고 최근 대의. 40-50

중년여성인구 구성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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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가장 풍부한 수요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패션업체들이 대의 중년여성을 제대로 공략하40-50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13) 중년여성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들은 브랜드별 가격 차이가 현저하고 재고

율을 낮추기 위해 유행을 타지 않는 평범한 디자인

및 색상 등 상품 기획력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

다 또한 각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은 통일.

되어 있지 않아 치수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14).

현재 국내 의류시장은 기성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맞춤복 시장은 기성복 시장에 비해 규모가 크

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체형의 변.

화가 많은 중년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여성복 업체들

의 경우 맞춤복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

다 지금까지 기성복 업체에서의 맞춤복 제작은 판.

매원 등 비전문가에 의한 계측이나 간접계측에 의한

사이즈의 불확실성과 제작시간 비용 등에 대한 문,

제점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발달.

된 인체 스캔 디자인 데이터 처리 기술은 기존3D , ,

의 맞춤옷 제작 시 들어간 인력 시간을 대체해 주,

고 정확한 사이즈를 책정하여 맞음새를 좋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저비용이라는 장점까지 더해져 맞춤복

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맞춤복 시장에서 가상착

의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착

의와 가상착의로 나누어 두 가지 과정으로 실험복을

제작하고 각각의 실험복을 비교 분석하여 맞춤복의·

효율적인 생산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Ⅱ

연구 내용1.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복 제작

과정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로 나누어 맞춤복 시장

의 효율적인 생산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맞음새에 관

한 비교를 통해 가상착의 정보의 객관성을 검증하여

맞춤복 시장에서의 활용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착의 실험복의 객관성 및 정확성 검토를1)

위해 실험복 제작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

차원 스캔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1) 3

피험자의 실제 계측치와 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 자3

료를 비교 분석한다· .

가상착의 정보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2)

제착의와 가상착의 실험복의 완성패턴을 비교 분석·

한다.

가상착의 실험복으로 맞춤복 시장에서 가상착2)

의 시스템 사용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 방법2.

피험자 선정 및 인체 계측1)

직접계측(1)

본 연구의 피험자는 체형의 변화로 맞춤복에 대한

선호가 높고 맞춤복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층인 중년여성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2005

년 제 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자료5 15)에 제시된

세 여성의 신체치수를 추출하여 표준편차내의50-59

신체 치수에 해당하는 대 여성을 피험자로 선정하50

였다

차원 인체계측(2) 3

차원 인체계측기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3 3D

인 를 사용Whole Body Scanner 3D Body Modeler

하였다 전신 스캔하여 획득한 를. 3D scanning data

전용 를 이용하여 보정 및 최적화 수행S/W

이 끝난 형상정보를 와 호환Preprossing i-Designer

이 가능한 와 파일로 저장하였다 스캔*.DXF *.OBJ .

시 착장 상태는 실제측정과 동일하게 하였고 스캔,

시의 자세는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가 되도록20cm

벌리고 엉덩이에서 손목까지 수평거리가 가, 20cm

되도록 팔을 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시선은 정

면을 향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실제 계측치와 전신 스캔 측정을 통하여

얻은 사이즈는 표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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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세 여성의 평균치수와 피험자의 계측치수< 1> Size Korea 50-59

계측항목
치수Size Korea 피험자

실제계측치수

차원3

인체계측치평균 표준 편차

어깨너비 39.5 cm 2.31 40 cm 40 cm

젓가슴 둘레 93.6 cm 7.45 95.5 cm 96 cm

밑가슴 둘레 81.3 cm 5.9 86.5 cm 87 cm

유폭 18.6 cm 1.89 20 cm 21 cm

유장 28.2 cm 2.4 30.5 cm 29.1 cm

배꼽수준 등길이 44.2 cm 2.24 45 cm 45.3 cm

허리둘레 83 cm 8.62 89 cm 89 cm

엉덩이둘레 93.52 cm 5.2 98 cm 100 cm

엉덩이옆길이 22.3 cm 3.42 20 cm 19.5 cm

신장 154.3 cm 5.06 158.5 cm 156.7 cm

체중 60.2 kg 7.89 65.5 kg .

패턴 사이즈[ ]

가슴둘레: 108 ㎝

허리둘레: 93 ㎝

엉덩이둘레: 106 ㎝

그림 실험복 원피스 패턴< 1>

실제 착의를 위한 실험복 제작2)

패턴설계(1)

실험복의 원피스 패턴은 전신 스캔하여 획득한 3D

표 의 사이즈로 패턴을 제작하였scanning data < 1>

고 그에 대한 패턴은 나미향 외, 16)의 원형을 참고하

여 YUKA Pattern CAD System(Super Alpha Plus)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실제착의 실험복에 대한. 1

차 패턴은 그림 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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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복 소재의 물성(2)

실험복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머슬린 면 으( 100%)

로 실험복 소재의 물성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으로Kawabata Evolution System(KES-FB System)

측정하였다 시료는 의 크기이며 정확한. 20 20 cmⅹ

결과를 위해 총 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후3 ,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가상착의를 위한 실험복 제작3)

가상모델 생성(1)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피험자의 3D scanning

을 바탕으로 보정 및 최적화를 수행하여 가상모data

델을 생성하였다 와 파일로 변환한. *.DXF *.OBJ

를 바탕으로 에서 사용3D scanning data i-Designer

하는 인체 사이즈 및 형태 수정 프로그램인 Body

에서 가상모델을 생성하여 의복시뮬레이Oder Tool

션을 하였다.

패턴설계(2)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의복 아이템은 실제

착의와 동일한 디자인의 원피스로 전신 스캔하여 획

득한 에서 생성된 사이즈가 같으3D scanning data

므로 차 패턴은 실제착의 차 패턴과 같다1 1 .

실험복 소재의 물성(3)

가상 착의 실험복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실제착의

실험복과 같은 머슬린 면 을 사용하였다( 100%) .

착의평가4)

실제착의에 대한 착의평가(1)

착의 평가를 위한 사진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는Canon EOS 50D, 18 -50 F㎜ ㎜

제품을 사용하였다 촬영 시 피험자와3.5-5.6 DC .

카메라의 거리는 로 하였고 정면 뒷면 측면을2.5m , ,

촬영하였으며 측면 촬영 시 좌측면을 촬영하였다.

외관착의 평가는 전문가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

하여 실시하였고 전문가 평가자는 의복구성전공 박

사과정 이상의 인으로 선정하여 결과물 이미지를5

동시에 관찰하고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

행하였다 평가를 위한 결과물은 컴퓨터 화면에 나.

타난 사진 촬영 이미지를 보며 응답하게 하였다 평.

가 항목은 선행연구17)를 참고로 하여 맞음새와 관련

된 질문을 중심으로 여유분 기준선의 위치 군주름,

여부 전체적인 외관등과 관련된 항목을 총 항목, 17

으로 구성하였다 평점방법은 각 문항에 대해 점. 5

평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검사 문.

항별로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고 전체

평균점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피험자의 착의 평가는 전체적인 사이즈와 길이 등

의 외관평가와 팔을 앞으로 위로 올렸을 때와(90°),

허리를 굽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보폭을 포함한 기,

능성 평가로 모두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피험자10 ,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점 방법은 검사자의.

평가방법과 같은 점 평점 척도로 하였다5 .

가상착의에 대한 착의평가(2)

는 패턴 원단의 물성 바디 데이터를i-Designer , ,

기초로 의복을 차원 형상으로 착용 시뮬레이션 하3

는 시스템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착의 평

가를 실시하고 에서 표시되는 전체적인i-Designer

실루엣과 의복압 여유량 분포 신축률 단면도를 통, , ,

하여 분석하였다18).

완성패턴5)

실제착의(1)

검사자와 피험자의 외관과 기능성에 대한 착의평

가의 결과를 적용하여 원피스 패턴을 수정한다. 1,

차 착의평가를 실시한 후 보완한 패턴이 최종 완성2

패턴이 되며 차 착의평가 시의 패턴과 완성 패턴을1

비교한다.

가상착의(2)

차 가상착의 평가 후 수정된 패턴으로 차 때와1 1

같은 방법으로 차 가상착의 평가를 실시한다2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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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상착의를 실시하여 완성된 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한다.

실제착의 실험복과 가상착의 실험복의 비교6) ·

분석

실제계측치와 가상모델의 신체계측치 비교(1)

실제계측과 인체 스캔 데이터에서 각 부위별로 오

차를 확인하고 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정확성에3

대해 체크한다.

실제착의 실험복과 가상착의 실험복의 완성(2)

패턴 비교 분석·

실제착의 실험복을 가상착의 실험복과 함께 객관

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를 위하여 완data

성된 실제착의 실험복 패턴을 에서 실행i-Designer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유량 분포 의복압 신축. , ,

률 단면도를 체크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 .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실험복의 착의 평가(3)

비교 분석·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로 완성된 각각의 실험복에

표 피험자의 실제계측치수와 가상모델 계측치수의 오차< 2>

계측항목 실제계측치수 scanning data 실제계측치수( )-(scanning data)

어깨너비 40 ㎝ 40 ㎝ -

젓가슴둘레 95.5 ㎝ 96 ㎝ - 0.5 ㎝

밑가슴둘레 86.5 ㎝ 87 ㎝ 0.5 ㎝

유폭 20 ㎝ 21 ㎝ - 1 ㎝

유장 30.5 ㎝ 29.1 ㎝ 1.4 ㎝

등길이 45 ㎝ 45.3 ㎝ - 0.3 ㎝

허리둘레 89 ㎝ 89 ㎝ -

엉덩이둘레 98 ㎝ 100 ㎝ - 2 ㎝

엉덩이옆길이 20 ㎝ 19.5 ㎝ 0.5 ㎝

신장 158.5 ㎝ 156.7 ㎝ 1.8 ㎝

대한 검사자와 피험자의 착의평가의 평균값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

결과 및 논의.Ⅲ

차원 신체 데이터의 정확성1. 3

전신 스캔을 통해 획득한3D 3D scanning data

는 실제계측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피험자의.

실제계측치수와 가상모델 계측치수의 오차는 표<

와 같다2> .

엉덩이 둘레를 제외한 둘레항목과 길이항목에서는

이내의 오차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폭과 유0.5㎝

장에서 각각 의 차이가 났다 이는 실제1 , 1.4 .㎝ ㎝

계측과 전신 스캔 시 인체 기준점을 정확히 표3D

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개 이상의 삼각 메쉬로 이루어진 큰 용량의 스37

캔 데이터를 천 만 개로 축소하여 작업하면서 유8 -1

두점 등의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스캔되지 못하여

이 발생한 부위를 보정하면서 오차가 발생한 것Hole

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키와 엉덩이 둘레의 오차는 실제측정 시

에서 제시한 대로 인체 측정학적 선 자세Siz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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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여 키를 측정하지만 인체 스캔 시 스캐너가

인체를 인식하는 기술적 문제로 다리와 팔을 벌리고

찍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로 가 작게 나왔고1.8㎝

이로 인해 엉덩이 둘레가 실제측정 시에는 세50-59

중년여성의 평균의 표준 편차 내에 있었으나 인3D

체 스캔한 결과 실제계측치수보다 더 크게 나온2㎝

것으로 보인다.

실제착의 평가2.

차 착의평가1) 1

차 검사자의 착의 평가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1

으로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외관에2.40 ,

대한 점수는 으로 나타났고 반면 허리선의 위1.40 ,

치와 원피스 길이 항목 목 너비에서는 평균이, 3.00

이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

이즈 항목에 대해서는 앞품과 가슴둘레에서의 여유

분이 많은데 비해 허리와 엉덩이 둘레에서의 여유분

이 적어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검사자들은 앞뒤 기.

준선들은 대체로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옆선의 경우

허리와 엉덩이 둘레 쪽이 작아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

였으며 중년여성의 체형상 가슴이 처지면서 부A.H.

위가 뜨는 현상이 생겨 모양새가 좋지 않고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여유분이 적다고 하였다 이는 중년.

여성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 패턴을 적용하여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

리와 엉덩이 둘레에서의 여유분을 가슴둘레에 비해

적게 주었기 때문에 패턴의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차 착의평가 결과는 전체 평균이1 1.53

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피스의 길이와 목둘레선 파.

임에 대한 항목에서는 검사자의 평가 결과와 마찬가

지로 정도의 점수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전체3

적인 외관과 실루엣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게 나타났

다 또한 가슴둘레는 크고 허리와 엉덩이의 여유분.

이 적어 사이즈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허리를 굽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불편함을 느낀

다고 하였다 또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위로 올렸을.

때 가슴둘레 쪽이 커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고 보폭에 대한 항목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거

나 할 때의 동작 기능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

냈다 이처럼 낮은 점수가 나왔던 것은 체형의 결점.

을 보완하지 못하고 허리와 엉덩이에서 여유분을 적

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차 착의평가2) 2

검사자와 피험자의 차 착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1

로 패턴 수정 시 특히 여유분이 부족하게 나타난 허

리와 엉덩이 부위의 여유분을 보충하고 뒤 중심선의

실루엣을 수정하여 실험복의 패턴을 완성하였다 패.

턴 수정 후 차 패턴과 중첩시킨 결과는 그림1 < 2>

와 같다 겨드랑이 선의 위치가 올라가고 허리에서.

엉덩이둘레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배부위도 여유분

이 들어가도록 수정하였고 자연스럽게 원피스의 밑

단까지 여유량을 주어 보폭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

게 수정하였다.

수정된 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차 평가를2

실시한 결과 검사자와 피험자 착의평가의 전체 평,

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턴 수정 시 허리부위와 엉덩이부

위의 여유분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옆선이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어졌고 허

리와 배부위의 여유분이 생겨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차 검사자 착의평가에서 전체 평균값이1, 2 1.42

가 높아졌다 특히 전체 외관과 실루엣에 대한 문항.

에서는 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모든 문항에서2.40 1

차 평가보다 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을2

볼 수 있었다 이는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체형을 커.

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가슴이 처져 암홀부위가

뜨는 현상을 없애 주었으며 여유분이 골고루 들어가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수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또한 피험자의 차 착의평가 결과는 평균 으2 4.40

로 차 착의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체1 .

평균에서는 이 높게 나왔고 각 문항마다 점 이2.87 1

상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 평가 시 허리. 1

와 배 엉덩이 쪽에 전체적인 여유분이 없어서 불편,

함을 느끼고 앞품과 진동둘레선이 뜨는 현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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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수정후패턴 점선 수정전패턴: :

그림 실제착의 실험복 수정패턴과 차 패턴 비교< 2> 1

실선 수정후패턴 점선 수정전패턴: :

그림 가상착의 차 패턴과 수정 후 패턴 비교< 3> 1



이수연 이정순 /‧ 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의 맞춤복 시장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3

169

해 착의평가 점수가 낮았던데 비해 차 착의평가에2

서는 전체적인 옷의 사이즈가 몸에 잘 맞는다고 하

였다 또한 팔을 움직이거나 허리를 굽히고 옆으로.

돌릴 때 보폭에 대한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

가상착의 평가3.

여유량 분포 비교

차 가상착의1 차 가상착의2

전면 ⇨

후면 ⇨

측면 ⇨

차 가상착의1 차 가상착의2

가슴

둘레

좌

←

↓

앞

⇨

밑가슴

둘레

좌

←

↓

앞

⇨

허리

둘레

좌

←

↓

앞

⇨

중간

엉덩이

둘레

좌

←

↓

앞

⇨

엉덩이

둘레

좌

←

↓

앞

⇨

축X

단면

앞

←

↓

아

래

⇨

그림 차 가상착의 그림 차 가상착의< 4> 1, 2 < 5> 1, 2

여유량 분포 비교 단면도 비교

를 이용한 가상착의 평가1) i-Designer

가상착의에 있어서 를 통한 차 착의평i-Designer 1

가는 실제착의 차 평가 때와 같은 결과로 가슴둘레1

의 여유량은 많고 허리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이 적

어서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여.

유량이 허리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거의 없고 뒤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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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여유량이 몰려 뒤중심이 뜨는 현상이 나타났

다.

차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나타난 치수1

를 바탕으로 수정한 패턴은 그림 과 같다 차< 3> . 2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여유량 분포를 비

교한 결과는 그림 와 같이 뒤중심과 허리 쪽은< 4>

여유량이 생기고 다른 부위에서는 여유량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그림 에 제, < 5>

시한 단면도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가상착의를 통해 얻어진 완성패턴으로 제작한 실험

복은 검사자는 대체로 여유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

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피험자의 착의평가에서는.

전체적인 옷의 사이즈가 약간 작은 듯하지만 대체로

잘 맞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팔을 움직이거나 허.

리를 굽히고 옆으로 돌릴 때 보폭에 대한 기능성,

평가에 대한 점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허리와 배. ,

엉덩이 부위에 전체적으로 여유분을 주고 앞품과 진

동둘레선이 뜨는 현상을 수정함으로써 가상 착의평

가를 통해 제작한 실험복에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

다.

차 가상착의의 비교2) 1, 2

그림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실험복의 완성패턴 비교< 6>

차 가상착의의 맞음새를 비교하면 차 가상1, 2 . 1

착의의 실루엣에서는 배와 엉덩이 부위에서 여유량

이 작아 측면의 실루엣이 디자인상의 실루엣과 달리

중년여성들의 체형을 커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패턴 수정 후 차 가상착의에서는, 2

등 부위가 들뜨지 않고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에도

무리가 없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슴부위에만 많았던 여유량도 허리와 배 엉,

덩이 부위에도 활동량에 알맞은 여유량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실험복의 비교 분석4. ·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최종 완성 패턴을 중첩하

면 그림 과 같다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큰 차이< 6> .

는 없었지만 가상착의 실험복이 가슴둘레 0.8cm,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씩 전체적으로 사이1cm, 2cm

즈가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실.

제착의 실험복을 에 실행한 결과인 여유i-Designer

량 분포 그림 와 단면도 그림 에서도 알 수 있< 7> < 8>

다.

전체적인 여유량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골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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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는 실제착의와 같이 실제 가봉하여 정확한 수

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판단된

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를 통해 완성된 실험복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하나 가상착의

패턴으로 완성한 실험복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치상에서도 실제착의 실험복의 여.

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실험복의 착

의 이미지에서도 나타나며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실,

제착의 실험복을 에서 실행한 결과로도i-Designer

여유량 분포

비교

실제착의

완성

가상착의

완성

전

면

후

면

측

면

실제착의완성 차 가상착의2

가슴

둘레

좌←

↓

앞

밑가슴

둘레

좌←

↓

앞

허리

둘레

좌←

↓

앞

중간

엉덩이

둘레

좌←

↓

앞

엉덩이

둘레

좌←

↓

앞

축X

단면

앞←

↓

아래

그림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여유량 분포 그림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단면도< 7> < 8>

알 수 있다 이는 가상착의에서 실제착의에서와 같.

이 실제로 가봉하여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기 때

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여 진다 또한 의복의 활동.

성과 맞음새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하기 위해

가상모델이 의복을 착장한 상태로 걷거나 팔을 움직

일 때의 의복압 여유량 공극량 등을 확인할 수 있, ,

는 기능에 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맞춤복 시장에서

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숙련된 작업이 이루어지기에는

가상착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여 의류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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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가상착의3D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구가 계속되고 프로세스의 전문적 기술을 의류업 종

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받는다면

향후 맞춤복 시장에서 가상착의 시스템이 충분히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 론.Ⅳ

본 연구는 맞춤복 시장에서 가상착의 시스템의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로 나누어 실험복을 제작하고 각각의 실험복을 비

교 분석하여 맞춤복의 효율적인 생산방법에 대해 연·

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체 스캐너로 피험자의 를1. 3D scanning data

얻은 결과 실제계측과 약간의 차이가 났다 이는 실.

제계측과 전신 스캔 시 측정자세가 불일치하고3D

인체 기준점의 모호한 차이와 큰 용량의 스캔 데이

터를 축소하고 스캔되지 못하여 이 발생한 부위Hole

를 보정하면서 생긴 오차로 보여 진다.

실제착의 평가에서 차 착의평가 결과 가슴둘2. 1

레의 여유량이 많은 반면 다른 부위는 전체적으로

여유량이 부족하여 검사자와 피험자의 착의평가 결

과가 낮게 평가되었다 패턴 수정 시 특히 여유분이.

부족하게 나타난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여유분을 보

충하고 뒤중심선의 실루엣을 수정하여 실험복의 패

턴을 완성하였다.

가상착의에 있어서 를 통한 차 착3. i-Designer 1

의평가는 실제착의 차 평가 때와 같은 결과로 가슴1

둘레의 여유량은 많고 허리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분

이 적어서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였

다 여유량이 허리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거의 없고.

뒤중심 쪽으로 여유량이 몰려 뒤중심이 뜨는 현상이

나타났다.

차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나타난 치수1

를 바탕으로 패턴을 수정하여 차 가상착의 시뮬레2

이션을 실행한 결과 뒤중심과 허리 쪽은 여유량이

생기고 다른 부위에서는 여유량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단면도에서도 일치하는 결

과를 보였다 또한 가상착의를 통해 얻어진 완성패.

턴으로 제작한 실험복은 검사자와 피험자의 착의평

가 점수도 좋게 평가되었다.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를 통해 완성된 실험복을4.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하나 가상착의

패턴으로 완성한 실험복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치상에서도 실제착의 실험복의 여.

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의 활동성,

과 맞음새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하고 곡선부

분의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상착의는 실제착의와 치수 면

에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였으나 정확한 원형제작

을 위한 가상착의의 반복 실험을 통하여 피험자에게

잘 맞는 원형이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처럼 정확한 원형제작이 이루어지면 차원 가상착3

의 시스템의 장점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약과 소

비자에게 사이즈와 디자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가상착의 시스템이 맞춤복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체스캔.

시 피험자가 측정복을 입고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으로 불편을 느끼고 인체 스캔 후 나타난 와. data

실제 계측 시 인체의 사이즈가 약간의 차이를 보여

맞음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춤복 시장에서 활용

되기 위해서는 측정 시 번거롭지 않으면서 정확한

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data

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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