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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착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래글런 소매 패턴 변화에 

따른 착의 시 정량적 분석 가능성 모색 

 A Study on Based on the Possibility of Quantitative Analysis using 
Virtual Clothing Simulation according to Raglan Sleeve Patter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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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ffects of pattern alteration using a virtual clothing simulation approach 
in combination with 3D analysis software.  Three raglan sleeves of different patterns were worn by an avatar using 
virtual clothing simulation with silk and cotton as the test fabrics. It was observed that the silhouette and hemline 
shape were affected differently based on raglan sleeve pattern and fabric type. By examining clothing pressure distribution, 
the cotton fabric designs and pattern shapes provided for a variety of influences on armhole and bust regions as well 
as the back sleeve area. For representative locations, cross section circumstance, cross section area, and volume were 
measured by using 3D analysis and the resulting correlation between the 2D and 3D data were investigated. 

Among different fabric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2D and 3D clothing surface area.  However, when 
using 3D analysis, clothing volume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different fabrics and pattern types. By simultaneously 
adopting the virtual simulator and 3D analysis, quantitative assessment of virtual clothing simulation was successfully 
conducted.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ulting methodolog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comprehensive 
evaluation tool for virtual clothing simulation wea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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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비약적인 IT 기술의 도약으로 이제는 의복을 제작하여 

실제 인체나 인 에 착장시키지 않아도 가상 봉제 및 아

바타 착용을 통해 의복의 실루엣, 략적인 여유량 분포, 
의복압 등의 착의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시 가 되었다. 물

론 실제 착의와 가상 착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

만 가상 착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 및 분석

이 가능하며 일부 공학적인 기술적 보완과 실험 데이타

의 보충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착의를 통한 실험

을 완벽히 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현재 

업체에서는 의류완제품의 최종 생산 결정을 위해 패턴 

설계 후 가봉과 수정을 반복했던 기존 의류제작공정 과

정에서 벗어나 가상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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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utline of the Experimental System 

고 있으며, 온라인상 데이터 교환, 품평 및 제품 홍보에

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Nam & Lee, 2008). 한편 학계에

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방향으로 가상 착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상 착의와 실제 착의와의 비

교를 통해 가상 착의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문제점 지적 등 프로그램의 활용 영역을 넓히는데 초점

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Lee와 Kang(2009), 
Kang과 Lee(2010)는 스커트 프릴의 주름 수를 변형해가

면서 실제 착의와 가상 착의의 전체적 실루엣, 원단 물성

의 표현 정도, 단면 형상을 분석하여 가상 의복 시스템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Koo와 Suh(2009)
는 재단 각도에 따른 세미 플레어 스커트의 외관과 헴라

인 드레이프 형상 분석을 가상 착의와 실제 착의와의 비

교를 통해 가상 착의 분석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더 나아

가 Koo(2010)는 가상 착의 시스템이 소재 특성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지 세미 플레어 스커트 헴라인 형상 분석

을 통해 알아보고 개인 맞춤형 의복 제작이 가능하지를 

검증하였다. 
둘째는 가상 착의가 실제 착의와 비슷하다는 가정 하

에 의복의 원형패턴 설계 후 이에 한 분석 시 실제 제

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상 착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음새를 평가하고 최적 패턴을 제안하는 연구들이다. 
Lim(2010)은 복부비만 중년 남성의 재킷 여유분을 적절

하게 설정하기 위해 가상 착의를 이용하여 외관을 평가

하고, 부위별 착의 단면도를 함께 분석하여 적정 여유분

을 제안하였다. 또한 Lim(2010)은 남자 운동선수의 상반

신 원형 설계 시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드레스의 원형 개발(Uh, 2011)에 가상 착의 시스템이 사

용된 바 있고, 환편물 상의 패턴 설계(Kim & Kim, 
2011)시에도 이용되었으며, 30~40  여성의 니트 재킷 

맞음새 연구(Do & Park, 2010)에도 활용 되었다. 비만 

여성의 바지 맞음새 평가(Lee, 2010), 부츠컷 청바지의 

가상 외관 평가(Choi & Do, 2008), 중년여성의 가상 착

의 시스템 맞춤복 시장 가능성 여부(Lee & Lee, 2010) 
등 많은 연구들이 가상 착의 기술을 활용하여 진행된 

표적 연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작 없이 패턴 설

계 후의 착의 결과를 현재의 가상 착의 소프트웨어만으

로 분석하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기

존 연구들이 주관적 평가, 이미지 평가 등 다른 방법론과 

더불어 분석하고 있으나, 가상 착의 데이타 자체를 이용

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확 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3D 분석 프로그램과 가상 

착의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접목하여 다양한 정량적 분석

법을 제시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의

복과 관련된 연구 도구로써 가상 착의 기법의 활용 가치

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 설계 방법이 착의에 미치는 변화 

정도를 가상 착의 시스템과 3차원 분석 시스템을 접목하

여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상 착의의 장점을 

최 한 살리기 위해 실제 착의로 관찰하기 어렵고, 3D 
측정을 이용하려해도 스캔 시 데이타 손실이 발생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많은 겨드랑이 부위 즉, 이와 관련된 소

매 패턴을 주된 연구 상으로 하였다. 소매 패턴 중 래

글런 소매는 체표상 근육의 형태에 따라서 칼라 둘레에

서 진동 둘레 밑으로 생성되는 기능성 소매로(Koike, 
1979, Cho & Hayashi, 1988) 스포츠웨어, 코트,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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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velopment of avatar measurements into clothing measurements by adding ease allowances(unit: cm)

Measurements Avatar Ease Clothing
Bust circumference 87.0 10.0 97.0
Chest circumference 84.0 13.0 97.0
Armscye depth 21.0 1.8 22.8
Shoulder length 11.0 1.7 12.7
Back interscyelength 34.0 3.6 37.6
Front interscye length 32.0 5.6 37.6
Side-seam length 21.8 2.5 24.3
Neck point to breast point 25.0 ― ―
Bust point-bust point 18.0 ― ―
Waist circumference 64.0 33.2 99.2
Hip circumference 92.0 ― ―
Waist back length 41.0 ― ―
Sleeve-length ― ― 57.0
Front neck-depth ― ― 6.1
Back neck-depth ― ― 3.4
Front neck-width ― ― 7.2
Back neck-width ― ― 7.6
Length ― ― 38.0

등에 활용 가능하고 제도 방법에 따라 착의 결과가 달라

지므로 이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Ⅱ. 연구 개요도 및 방법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이 가상 착의가 실제 착의와 

다소 다르기는 하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였기에 본 연

구에서는 가상 착의에 한 실제성의 가정 하에 실시하

였으며 전반적인 연구의 개요도는 다음 [Figure 1]과 같

다. 길원형은 고정하고 래글런 소매 패턴을 3가지 타입

(T1, T2, T3)으로 변형 했을 때 가상 착의 후 생기는 변

화를 관찰하였다. 2D 패턴의 변화와 3D 착장 후의 관계

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D 패턴 상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계산하였고, 착의 후 전반적인 주름정도, 착용 시 

의복압 분포 및 접촉점을 기존 가상 착의 시스템에서 제

공하고 있는 메뉴로부터 측정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3D 
원 데이타를 전송(export)한 후 3D 분석 프로그램과 연

계하여 의복내 공기층, 의복 표면적, 단면 형상을 분석하

였다. 래글런 소매 패턴의 변화가 3D 착의에 미치는 결

과를 3D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정량적 분석으로 이들

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

제 착의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위의 연구 시 유용한 

분석 도구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 실험 의복의 패턴 설계

실험 의복은 길원형과 래글런 소매로 이루어졌다. 먼

저 래글런 소매 패턴은 기존 연구들(Hong & Chae, 
1994; Lee & Cho, 2002; Lee & Cho 2003)에서 조사한 

다양한 래글런 패턴 설계 방법 중 외관과 동작 평가 결

과가 좋았던 어깨선을 연장하여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그

린 후 소매산 중심선의 각도를 결정하여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중심선의 각도에 따라 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는 래글런 앞 소매와 뒤 소매의 각도에 따른 외관의 변

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패턴을 변형하였다. 소매 경

사각 정도가 미치는 착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길원형은 고정시켰다. 패턴 설계는 가상 착의 시스

템의 아바타 사이즈를 기반으로 하였고, 사용된 설계 치

수는 <Table 1>과 같다. 기본 실험 의복의 패턴 설계 방

법은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길원형 설계 후 소매는 

길원형 어깨선에서 1.5cm 연장 후 수평과 수직으로 

10cm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빗변의 중점과 1.5cm 어깨 

연장선을 연결하여 기준선을 설정하였다. 이 선을 기준으

로 앞소매는 0.5cm 내리고, 뒤소매는 0.5cm 올려서 소매 

중심선을 설정하였다(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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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tern construction of bodice and raglan sleeve(unit: cm)

[Figure 3] Pattern alteration using slant angle of raglan sleeve(unit: cm)

그리고 기본 실험의복 패턴(T1)에서 [Figure 3]과 같

이 소매 중심선으로부터 뒤 소매는 0.5cm 올리고, 앞 소

매를 0.5cm 내린 실험의복 패턴을 T2라 하고, 뒤 소매는 

0.5cm 내리고, 앞 소매를 0.5cm 올린 실험의복 패턴을 

T3 라 하였다. 이는 소매 둘레선과 손목 둘레선은 고정

하면서 중심각도에 의한 영향만을 관찰하기 위해서 설계

한 것이다. 

2. 실험 의복 2D 패턴 분석

2D 패턴상에서 T1, T2, T3 각각의 부위별 길이, 면적, 
둘레, 소매 각도 등 기본적인 치수들을 측정하였다. 이는 

패턴들 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가상 착의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3.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착의 실험과 분석

가상 착의 실험은 (주)클로 버추얼 패션의 클로를 사

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아바타는 정자세의 팔을 45°
벌린 상태로 사이즈는 앞서 <Table 1>에서 언급하였다. 
유가 패턴 캐드에서 설계된 T1, T2, T3의 패턴을 dxf 화
일로 변환시켜 클로로 불러들인 후 가상 봉제를 거쳐 아

바타의 주변에 패턴을 배치하고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소재 차이에 따른 가상 착의 결과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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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ilk and cotton in CLO software

Mechanical properties of fabric Silk Cotton
Stretching(weft) Strength 10000 100000
Stretching(warp) Strength 10000 100000
Shearing strength 10000 10000
Bending strength 20 700
Internal damping 0.0001 0.0001
Buckling point(length ratio) 0.9 0.8
Density 0.00005 0.00012
Shrink(weft) 1.0 1.0
Shrink(warp) 1.0 1.0
Thickness(simulation) 3.0 3.0
Thickness(rendering) 1.0 1.0

[Figure 4] Measurements procedure and method (a) data import into 3D software (b) creation of the RP plane at 

the navel level, P1 at the armhole level, and P2 down from P1 at 5cm  (c) analysis location

기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재 중 실크와 

면을 선택하였다. 단 현재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물리적 

특성에 한 단위는 없으며 실크와 면을 선택 시 <Table 
2>와 같은 수치가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소재와 패턴

에 따라 변화하는 가상 착의 결과를 착의 후 이미지 통

해 관찰하였다. 전체적인 주름 형상과 맞음새 정도를 살

펴보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 적인 의복압 분

포 및 접촉점을 분석하였다. 

4. 3D 데이타를 활용한 분석 

패턴 변화에 따른 착의 결과에 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은 가상 착의 시스템에서 전송(export)한 데이타를 

RapidForm XOR(INUS Inc.)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import) 실시하였다. 해당 3D 정보로부터 아바타와 실

험 의복들 사이의 단면 형상을 관찰하고 단면의 둘레 길

이와 공극 면적을 측정하였다. 또한 3D 의복의 표면적, 
공극 부피도 살펴보았다. 단면 측정 부위와 작업 순서는 

[Figure 4]와 같다. 아바타의 배꼽 위치에 기준평면(RP)
을 생성하고, 분석하고자하는 위치에 평면들을 생성하였

다. P1 평면은 실험의복 착용 시 진동깊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소매 각도 변형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위이므로 분석 상으로 설정하였고, 기준평면(RP)으
로부터 위로 20cm인 위치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P1 평

면에서 5cm 아래로 내려와서 P2 평면을 생성하였다. 진

동부위 분석은 P1, P2 평면과 이들의 중간 위치에서, 소

매부위 분석은 RP, P1, P2 평면에서 행하였다. 측정부위 

각각의 단면은 CL1, CL2, CL3(실험의복 길원형 진동 부

위), AL1, AL2, AL3(아바타 진동 부위), CS1, CS2, 
CS3(실험의복 소매 부위), AS1, AS2, AS3(아바타 소매 

부위)로 명명하였다. 드레이프성 분석은 각 실험의복의 

밑단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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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tern measurement size of experimental clothing 

T1 T2 T3
Sleeve cap height (cm) 15.0 15.0 15.0
Biceps line (cm) 30.0 30.0 30.0
Front biceps line (cm) 13.0 14.0 12.0
Back biceps line (cm) 17.0 16.0 18.0
Front slant (degree) 49.0 53.0 45.0
Back slant  (degree) 41.0 37.0 45.0
Slack area (cm2) 13.1 12.8 14.2
Front slack area (cm2) 6.2 11.0 3.5
Back slack area (cm2) 6.9 1.8 10.7
Sleeve length (cm) 55.5 55.5 55.5
Under sleeve length (cm) 40.6 40.6 40.6
Front elbow circumference (cm) 12.0 13.0 11.0
Back elbow circumference (cm) 16.0 15.0 17.0
Front wrist circumference (cm) 10.5 11.2 9.6
Back wrist circumference (cm) 14.5 13.8 15.4
Front hem circumference (cm) 51.0 51.0 51.0
Back hem circumference (cm) 48.5 48.5 48.5
Front bodice area (cm2) 684.8 684.2 686.3
Back bodice area (cm2) 742.7 743.8 740.8
Front sleeve area (cm2) 709.2 725.4 677.3
Back sleeve area (cm2) 930.2 919.7 944.5

[Figure 5] Slack area(example of back bodice pattern)

1. 실험의복의 2D 패턴상 부위별 치수 결과 

패턴의 부위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측정 

부위들은 실험 의복 패턴 설계인 [Figure 1]에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 길원형과 래글런 소매가 겹치면서 생기는 

삼각형 모형을 다음 [Figure 5]와 같이 정의하고 이에 

한 면적을 측정하여 부위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길원형 앞․뒤 면적, 소매 앞․뒤 면적도 측정 항목에 

넣었다.
T1, T2, T3의 치수를 분석해보면 소매산 높이, 소매 

길이, 안소매 길이, 앞․뒤 소매 둘레의 합, 앞․뒤 팔꿈

치 둘레의 합, 앞․뒤 손목 둘레의 합, 앞․뒤 소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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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image(pattern: T1, T2, T3 fabric: silk, cotton)

각도의 합은 같다. 그러나 패턴 T1과 T2는 앞 소매 경사

각이 뒤 소매 경사각보다 크고, T3는 경사각이 같아서 

이로 인해 앞․뒤의 소매 너비, 앞․뒤의 팔꿈치 너비, 
앞․뒤의 손목 너비, 길원형과 래글런 소매가 겹치는 면

적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T1, T2, T3 모두 앞 소매 너비, 
앞 팔꿈치너비, 앞 손목 너비가 뒤에 비해 큰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길원형과 래글런 소매가 겹치는 면적은 T1
의 경우 앞과 뒤가 비슷하나, T2는 앞이 뒤에 비해 큰 값

을 가지고, T3는 뒤가 앞에 비해 큰 값이 측정되었다. 소
매 전체 면적은 T1, T2, T3 모두 앞 소매 보다 뒤 소매

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앞 소매 면적은 T2 > T1 > T3순

이고, 뒤 소매 면적은 T3 > T1 > T2 순으로 나타났다. 
길원형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패턴을 변형하지 않아 

패턴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2. 가상착의 및 3D 분석 결과

1) 착의 후 이미지와 밑단의 단면형상 분석

[Figure 6]은 실험 의복들의 가상 착의 결과 이미지를 

도시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패턴과 소재에 상관없이 어

깨부위의 피트성은 좋고, T2가 T1과 T3에 비해 문제가 

되는 주름이 다소 눈에 띄며, T1과 T3는 큰 차이가 없

다. 구체적으로 먼저 길원형의 착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

크일 때 면보다 앞 밑단에 작은 드레이프가 많이 나타나

고, 뒤 밑단은 면일 때 실크에 비해 큰 드레이프가 보인

다. 이는 밑단의 단면형상 [Figure 7]을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실험 설계 시 소매 패턴만 변형했음에도 불

구하고, 착의 시 길원형 밑단 형상은 차이가 큰데 이는 

소매와 길원형 두 요소가 봉제에 의해 결합되어 2D 패턴

상에서는 소매만 변화가 되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에 영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단면들의 길이와 면적 

측정치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래글런선과 

진동이 만나는 부위는 실크와 면 모두 앞 보다는 뒤가 

어색하고 특히 T2의 뒤가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마

지막으로 소매의 가상 착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재에 상

관없이 T1, T2, T3 패턴 모두에서 앞 소매에 비해 뒤 소

매에 문제가 되는 사선의 주름이 전반적으로 더 나타난

다. 기존 연구(Lee & Cho, 2002)에서 래글런 소매 패턴

의 경우 앞 소매 경사각(40~70˚)을 뒤 소매 경사각

(35~60˚)보다 크게 주어 앞 소매에는 형태미를 주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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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emline image, circumference, and area  a: hemline girth, b: area of hemline

(pattern: T1, T2, T3 fabric: silk, cotton) 

소매에서는 운동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 

결과 뒤 소매경사각이 37˚(T2)이면 뒤 외관에 많은 왜곡

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뒤 소매경사각을 너무 작게 하는 

것은 맞음새를 좋지 않게 함을 알 수 있다.

 2) 의복압 분포도, 접촉점과 횡단면 형상 분석

가상 착의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복압 분

포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의복압 분포도는 실

제 의복압 수치와는 다르나 패턴간의 상 적인 차이는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패턴에 상관없이 실크는 의

복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실험의복 자체가 여유가 

있는 패턴 설계였고 소재의 물리적인 속성에 기인한 것

이다. 그러나 면 일 때는 패턴에 따라 다른 의복압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복압은 소재가 의복압에 있어 

중요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실제 착의 시에도 보고된 바 

있는(Jeong, 2008)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면 소재 일 때 

패턴에 따른 의복압 분포 결과 패턴 T1, T2 착의 시 앞

에서 상 적으로 의복압 분포가 크며, 특히 길원형과 진

동이 만나는 부위와 가슴 부위에 압력 발생이 T2 > T1 
> T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뒤 부분은 길원형의 

압력 분포는 비슷하나 소매에서 T2 > T1 > T3의 순으로 

의복압 분포를 보인다. T1, T2의 앞부분의 큰 의복압은 

2D 패턴 측정치 중 앞 slack 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앞 slack의 면적이 클수록 큰 의복압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2의 뒤 소매 부위가 상 적으로 큰 압력 

분포를 갖는 것은 2D 패턴상 뒤 소매 면적이 T1, T3에 

비해 작아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체를 감싸는 

의복의 면적이 충분치 않으면 이로 인해 의복압이 유발

되기 때문이다. 이때 특이한 사항은 2D 패턴 상 뒤 slack 
면적의 크기도 변하나 이 값이 뒤 길원형의 의복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는 여성의 인체의 구조와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인체 뒤는 견갑골이 있

으나 비교적 단순하고, 앞은 가슴의 돌출로 복잡한 복곡

면 형태이기 때문에 2D 패턴상의 변화에 뒤가 앞에 비해 

덜 민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ure 9]는 실험 의복 착의 후 아바타와 접촉되는 부

위를 의복압 분포도상에 점들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을 

통해 어느 부위에서 의복과 아바타가 접촉되어 있는지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소재, 패턴에 상관없이 실험 

의복들이 아바타의 어깨에 걸쳐져서 접촉하고 있으며 가

슴, 견갑 위치에서도 맞닿아 있다. 또한 소매 중심선이 

팔과 접촉하고 있으며 앞보다는 뒤에서 실험 의복과 팔

이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밀착형태

의 실험 의복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점과 의복압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위의 그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패턴 변화와 측정 위치 [Figure 4]에 따른 실험 의복과 

아바타의 길원형 횡단면은 [Figure 10]에, 소매 횡단면은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길원형 횡단면의 경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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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3D clothing pressure distribution(pattern: T1, T2, T3 fabric: silk, cotton)

[Figure 9] 3D clothing contact points(pattern: T1, T2, T3 fabric: silk, cotton)

의복들의 횡단면 둘레 길이는 패턴간, 소재간, 위치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실험의복과 아바타 사이의 의

복내 공극 면적 크기는 패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실크

와 면을 응해서 비교하면 실크일 때 항상 면보다 의복

내 공극 면적이 크다. 이는 면이 실크에 비해 굽힘 특성

이 크고, 전단 특성이 작아 전반적인 실루엣 형성 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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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ross section image, cross section circumference, and area of between clothing and avatar(pattern: 

T1, T2, T3 fabric: silk, cotton) a: cross section girth of clothing, b: cross section circumference of avatar, c: space 

area of between clothing and avatar

체로부터 공간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

적인 결과와는 반  현상이다. 다음 절에서 언급할 

[Figure 15]의 전체 의복내 부피 결과는 패턴에 상관없이 

면이 실크보다 크므로 전체 실루엣의 형성에는 직물의 

역학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소적

으로 진동부위만의 실험의복과 아바타 사이의 의복내 공

극 면적 크기는 [Figure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반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부위별 의복 실루엣은 직

물 특성뿐만 아니라 패턴, 인체 형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착용 형상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상 착의와 3D 분석 시스템과의 접목은 원하는 부위의 

의복내 기후 변화 양상을 상세히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재에 상관없이 

T3의 의복내 공극면적이 T1과 T2에 비해 작은 값을 가

진다. 앞의 외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매 패턴만 변

형했지만 함께 연동되어 길원형의 착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앞․뒤 slack면적의 합이 T3
가 14.2cm2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길원형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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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ross section image and area of between clothing and avatar(pattern: T1, T2, T3 fabric: silk, cotton) a: 

mean cross section circumference of clothing, b: mean cross section circumference of avatar, c: space area of between 

clothing and avatar

   

[Figure 12] Cross section area of experimental clothing at bust levels

          CSA: total space area, BCA: space area of between clothing & avatar

동부위가 힘을 받아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

단된다.
소매 횡단면 결과도 실험 의복들의 횡단면 둘레 길이

는 위치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나 패턴간, 소재간 수치가 

비슷하다. 또한 길원형과 마찬가지로 의복내 공극 면적 

크기는 패턴 변형에 따라 변화 한다. [Figure 11]에 기재

한 횡단면 둘레와 실험 의복과 아바타 사이의 공극면적 

수치는 좌․우 값의 평균치를 사용한 것이다. 실험 의복

들의 횡단면도 형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소매 안쪽의 의

복내 공극 면적이 큰데 이것은 가상 착의 시스템 내의 

아바타가 팔을 45˚로 벌려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실험 의복들의 횡단면 둘레 길이는 측

정 위치가 아래로 내려옴에 따라 작아지기는 하지만 같

은 위치에서 패턴간 둘레 길이는 비슷하다. 그러나 의복

내 공극 면적 크기는 위치와 패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CS1-AS1 위치에서 T1 패턴 착의 시 실크, 면 모두 가장 

큰 의복내 공극 면적이 측정되었고, 진동선 근처에서 T3 
패턴 착의 시 의복내 공극 면적 크기가 T1, T2착의에 비

해 작았다. 그러나 손목 근처 측정 위치(CS3-AS3)로 오

면 의복내 공극 면적이 패턴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Figure 12]와 [Figure 13]은 실험 의복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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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ross section area of experimental clothing at sleeve levels

CSA: total space area, BCA: space area of between clothing & avatar

[Figure 14] Comparison of between 2D pattern area and 3D clothing surface area

자체의 전체 공극 면적과 아바타 면적을 뺀 의복내 공극 

면적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12]는 

길원형 부위를, [Figure 13]은 소매 부위를 도시했다. 길

원형의 경우 소재에 상관없이 측정 위치가 내려올수록 

횡단면 전체 공극면적이 약간씩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패턴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의복내 공극 

면적은 패턴에 따라 수치가 다르나 위치가 내려올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패턴 설계에 의

해 착의 결과가 다르므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

시에 의복으로 제작된 후 착용하는 상의 형상도 고려

해야 함이 밝혀졌다. 소매의 경우 측정 위치에 따른 횡단

면 전체 공극 면적과 의복내 공극 면적의 변화 경향이 

비슷하다. CS1위치에서 패턴간의 차이가 가장 크며 CS3
로 올수록 패턴간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앞․뒤 소매 중심선 각도가 같으면(T3) 약간 앞으로 돌

아와 있는 팔의 형상과 맞지 않아, 앞 소매 중심선 각도

가 크고 뒤 소매 중심선 각도가 작은 T1, T2에 비해 길

원형과 소매 모두에서 공극 면적이 작아진다. 따라서 착

용 상의 형태를 반영하는 패턴 설계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2D 패턴의 정보와 3D 가상착의 결과와의 상관관

계 분석

설계된 2D 패턴들의 면적 합과 3D 가상 착의 후 실험 

의복 총표면적을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앞에

서 분석해 온 부위인 진동선부터 아래로 5cm 내려온 영

역을 길원형과 소매로 구획화 하여 3D 가상 착의 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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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mparison of 3D clothing volume according to clothing type

 

[Figure 16] Comparison of 2D front and back slack area & 3D cross section front and back space area 

between clothing and avatar at CL1-AL1 level

면적을 [Figure 14]에 동시에 도시 하였다. 2D 패턴상의 

면적과 3D상 표면적 값은 거의 비슷하고, 3D상 표면적

은 소재간 차이가 거의 없다. 단 3D 표면적 값이 약간 

큰 것은 좌표 데이타에서 불러온(import) 후 메쉬들의 꼭

지점을 연결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상의 작업으

로 생긴 오차이다. 표면적 측정과 같은 위치에서의 공극 

부피를 [Figure 15]에 도시하였다. [Figure 15]에서 보듯

이 의복 부피는 표면적과는 달리 소재간 차이가 보인다. 
표면적은 같아도 즉, 패턴은 같아도 소재에 따라 입혀지

는 형상이 틀려지고 이로 인해 단면적 크기와 의복 부피

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의복 여유분의 분포 양상이 변화

하게 된다.
[Figure 16], [Figure 17]은 길원형과 래글런 소매가 

겹치면서 생기는 삼각형 모형인 slack 면적과 이와 관련

이 큰 CL1, CS1 위치에서의 횡단면도 형상을 비교한 것

이다. 2D 패턴상 slack의 면적을 앞과 뒤로 나누고, 실험 

의복내 공극 면적도 앞과 뒤로 나누어 도시하였다. 실험 

의복내 공극 면적을 앞과 뒤로 나눌 때의 기준은 측정위

치의 아바타 두께의 이등분점에 평면을 생성하여 계산하

였다. [Figure 16]은 길원형에서, [Figure 17]은 소매에서

의 변화이다. 길원형은 2D 패턴상 앞 slack 면적이 커지

면 의복내 앞 단면적이 작아지고, 뒤 slack 면적이 작아

지면 뒤 공극 면적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패턴간에 차이가 크다. 그러나 소매는 앞 slack의 변화 

경향과 앞 소매 공극 면적 경향이 비슷하고, 뒤 slack의 

변화에 따른 뒤 소매 공극 면적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패턴간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소매중

심선 각도 변형에 의해 2D 패턴이 바뀌었지만 착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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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omparison of 2D front and back slack area & 3D cross section front and back space area between 

clothing and avatar at CS1-AS1 level

결과는 소매가 아닌 길원형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D 패턴의 변화에 따라 3D 착의 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착의 실험 시 분석하기 어려

운 진동 부위를 초점으로 하여 가상 착의의 장점을 살리

면서 동시에 3D 분석 시스템과의 접목으로 정량적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길원형은 고정하고 래글런 소

매 패턴만을 변형했을 때 가상 착의를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착의 후 이미지와 밑단 형상 분석 결과 실험 설계 

시 소매 패턴만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의 시 전체적

인 실루엣과 길원형 밑단 형상이 패턴과 소재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 앞소매 경사각 변화에 따른 외관의 차이

는 크지 않았으나 뒤 소매 경사각이 작으면 맞음새에 좋

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2. 착의 후 의복압 분포도 측정 결과 실크에서는 의복

압이 나타나지 않았고, 면에서만 패턴에 따라 다른 의복

압 분포를 보여주었다. 패턴 T1과 T2 착의 시 길원형과 

진동이 만나는 가슴 부위에서 상 적으로 큰 의복압 수

치를 가졌으며 T2의 뒤 소매에서도 비교적 큰 의복압 수

치가 나타났다. 앞에 나타난 의복압은 2D 패턴상의 앞 

slack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뒤 소매의 의복압은 

2D 패턴상 뒤 소매 면적과 연관성이 컸다. 그리고 밀착 

형태가 아니고 본 실험 의복과 같이 여유분이 있는 경우 

접촉 부위와 의복압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이 나

타났다.  

3. 측정 위치에 따른 길원형과 소매의 횡단면 둘레 길

이, 의복내 공극 면적 측정 결과 패턴간, 소재간 수치가 

비슷했다. 단 의복내 공극 면적은 길원형과 소매의 경향

이 달랐는데 길원형의 경우 T3의 의복내 공극 면적이 소

재에 상관없이 작은 값을 가졌다. 소매는  CS1-AS1 위

치에서 T1 패턴 착의 시 실크, 면 모두 가장 큰 의복내 

공극 면적이 측정되었고, T3 패턴 착의 시 의복내 공극 

면적 크기가 T1, T2 착의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손목 

근처 측정 위치(CS3-AS3)로 오면 의복내 공극 면적이 

패턴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4. 2D 패턴들의 면적합과 3D 가상 착의 후 실험 의복

의 표면적 값은 거의 비슷하고 소재간의 차이도 없으나, 
3D 의복내 부피는 소재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 패턴

은 같아도 소재에 따라 입혀지는 형상이 달라지고, 또한 

분석 부위에 따라 의복내 부피가 차이가 나는 현상을 관

찰 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패턴의 한 조각만 변화해도 의복은 패턴 

조각들이 봉재에 의해 하나의 요소로 합쳐지기 때문에 

실루엣, 주름정도, 의복압 분포, 의복내 공극 면적,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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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피들이 연동되어 변화하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관찰 할 수 있었다. 현재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3D 
스캐너와 분석 도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스캔 시 데이타

의 손실로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상 착의 시스템

은 데이터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샅이나 겨드랑이 등 문

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의 정량적 분석에 활용하면 실제 

착의 실험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방법을 실제 3D 측정을 통한 실험과 함께 활용

할 경우 착의 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정량적으로 관

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주제어: 래글런 소매,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맞음새 

분석, 정량적, 소매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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