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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텍스쳐 매핑을 이용한 객체 VR 기반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

곽노윤*

Object VR-based Virtual Textile Wearing System 

Using Textile Texture Mapping

Noyoon Kwak
*

요  약  본 논문은 시점 벡터 추정과 명도 차분 맵에 기반하여 직물 텍스쳐 매핑을 수행하는 객체 VR 기반 가상 직
물 착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객체 VR 용도의 다시점 2D 의류 모델 영상들에서 의류 형상 영역
을 분할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직물 패턴을 가상적으로 착용시킨 후, 이러한 가상 착용 상태를 다시점에서 입
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델 의류의 컬러나 명도에 관계없이 선택된 의류 형
상 영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직물 패턴을 가상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스타일 혹은 전체적인 차림
새를 위한 다양한 직물 패턴 조합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다양
한 디지털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비교적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가상 착용 스타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작업을 줄인 반자동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실용성과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 객체 가상현실, 직물 텍스쳐 매핑, 명도 차분 맵, 시점 벡터 추정

Abstract  This paper is related to an Object VR-based virtual textile wearing system carrying out textile texture 
mapping based on viewpoint vector estimation and intensity difference map. The proposed system is 
characterized as capable of virtually wearing a new textile pattern selected by the user to the clothing shape 
section segmented from multi-view 2D images of clothes model for Object VR(Object Virtual Reality), and 
three-dimensionally viewing its virtual wearing appearance at multi-view points of the object. Regardless of color 
or intensity of model clothes, the proposed system is possible to virtually change the textile pattern with 
holding the properties of the selected clothing shape section, and also to quickly and easily simulate, compare, 
and select multiple textile pattern combinations for individual styles or entire outfits. The proposed system can 
provide higher practicality and easy-to-use interface, as it makes real-time processing possible in various digital 
environment, and creates comparatively natural and realistic virtual wearing styles, and also makes 
semi-automatic processing possible to reduce the manual works. 

Key Words : Virtual Textile Wearing System, Object Virtual Reality, Textile Texture Mapping, Intensity 
Difference Map, Viewpoint Vecto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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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상 착용 시스템(virtual wearing system)은 생산하

기 에 의류를 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제품 개

발과 제조와 련된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비주얼 도구들  하나이다. 오늘날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컴퓨터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보편

인 일이다. 표 인 련 회사들로는 랑스의 트

라 시스템(Lectra System), 미국의 거버 시스템(Gerber 

System), 투카 CAD(Tuka CAD), SGS 옵티텍스(SGS 

Optitex), 캐나다의 패드 시스템(Pad System), 독일의 어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8호(2012.9)

240

시스트(Assyst), 한국의 D&M 테크놀로지, 우씨엔아

이, 일본의 아사히-카세이(Asahi-Kasei), 도요시마 비즈

니스 시스템(Toyoshima Business System), 유카, 스타

일 캐드, 옵티텍스 등이 있다[10]. 컴퓨터 그래픽스 기법

을 통해 생성한 의복을 착용한 가상 인체의 모습은 의복

의 형태에 따라 그 사실감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상 인체의 표면 은 부분 의류로 

덮여 있으므로 주름과 구겨짐 등이 실 으로 잘 표

된 의복은 사실감과 자연스러움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

가 된다. 우수한 가상 착용 시뮬 이션 알고리즘은 최

한 빠른 CPU 처리시간 내에 필요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격히 이루어지는 인체의 자세변화에 

해서도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7].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까지 다양한 3D 디지털 

패션 기술들[7][15][12][11][13][5]이 개발된 바 있다. 재

의 3D 디지털 패션 기술은 많은 발 을 거듭해 (주)에

엑스기어(FX Gear)는 3D 클로스 시뮬 이션 로스

(Qualoth)와 3D 헤어 시뮬 이션 에 엑스헤어(FxHair)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옷의 주름, 움직임, 재질 등을 보

다 사실 으로 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능을 에니메

이션, 화,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

에도 용시켜 가상 패션쇼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

학교 디지털 클로딩 센터에서는 (주)에 엑스기어와 

력하여 첨단 3D 디지털 의상 제작 기술인 DC-Suite를 

상용화하 다. 이는 체계 인 패턴 메이킹, 사실 인 3D 

직물의 재 , 정확한 3D 피  시뮬 이션, 로터/커터 

등의 제어를 통한 실제 생산 과정으로의 연결 등의 기술

들을 통합한 시스템이다[8]. 그러나 통상의 3D 가상 착용 

시뮬 이션은 다시 을 제공하는 3D만의 장 이 있는 

반면, 원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질감을 표 하기 어

렵고 한 많은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방 한 연산량으로 인

해 실시간성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 고품

질의 결과를 획득하기 해선 숙련된 작업자도 많은 시

간과 노력을 요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3D 가상 착용 

시뮬 이션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실

사 기반 2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이 다수 발표되어 있

다. 그 사례로는 랑스의 트라 시스템이 개발한 트

라 카탈로그 패키지(Lectra Catalog Package)[18], 한국

의 D&M 테크놀로지(D&M Technology)가 개발한 

VWS(Virtual Wearing System)[2][3], 원 학교가 발

표한 2.5D 드 이핑 시스템[4], 백석 학교가 발표한 2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인 Virtual Cody 1.0[1][9] 등이 있

다. 2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은 3D 기술이 갖고 있는 연

산량 문제와 모델링의 복잡성에 한 부담을 일 수 있

기 때문에 3D 시스템을 용할 수 없거나 이를 용하기

에 다소 부담스러운 응용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 특히 실사 상에 기 함에 따라 직물 원단의 

재질감을 사실 으로 표 할 수 있는 2D만의 장 이 있

고 체 으로 실행 일의 크기나 시스템의 복잡도 측

면에서 경량화되어 있다. 그러나 2D 가상 직물 착용 시스

템은 단일 시 의 상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원

인 한계와 제약 을 갖고 있다. 따라서 2D 가상 직물 착

용 시스템의 사실 인 재질감 표 력과 경량화 특성, 그

리고 3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다시  특성을 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가상 직물 착용 기술의 등장이 기

되지만 재까지는 이러한 요청을 하게 수용할 수 

있는 련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백

석 학교의 Virtual Cody 1.0을 객체 VR(Object Virtural 

Reality) 환경에서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Virtual 

Cody 2.0를 제안함에 그 목 이 있다. 제안된 객체 VR 

기반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은 시  벡터 추정과 명도 차

분 맵을 이용하여 직물 텍스쳐 매핑을 수행하는 것이 특

징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객체 VR 용도의 다시  2D 의

류 모델 상 시 스에서 의류 형상 역을 분할하여 사

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직물 패턴을 가상 으로 착용시킨 

후, 이러한 가상 착용 상태를 다시 에서 입체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안된 시스템은 다시  의류 모델 상 

시 스에서 인 한 시  상들 간의 시  벡터를 추정

하고, 이 시  벡터만큼 직물 패턴을 이동시켜 직물 텍스

쳐 매핑을 수행함으로써 시 이 변해도 매핑된 직물 무

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해당 시 에 상응하는 패

턴의 치 정합성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안된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

2.1 객체 VR(Object Virtual Reality)

가상 실(VR : Virtual Reality)은 하나 는 그 이상

의 인간 감각을 포함하여 참여자의 행동에 따라 실시간

으로 발생하는, 컴퓨터에 의해 상상의 세계를 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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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들어낸 인공 인 세계이다. VR은 크게 이미지 기반 

VR(Image-based Virtual Reality, Photographic VR)과 

모델링 기반 VR(Modeling-based Virtual Reality)로 구

분할 수 있다. 객체 VR(Object Virtual Reality)은 이미지 

기반 VR의 일종으로, 카메라가 상물( 컨  상품, 제

품, 사람 등)의 주 를 같은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며 360

도 회 하면서 촬 한 후, 촬 한 이미지를 연속 으로 

보여 으로써 상물을 다시 에서 입체 으로 볼 수 있

도록 해 다. 노라마 VR(Panoramic VR)이 공간을 체

험하기 한 기술이라면, 객체 VR은 상물을 상하좌우 

다시 에서 입체 으로 보기 한 기술이다. 즉, 소비자

가 컴퓨터상에서 제품을 좌우 혹은 상하로 이리 리 돌

려보거나 확  는 축소하면서 마치 제품을 손에 들고 

보는 듯한 상태로 제작하여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객체 VR의 제작 방법은 좌우

로만 회  가능한 싱  로우(single row: 좌우 360도) 방

법과 좌우상하로 회 이 가능한 멀티  로우(multiple 

row: 좌우 360도, 상하 180도) 방법이 있다[6].

2.2 제안된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구성

[그림 1]은 제안된 객체 VR 기반 가상 직물 착용 시스

템의 스크린 샷(screen shot)을 시한 것이다. 

[그림 1] 제안된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스크린 샷

제안된 시스템은 완성된 의류를 착용하거나 시한 

상태를 담고 있는 객체 VR 용도의 다시  2D 의류 모델 

상에서 원하는 의류 형상 역을 분할한다. 이후, 의류 

특징 정합을 통해 각 의류 모델 상들 간의 시  벡터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의류 형상 역의 명도 성분에 한 

평균 명도값을 계산한 후, 의류 형상 역에 포함된 각 

화소의 명도값에서 평균 명도값을 감산하여 명도 차분 

맵(intensity difference map)을 산출함으로써 의류 형상 

역의 음   조명 특성을 추출한다. 이후 사용자 입력

이나 시스템 입력을 통해 의류 모델 상의 의류 형상 

역에 가상 으로 착용시키고 싶은 직물 패턴이 선택되면, 

다시  의류 모델 상 시 스를 상으로 시  벡터와 

명도 차분 맵을 이용한 직물 텍스쳐 매핑(textile texture 

mapping)[9]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직물 원단의 착용상

태를 다시 에서 입체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는 제안

된 객체 VR 기반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순서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2] 제안된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순서도

2.2.1 다시점 의류 모델 영상 입력

다시  의류 모델 상 입력 단계에서는 다양한 색상

이나 질감을 갖고 있는 완성된 의류를 착용하거나 시

한 상태를 담고 있는 객체 VR 용도의 다시  2D 의류 모

델 상을 사용자 입력을 통해 입력받는다. 컨  [그림 

3]  [그림 4]는 제안된 시스템에서 입력용으로 사용한 

다시  상 시 스들로서, 총 18장으로 구성된 객체 VR 

용도의 다시  의류 모델 상 시 스들이다. 각각 ‘Red 

Jacket’ 상 시 스  ‘Black Skirt’ 상 시 스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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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이 시 스들은 국산 객체 VR 솔루션인 (주)인

트빔(Intvim)의 ezVR Studio 5000을 이용하여 턴테이블 

상의 의류 모델을 싱  로우(single row)로 20도씩 회

시키면서 360도 상의 각 시 에서 촬 한 것이다. 

[그림 3] Red Jacket 영상 시퀀스

[그림 4] Black Skirt 영상 시퀀스

2.2.2 의류 형상 분할

의류 형상 분할 단계에서는 역 성장 기반 컬러 상 

분할을 이용하여 입력받은 의류 모델 상에서 원하는 

의류 형상 역을 분할한다. 의류 모델 상의 의류 역 

상에 치한 임의의 표본 역을 직사각형 형태로 사용

자 입력을 통해 지정하면, 의류 모델 상의 윤곽선 정보

를 유지하면서 각 컬러 상의 화소값 분포를 단순화시

키기 해 의류 모델 상의 R, G, B 성분을 상으로 수

리 형태학 연산의 일종인 복원 기반 개방-폐쇄 연산

(open-close by reconstruction)[14]을 용한다. 이후, 표

본 역의 각 컬러 성분별 표 편차를 계산한 후, 각 컬

러 성분의 표 편차에 비례하는 범 로 결정된 바운딩 

박스(bounding box)[17]를 이용하여 컬러 성분값이 유사

한 인  화소를 병합하는 역 성장(region growing)을 

통해 상 분할을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의류 형상 분할 

과정은 다시  의류 모델 상 시 스 내의 모든 상을 

그 상으로 삼는다.

2.2.3 시점 벡터 추정

시  벡터 추정 단계에서는 의류 특징 정합을 통해 각 

의류 모델 상들 간의 시  벡터를 추정한다. 이를 좀 

더 상술하면, 의류 특징 역을 찾기 해 각 의류 형상 

역의 심 주변의 블록들 에서 분산이 가장 큰 블록

을 구한 후,  시  상과 다음 시  상 간에 이 블록

을 이용한 블록 정합 알고리즘(BMA : block matching 

algorithm)을 수행하여 시  벡터를 구한다.

원칙 으로, 상 정합은  시  상과 다음 시  

상 간에 식 (1)과 같은 변환 라미터를 계산하는 과정이

다. 그러나 본 논문의 다음 시  상은  시  상으

로부터 싱  로우로 20도 회 시켜 촬 한 것이기 때문

에  시  상에 해 단순 이동된 상으로 가정하는 

근사화를 통해 연산의 고속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

한 근사화에 따르면 식 (1)은     , 

     이 되어 계산이 간단해진다.

    ′ 


























       (1)

여기서,    , ′ ′′이다. 정합은 
블록 정합[16]을 사용하며, 오차 메트릭은 식 (2)와 같이 

SSD(Sum of Square Difference)를 사용한다. 

  



 



    (2)

여기서, 는 템 릿 상, 는 템 릿 상에 

정합될 상,  는 변 ,   

는 오차를 의미한다. 상 정합 문제는   함수를 최소

화시키는 라미터 를 찾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  크기의 블록 정합을 수행하여 시  벡터()

를 구한다. 블록 정합은 정합될 두 상이 카메라 즈에 

의한 변형이나 회 과 같이 단순 이동된 계가 아닌 경

우에 큰 오정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이기 

해서 식 (1)의 모든 변환 라미터를 계산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방 한 연산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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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담이 발생한다.

2.2.4 명도 차분 맵 산출

명도 차분 맵 산출 단계에서는 의류 형상 역의 명도 

성분에 한 평균 명도값을 계산한 후, 의류 형상 역에 

포함된 각 화소의 명도값에서 평균 명도값을 감산하여 

명도 차분 맵을 산출함으로써 의류 형상 역의 음   

조명 특성을 간 으로 추출한다. 

이를 해 우선, 의류 모델 상을 HSI 컬러 모델로 

변환하여 명도 성분 상 I(intensity)을 산출한다. 이후 

식 (3)과 같이 의류 모델 상의 명도 성분 상   

에서 의류 형상 역의 평균 명도값 를 계산한 후, 의

류 형상 역에 포함된 각 화소의 명도값에서 평균 명도

값 를 감산하여 명도 차분 맵  를 산출한다. 

 

 
 ∈

 

   
 ∈



(3)

식 (4)는 의류 모델 상에서 추출한 의류 형상 역의 

명도 차분 맵  를 나타낸 것이다. 

      ∈ (4)

식 (3)과 식 (4)에서    는 각 의류 형상 역 

에 포함된 화소의 수평 좌표  수직 좌표를 가리키는 것

이다. 는 해당 의류 형상 역의 화소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는 의류 형상 역이 다수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을 시에 이를 인덱싱하기 한 변수이다. 

2.2.5 직물 텍스쳐 매핑

직물 텍스쳐 매핑 단계에서는 먼 , 사용자 입력이나 

시스템 입력을 통해 의류 모델 상의 의류 형상 역에 

가상 으로 착용시키고 싶은 직물 패턴을 입력받는다. 

그런 다음에 식 (5)와 같이 '명도 차분 맵에 소정의 반  

비율 를 곱한 값'과 '직물 패턴의 명도 성분값'을 응

되는 화소단 로 합산한다. 이후 합산 결과값으로 의류 

모델 상 내 의류 형상 역의 명도 성분값을 체한다. 

한 의류 형상 역 내 채도 성분값과 색상 성분값은 식

(5)와 같이 각각 직물 컬러의 채도 성분값과 색상 성분값

으로 체함으로써 직물 텍스쳐 매핑[9]의 수행을 모두 

완료한다. 






′′    ′  

′′    ′ 

′′   ′ 





  ∈

(5)

여기서 소정의 반  비율 는 식 (6)과 같이 식 (3)에

서 구한 의류 형상 역의 평균 명도값 로, 의류 형상 

역에 화소단 로 응되는 직물 패턴의 평균 명도값 

 
′ 를 나눗셈한 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과 소정의 가
산 상수 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안된 방법에서 가산 

상수 는 2.5를 사용하 다. 

   








′ 




(6)

직물 패턴 역의 평균 명도값  
′ 는 식 (7)을 이용

하여 구한다. 여기서,  ′ 는 직물 패턴의 명도 성분 
상을 의미한다.


′ 

 
 ∈

 ′  (7)

[그림 5] 첫 번째 시점 영상의 직물 텍스쳐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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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첫 번째 시  상의 직물 텍스쳐 매핑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시  상에 한 이상과 

같은 직물 텍스쳐 매핑을 마친 후, 그 다음 시  상부

터 마지막 시  상까지는 각 의류 모델 상들 간의 시

 벡터만큼 직물 패턴의 심을 이동시켜서 직물 텍스

쳐 매핑을 수행한다.

2.2.6 가상 착용 영상 출력

가상 착용 상 출력 단계에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GUI) 상에서 직물 패턴을 자유롭게 변경･선택할 

수 있다. 직물 패턴이 선택되면 다시  의류 모델 상 

시 스의 각 상을 상으로 직물 텍스쳐 매핑을 수행

함으로써 디지털 직물 원단의 착용 상태를 다시 에서 

입체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원하는 만큼 반복

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실제 의복을 제작하지 않

은 상태에서도 다양한 직물 원단이 의복의 외 에 미치

는 향을 다시 에서 시뮬 이션할 수 있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평가하기 해, Intel 

Core i7 CPU Q740 1.73GHz(4GB RAM)에서 Microsoft 

Visual C++ 2008을 사용하여 다양한 직물 패턴 상과 

다시  의류 모델 상 시 스들을 상으로 제안된 방

식에 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7]과 

[그림 8]은  ‘Red Jacket’ 상 시 스에 [그림 6(a)]의 ‘직

물 #01’을 가상으로 착용한 사례이고, [그림 9]와 [그림 

10]은 ‘Black Skirt’ 상 시 스에 [그림 6(b)]의 ‘직물 

#02’를 착용한 사례를 시한 것이다. 참고로 [그림 7]∼

[그림 10]은 제안된 시스템에 개발․탑재된 객체 VR 뷰

어의 스크린 샷(screen shot)이다. 

 

  

(a) 직물 #01            (b) 직물 #02 

  

(c) 직물 #03            (d) 직물 #04 
[그림 6] 적용된 직물 패턴 영상들

[그림 7] 제안된 시스템을 Red Jacket 시퀀스에 적용한 결과

 

(a) 0도                    (b) 60도

 

(c) 120도                (d)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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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40도                (f) 300도
[그림 8] [그림 7]의 가상 직물 착용 결과를 60도 간격으로 

선별한 결과 영상

[그림 9] 제안된 시스템을 Black Skirt 시퀀스에 적용한 결과

 

(a) 0도                  (b) 60도

 

(c) 120도                  (d) 180도

 

(e) 240도                 (f) 300도
[그림 10] [그림 9]의 가상 직물 착용 결과를 60도 간격으로 

선별한 결과 영상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직물 패턴의 크기를 그 로 이

용할 수도 있으나 상 스 일러를 이용하여 원하는 크

기로 조 한 후에 착용시킬 수도 있다. 체 으로 자연

스럽고 사실 인 객체 VR 기반의 가상 직물 착용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는 제안된 방법을 구 한 소 트웨어인 

Virtual Cody 2.0의 스크린 샷을 나타난 것이다. [그림 

11(a)]  [그림 11(b)]은 각각 ‘Black Skirt’  ‘Hunting 

Cap’ 상 시 스에 [그림 6(c)]의 ‘직물 #03’과 [그림 

6(d)]의 ‘직물 #04’을 착용시키는 과정을 시한 것이다. 

각 그림에서 좌상단 상이 모델 상이고 나머지 상

은 직물 텍스쳐 매핑을 통해 생성한 매핑 시 스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1(b)]와 같이 의류 액세사리의 일종인 

모자에 제안된 방법을 용한 경우에도 비교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 Black Skirt 시퀀스와 직물 #03의 텍스쳐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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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ungting Cap 시퀀스와 직물 #04의 텍스쳐 매핑

[그림 11] 제안된 방법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의 스크린 샷

트라 시스템의 트라 카탈로그 패키지, D&M 테크

놀로지의 VWS, 원 학교의 2.5D 드 이핑 시스템, 백

석 학교의 Virtual Cody 1.0 등과 같은 기존의 2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들은 단일 시 의 상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근원 인 한계을 갖고 있다. 반면에 제안된 객

체 VR 기반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은 3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다시  특성과 2D 시스템의 사실 인 재질감 

표 력  경량화 특성을 효율 으로 충한 장 을 갖

고 있다. 직물 텍스쳐 매핑 시, 트라 카탈로그 패키지와 

원 학교의 2.5D 드 이핑 시스템은 의류 모델 상과 

직물 패턴 상의 명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만 사

용할 수 있다. 그리고 D&M 테크놀로지의 VWS는 흰색 

의류만을 의류 모델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은 명도 차분 맵을 이용

하기 때문에 모델 의류의 컬러나 명도에 무 하게 용

할 수 있는 것이 장 이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상 분할 

특성은 자연스럽고 사실 인 직물 매핑 결과에 결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안된 방법의 근간이 된다. 그

러나 2차원 상의 특징상 배경의 복잡도나 비도와 무

하게 원하는 의류 객체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추출할 

수 있는 상 분할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만 인

터넷 의류 쇼핑몰, 자 의류 카탈로그나 온라인 패션 잡

지 등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객체 VR 기반 다시  의류 

모델 상의 경우, 비교  양호한 조명 조건과 단순한 배

경에서 촬 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사용자 입력

을 부분 으로 사용하는 제안된 방법의 반자동 상 분

할 기법을 하게 용하면 비교  실용 이면서도 양

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제안된 시스템은 2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사실

인 재질감 표 력과 경량화 특성, 그리고 3D 가상 직물 

착용 시스템의 다시  특성을 충한 객체 VR 유형의 새

로운 가상 직물 착용 기술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델 의

류의 컬러나 명도에 계없이, 선택된 의류 형상 역의 

음   조명 특성을 유지하면서 직물 패턴을 가상 으

로 변경시킬 수 있고, 직물 패턴의 가상 직물 착용 상태

를 다시 에서 입체 으로 측할 수 있다. 한 각기 다

른 스타일 혹은 체 인 차림새를 한 다양한 직물 패

턴 조합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시뮬 이션하고 비교․선

택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비교  자연스럽고 입체 인 객

체 VR 기반의 가상 직물 착용 스타일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수작업을 최소한으로 인 반자동화 처리가 가능하

기 때문에 높은 실용성과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의복을 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물 원단의 

디자인이 의복의 외 에 미치는 향을 다시 에서 시뮬

이션할 수 있음에 따라 직물 디자이 의 창작활동을 

도와  수 있다. 더불어 제품의 교환  반품이 어드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원격지 매장의 의상과 같이 직

 입어볼 수 없는 의류를 구매할 시의 불안감도 여  

수 있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을 응용하여 온라인 직물 디자인 반응 

조사, 가상 의류 시, 가상 자동차 도장 디자인, 가상 상

품 포장 디자인, 가상 벽지 디자인 분야 등과 같은 연구 

주제들과 기술 인 결합이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견된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   효과와 산업

상의 이용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은 의류 형상 역의 색이나 밝기 

정도에는 무 함 반면에 모델 의류의 직조 패턴에 따른 

명도 변화에는 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할 경

우, 모델 의류의 음   조명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조 

패턴을 하게 제거할 수 있는 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 제시한 시뮬 이션 결과는 직물

이 인체에 착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물의 기하학  

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지 이 기하학  변형의 결과

로 나타나는 음  변화 특성만을 이용한 결과이다. 제안

된 방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한 수 의 실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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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체크무늬와 같이 매우 규칙

이면서도 모티 (motif)가 큰 문양 패턴을 갖고 있는 직

물의 경우에는 상 으로 부자연스러운 착의 결과가 생

성된다. 따라서 직물 패턴의 기하학  변형을 사실 으

로 표 하기 한 상 워핑 기술이 추가 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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