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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 global textiles and fashion industries have gradually shifted focus to high value-added, high sensibility,
and multi-functional products based on new human-friendliness and sustainable growth technologies. Textile design CAD
systems have been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sector advances. This study compares
the patterns or images of actual woven fabrics and virtual fabrics prepared with a textile design CAD system. In this study,
several weave structures (such as fancy yarn weave and patterns) were prepared with a shuttle loom. The woven textile
images were taken using a CCD camera. The same weave structure data and yarn data were fed into a textile design CAD
system in order to simulate fabric images as similarly as possible. Similarity Index analysis methods allowed for an anal-
ysis of the index between the actual fabric specimen and the simulated image of the corresponding fabric. The results
showed that repeated small pattern weaves provide superior similarity index values than those of a fancy yarn weave that
indicate some irregularities due to fancy yarn attributes. A Complex Wavelet Structural Similarity(CW-SSIM) index
resulted in a better index than other methods such as Multi-Scale(MS) SSIM, and Feature Similarity(FS) SSIM, across
fabric specimen images.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imilarity index based on an image analysis and a similarity eval-
uation by panel members was also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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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n(장식사), virtual fabric(가상 직물)

1. 서 론

패션소재산업은 패션트렌드의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선

도하기 위하여 전통적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적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

품종대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고감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

모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섬유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구

축되고 있다. 한편 패션소재 기획 및 디자인 분야에서는 텍스

타일 디자인 CAD의 보급이 널리 이루어져가고 있다(Choi et

al., 2007). 또한 디자인의 다양성 및 업무효율의 향상으로 인해

텍스타일 디자인 CAD의 실질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Ryu et

al., 2007). CAD 시스템의 도입 초기에는 2차원 디자인이 중심

이었으나 점차 3차원 렌더링 혹은 3차원 스캐닝을 포함한 3차

원 CAD의 디자인도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2). 그리고

3차원 CAD시스템의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의류 구매의 경우

가상착의 시스템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Lim, 2012).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과 2차원 혹은 3차원

텍스타일 디자인 CAD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가상

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은 사실성이 뛰어나며 상당한 수준에 이

르렀다고 할 수 있다(Choi & Ko, 2005). 

패션소재의 기획에 필요한 텍스타일 디자인 CAD시스템 중

직물 디자인 CAD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원사의 번수, 밀도,

꼬임수, 색상, 직물조직을 설정하여 모사된 디자인을 결과물로

얻게 된다(Sohn et al., 2012). 그리고 시어서커 직물의 경우

표면의 올록볼록한 입체적 효과를 부여하며, 방모사의 경우 직

물 표면에 나타난 방모의 길이 효과를 길거나 짧게 발생빈도를

조절하여 부여하게 된다. 패션소재의 패턴이나 표면질감을 묘

사하는 텍스타일 디자인 CAD 시스템에서는 결과물에 사실성

을 부여하기 위하여 렌더링이 필요한데, 사실성 향상을 위해 정

밀한 2차원 렌더링 결과를 3차원 입체의상에 맵핑(mapping)하

는 것이 필요하다. 평면적이거나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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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실제의 직물표면과 가상적으로 모사한 직물의 결과물 사

이의 유사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

부 독특하거나 변화가 많은 디자인, 입체적으로 복잡하거나 광

택도가 높은 디자인, 혹은 관찰 방향에 따라 광택의 변화가 발

생하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렌더링 기술을 사용할 때

실제 제품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Hirayama et al., 2000; Sadeghi, 2007). 

텍스타일 디자인 CAD를 사용하여 직물을 디자인하는 경우,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20~60’s 정도의 면사를 사용한

직물의 경우에는 선행연구(Choi & Kim, 2009, 2011)의 결과

에서 실제 직물의 화상과 가상적으로 구성한 화상 사이에 유사

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경우로서 태

번수(1~2’s)의 면사나 양모 혼방사를 사용하여 수직기로 제직

한 경우에 실제 직물의 화상과 가상적으로 구성한 화상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원사의 특성과 직조 설

비 등으로 인해 경사나 위사의 배치가 세번수 직물에 비해 불

규칙해질 수 있고 또한 태사가 사용된 경우 직물구조가 입체적

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이 유사도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Yoon & Kim,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물의 조직 중 변화조직을 적용한 소재

와 원사 굵기의 변동이 뚜렷한 장식사를 사용하여 직조한 소재

를 실물의 화상 및 이에 대응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CAD를 사

용하여 가상적으로 모사한 화상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표

면의 상태가 비교적 복잡한 디자인의 경우 유사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직물의 화상과 모

사된 화상을 평가자 패널에게 제시하여 분석하고 통계처리 및

상관성 분석을 시행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패션소재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중 일

부 조직을 선택하여 변화조직과 장식사를 조직도에 반영하여

설계하고 수직기를 사용하여 제직하였다. 동일한 조직을 텍스

타일 디자인 CAD를 사용하여 실의 번수와 밀도를 조정하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가상적인 직물을 구성하였다. 한편 실

제 수직기로 직조한 직물 시편을 CCD카메라로 촬영하여 화상

을 획득하고, 이 화상과 텍스타일 디자인 CAD에서 구현한 가

상적 2차원 화상과의 일치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화상 사이의 유사성분석(Similarity Index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소재 트렌드

2011 F/W 시즌의 다양한 패션소재 트렌드 중에서 다음과 같

은 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자의 관점에서 선택하고자 하였

다(Firstview Korea, 2011). 여성적인 감성과 예술적 감각을 부

여한 스타일 중에서 보헤미안 무드는 특유의 레이어링을 강조

하고 있다. 사용한 소재는 멜란지 직물이나 니트, 울 펠트와 같

은 시골풍의 소박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1960

년대 모즈룩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소재의 경향은 실루엣과 스

타일링은 절제하고 소재, 패턴 등을 통해 장식성을 부여하고 있

다. 캐시미어 펠트, 울 개버딘, 멜튼 등의 양모를 사용한 소재

와 새틴, 루렉스 니트 등의 광택이 풍부한 소재가 공존하고 있

다. 트위드의 경우 특유의 불균일한 투톤 효과와 굵은 원사를

사용한 조직의 입체적인 질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기하학적

인 모티브의 활용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2.2. 텍스타일 디자인 CAD 시스템

패션소재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텍스타일디자인 CAD

는 섬유 패션 산업의 기획 및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텍스타

일 디자인 및 컬러웨이 작업등 다양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Youngwoo CNI, 2012). 전통적으로 수작

업이 많은 분야에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

의 창의적인 디자인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섬유 패션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

아지고 있다. 또한 직물이나 편성물의 조직에 원사의 종류, 꼬

임, 색사 등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표면에 부출된 방모섬

유의 표현, 시어서커 등의 입체적 효과를 비교적 정밀하게 표

현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타일 디자인에 용이한 적용이 되고

있다. 또한 그리드(grid)를 인체의 입체적 형태에 가깝게 표현

하고 그 표면 위에 맵핑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므로 3차원에

가까운 음영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현방법은 2차원적인

표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3차원적 표현에 대한 기

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화상분석 및 유사성 분석

사람의 눈은 물체의 형태나 색상, 질감, 수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주어진 주위의 사물을 경험에 의해

빠르게 판단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시각적 정보를 입수하려고 할 때에는 피로, 육

체적, 심리적 영향 등으로 인해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

에 반해 화상분석 시스템(Image analysis system)은 육안평가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화상분석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Global Lab Image(Data

Translation, 2006), ImageJ(NIH, 2011) 등이 있다.

주어진 화상 사이의 유사성 분석은 비교하려고 하는 화상들

사이의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화상의

유사성은 텍스처 유사성, 색상 유사성, 공간 유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사성 분석에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은 MSE

(Mean Squared Errors)분석법이며, 수학적인 계산이 용이하며

최적화에 유리하다. 그러나 패턴 인식이나 화상의 품질 평가에

사용할 경우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이 분석방법이 육안에 의해 인식되는 화상 품질의 판단기

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MSE는 화상 중의 화소의 회색계

조값(Gray values)을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명도와 대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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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따라서 육안에 의한 주관적인 화상

의 품질과 MSE값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Wang &

Bovik, 2009).

웨이블릿 이론에 근거한 다중해상도분석(Multi-resolution

analysis [이후 MR/1으로 약칭])은 2차원적인 데이터의 집합을

상이한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주파 성분으

로 분해한 화상은 구조적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Mallat, 198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MR/1 분석법 중 à trous(‘with hole‘)

알고리듬은 피라미드 구조의 화상분해와 같이 위 단계로 올라

갈수록 원 화상에 비해 해상도가 줄어드는 변환구조가 아니라,

평행한 파이프형태로 원래의 해상도가 유지되는 변환을 사용하

게 된다(Starck et al., 1998). 

Wang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MS-SSIM Index법을 제시

하고 있다. 즉 Structural Similarity(SSIM) Index법이 주어진

하나의 스케일에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 MS-SSIM법은 관찰자

의 관찰조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화

상이 표시된 인쇄매체나 모니터의 해상도(resolution) 혹은 관찰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스케일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SSIM Index분석법이나 이에서 유도된 MS-SSIM(Multi

Scale SSIM)
 
등의 분석법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HVS

(Human Visual System)가 화상 중의 구조적인 정보에 적응한

다는 점에 있다. 위상일치도(PC, Phase Congruency)가 높은

점에서 화상 중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므로

Zhang et al.(2011)은 FSIM(Feature Similarity)방법을 제시하였

다. 즉 위상일치도 분석방법을 FSIM 분석방법의 근간으로 하

며, 화상의 GM(Gradient Magnitude)를 부차적인 분석수단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HVS의 평가에 가까운 분석수단으로 하

고자 하였다.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화상을 f1, f2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할 수 있다. PC1과 PC2는 화상 f1, f2에서 추출

한 PC map이고, G1과 G2는 화상 f1, f2에서 추출한 GM

map으로 표시한다. FSIM(eqn. 1)은 PC1, PC2, G2, G2에서 계

산한다.

(eqn. 1)

실제의 직물에서는 경사와 위사의 방향이 정확한 직각을 유

지하기 힘들다. 이것으로 인해 유사성의 계산 정밀도가 크게 저

하되는 점을 보완하여야 화상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성 있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직조된

시료의 경사나 위사에서 나타나게 되는 피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산과정을 보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에 화상의 회전을 포함한 작은 정도의 위치이동 등 비구조적

왜곡에 의해 화상의 유사성 계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CW-SSIM Index방법(Sampat et al., 2009)을 적용하였

다. 다음 eqn. 2는 비교하려고 하는 화상 x, y에 대해 CW-

SSIM Index를 계산하는 식이다.

(eqn. 2)

위 식에서 K는 본 연구의 경우 0.03의 작은 수치를 대입하

였다. 

3. 연구방법

3.1. 소재 선정 및 직조

패션소재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에서 본 연구와 연관성이 있

는 조직으로 능직의 변화조직과 장식사를 이용한 직물조직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직물시료는 일반 합연사를 이용한 변화직

물과 장식사를 이용한 수자직으로 제직하였다. 8종광 타입의

수직기(모델 DR15인치)를 사용하였다. 경사와 위사에 면, 아크

릴, 양모 등의 실을 사용하였고(Table 1), Patterned Fabric이라

는 의미에서 각각 P1, P2, P3로 표기하였다. 이때 원사로는 모

우나 장식적 특징이 없는 면사를 사용하여 제직하였다. 텍스타

일 디자인 CAD에 입력할 실은 실제의 원사를 스캐너로 스캔

하여 사용하였다. 위사에 장식사를 이용하여 제직한 시료는

Decorative Fabric의 의미로 D1, D2, D3, D4로 표기하였다

(Table 2). 장식사 직물의 원사도 역시 스캐너를 사용하여 입력

하였다. 스캐너 해상도는 160dpi로 설정하였다.

장식사를 사용한 직물인 D1, D2, D3, D4도 6합 면사를 사

용하여 정경하였다. 조직은 위사인 장식사가 많이 드러날 수 있

도록 수자직 중 5매주자로 직조하였다. 위사에는 6합연사와 장

식사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D2와 D3는 같은 종류의 장식사

를 사용하였다. 

3.2. 화상획득 및 화상분석 방법에 의한 유사성분석

화상획득은 컬러 CCD(Charge Coupled Device)카메라, 컴퓨

터, 조명 장치, 마이크로줌 렌즈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통해 카

FSIM

SL X( ) PCm X( )•
X Ω∈

∑

PCm X( )
X Ω∈

∑

----------------------------------------------------=

CW SSIM cx cy,( )–

2 cx i, cy i,

*

i 1=

N

∑ K+

cx i,

2
cy i,

2
K+

i 1=

N

∑+

i 1=

N

∑

--------------------------------------------------------------=

Table 1. Yarn specification of fabric specimens

 Yarn 

Code
 Yarn Specification

N1  Acryl 50/ Rayon 50

N2  Acryl 50/ Rayon 50

N3  Cotton 100

N4  Cotton 100

N5  Cotton 100

F1  Mohair 50/ Polyacryl 20/ Polyamide 10/ Acryl 10/ Nylon 10

F2  Wool 50/ Acryl 50

F3  Wool 50/ Acry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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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에서 촬영하였으며 Frame grabber를 통하여 컴퓨터에 저

장했다. 촬영된 직물시료의 화상은 Frame grabber회로중의 A/

D(analog to digital) 컨버터에서 디지털화되어 저장된다. 이 때

저장형식은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을 사용하였다.

Texpro Weave에서 획득한 시료의 시뮬레이션 화상은 Weave

file로 저장되는데 Texpro Textile에서 실행한 후 우선 BMP

file format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Texpro 프로그램을 포함

한 CAD 시스템은 직물소재 실물을 모사하여 생산과정 단축,

샘플제작의 실패율 감소와 그로 인한 비용절감 등의 이익을 얻

으려는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실물과 시뮬레이션 화상의

유사도가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화상간의 유사

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제 시료와 모사된 화상 사이의 유사

성 분석 뿐 아니라 모사된 화상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유사성을

확인해 보았다. 화상분석에 이용할 원본화상은 ImageJ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Gray 8bit TIFF형식으로 변환하고 전체적인

화상의 유사성 분석은 MS-SSIM Index법과 FSIM Index법,

CW-SSIM Index법을 사용하였다. MR/1을 사용한 웨이블릿 변

환 시 실제 시료의 화상과 시뮬레이션 화상은 Gray 16bit의

FITS(Flexible Image Transport System)형식으로 변환하여 실

행했다. 

CW-SSIM Index법은 공개된 Matlab code를 활용하였다

(Brooks, 2006).

3.3. 육안 관찰 및 평가자 패널에 의한 분석

실물의 화상과 가상적으로 구성한 화상 사이의 차이를 육안

으로 관찰하고 이를 서술하였다. 또한 보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

하여 평가자 집단에 의한 유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평가자 집단은 의류학 전공자들로 구성하였다. 평가를 위한

시료는 대비용 사진을 사용하였다. 평가자들이 각 시료쌍(실물

사진과 텍스타일 디자인 CAD를 사용해 구성한 출력사진)을 보

고 각 시료쌍에 대한 유사도를 1점(최저점)~7점(최고점)으로 판

정하도록 하였다. 판정자는 모두 42명이었다. 결과는

SPSS(IBM SPSS Statistics 21)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육안 관찰결과 및 평가자 패널에 의한 분석

Table 3은 실제로 직조된 직물시료의 화상과 텍스타일 디자인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상적으로 직조한 직물의 화상을 비교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1은 실제 시료와 가상적인 직물이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 직물에서 모든 경사가 위사에 대하여 직각을 유지

하며 직조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로 인해 미세한 각도의 변

화가 발생하며 또한 경사와 위사 사이에 약간 불균일한 기공을

갖게 된다. 컴퓨터를 사용한 CAD작업에서는 이러한 불균일의

요인이 없이 모사될 수 있으므로 두 화상 사이에 미세한 차이

가 발생하게 된다.

P2 역시 시료의 경사들의 각도에 미세 변화가 있다. 그리고

원근감과 명암표현의 차이가 있다.

P3의 경우 실제 시료는 직조되면서 생긴 실의 마찰, 압력 등

과 원사가 교차하는 교차점에서 경사와 위사가 자연스런 곡선을

이루면서 직물이 완성된다. 그러나 CAD작업에서는 이러한 실의

두께나 모우의 정도, 마찰로 인한 실의 휘어짐까지는 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료와는 차이가 약간 있게 된다. 

D1은 위사에 슬럽사만 사용하여 불균일한 원사의 굵기가 반

복되고 올록볼록한 입체적 표면을 가지도록 직조한 시료이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fabric specimens

Fabric 

No.

 Actual Fabric 

Image
 Weave Weave type

P1 Pointed Twill

P2 Bird's Eye Weave

P3 Bird's Eye Weave

D1 Sateen Weave

D2 Sateen Weave

D3 Sateen Weave

D4 Sateen W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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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기가 일정하지 않아 흥미로운 표면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시

료의 화상에서 보이는 올록볼록한 입체감은 2차원 CAD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편이다. 

D2와 D3는 일반 면사와 장식사가 만나는 부분과 장식사 두

가닥이 만나는 지점에서 위사 간의 밀도조절이 자연스럽게 표

현되지 않아 뒷바탕이 일부 비치고 있다. 

D4는 장식사의 입체감이 있는 부분이 CAD작업의 과정을 거

치면서 일률적으로 표현되어 장식사 특유의 질감이 가려짐으로

인해 실제 시료와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평가자 패널의 결과에 따른 분석자료에서 Table 4와 같이

P1(5.64)의 유사성이 가장 높고, 장식사를 사용한 D4(2.2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2. 화상분석 방법에 의한 유사성 분석 결과

웨이블릿을 활용한 MR/1(Multiresolution) 분석 프로그램에서

는 총 7단계의 스케일로 구분하여 화상을 비교하였다(Table 5).

장식사를 활용하지 않은 P1, P2, P3의 경우 거의 동일한 상관

계수를 나타낸 7번 스케일을 제외하면 각각 0.69, 0.79, 0.45의

양호하거나 중간 수준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장식사 직물인 D1,

D2, D3, D4의 경우 –0.04~0.49의 상당히 낮거나 중간 수준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육안 관찰 시 D4보다 양호한 편인

D2, D3가 D4보다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장식사

와 일반합연사의 번수 차이로 인한 직물 표면감의 균일성 부분

에서 D2, D3가 D4보다 불균일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상분석 소프트웨어인 ImageJ를 사용하여 MS-SSIM Index

를 분석할 경우 다음 Fig. 1과 같은 계산결과를 포함한 화면을

얻게 된다.

MS-SSIM방법에 의한 7가지 시료의 화상 간 유사성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구조적 비교부분의 상관계수가 크

게 떨어지며 장식사를 사용한 직물보다 일반사를 사용한 직물

Table 3. Comparison of actual woven fabric images and simulated

images

Fabric No.
Actual woven fabric  Simulated image

 Pixel : 512×512  Pixel : 512×512

P1

P2

P3

D1

D2

D3

D4

  

 

 

 

 

 

 

 

 

 

 

 

 

Table 4. Image similarity values(scale 1~7) of specimen image pairs

Specimen image pair Similarity(by panel) Standard Dev.

P1 5.64 0.91

P2 5.14 1.05

P3 3.52 1.55

D1 2.79 1.20

D2 4.40 1.45

D3 4.26 1.55

D4 2.21 1.03

Table 5. Comparison of samples used for MR/1 program

Scale No. P1 P2 P3 D1 D2 D3 D4

1  0.091  0.071  0.074  0.034 -0.061 -0.081 -0.025

2  0.156  0.130  0.025  0.008  0.005  0.027  0.021

3  0.444  0.375  0.112  0.012  0.022  0.017  0.004

4  0.686  0.552  0.336  0.027  0.025 -0.054 -0.002

5  0.722  0.713  0.534  0.047  0.054 -0.032  0.069

6  0.693  0.790  0.445 -0.043  0.120  0.144  0.487

7  0.999  0.998  0.998  0.999  0.999  1.000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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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유사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Table 6).

Table 7에 정리한 결과와 같이 FSIM 방법을 사용한 경우

모든 영역에서 MS-SSIM값보다 높은 유사성이 나타났다. 

실의 각도나 픽셀의 미세한 이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화상

분석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한 CW-SSIM법을 사용한 경우

P1, P2는 0.83~0.86, 장식사를 사용한 직물에서도 0.52~0.54수

준의 가장 양호한 유사성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두 그룹의

상관계수 차이가 육안으로 관찰할 때의 순서와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P계열에 대해서는 CW-SSIM분석이 가장

유리한 상태이며, MR/1 과 FSIM의 순서이다. 

평가자 패널에 의한 평가결과와 각기의 화상분석결과 사이

의 상관성분석에서는 CW-SSIM의 상관계수(0.79)가 가장 높으

며, MS-SSIM(0.61), MR/1(0.48), FSIM(0.39)의 순서로 나타

나고 있다. 

Table 8은 P1의 가상적으로 구성한 화상에 화상의 회전, 즉

회전각도의 차이를 주어 원본에 대한 유사성을 측정한 것이다.

육안으로 판별하기에는 직관적으로 모두 같은 직물로 보이지만

MS-SSIM값과 FSIM값을 보면 차이가 큰 편이다. 앞서 실제

직물과 모사된 화상의 비교에서 경·위사의 각도 차이로 인해

상관성이 크게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사료된다.

이에 화상의 회전을 포함한 작은 정도의 위치이동 등 비구조적

왜곡에 의해 화상의 유사성 계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법인 CW-SSIM Index방법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1
o
 회전 시

킨 경우의 CW-SSIM의 상관계수는 0.98이며, MS-SSIM은 0.71,

FSIM은 0.73으로 CW-SSIM결과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5
o
 회전

을 시킨 경우의 CW-SSIM은 0.829로서 MS-SSIM의 0.06,

FSIM의 0.5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CW-SSIM Index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함으로써 육안 관찰과의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태번수인 원사를 사용한 패턴직물 3

종류와 장식사를 사용한 장식사 직물 4종류를 제직하였다. 완

Fig. 1. MS-SSIM Index calculation data(Z. Wang Algorithm).

Table 6. Comparison of samples used for MS-SSIM index analysis

Fabric 

No.

Luminance

comparison

Contrast

comparison

Structure

comparison 

MS-SSIM Index 

(Z. Wang)

P1  0.999  0.848  0.542 0.476

P2  0.998  0.845  0.445 0.375

P3  0.997  0.823  0.307 0.252

D1  0.996  0.867  0.267 0.231

D2  0.998  0.875  0.089 0.077

D3  0.997  0.894  0.044 0.040

D4  0.997  0.685  0.080 0.054

Table 7. Comparison of samples used for MR/1(at scale 6), MS-SSIM

Index, FSIM Index, CW-SSIM Index, and similarity by panels

Fabric No.
MR/1at 

scale 6
MS-SSIM FSIM CW-SSIM

Similarityby 

panels

P1 0.69 0.48 0.65 0.86 5.64

P2 0.79 0.38 0.62 0.83 5.14

P3 0.45 0.25 0.60 0.65 3.52

D1 -0.04 0.23 0.69 0.51 2.79

D2 0.12 0.08 0.66 0.54 4.40

D3 0.14 0.04 0.66 0.54 4.26

D4 0.49 0.05 0.55 0.52 2.21

Corr. Coeff.*) 0.48 0.61 0.39 0.79 -

*)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imilarity by panels.

Table 8. Comparison of P1 simulated images added Angle variation, MS-SSIM Index, FSIM Index and CW-SSIM Index

 Specimen  1
o

 2
o

 3
o

 4
o

 5
o

MS-SSIM 0.705 0.414 0.226 0.116 0.063

FSIM 0.730 0.618 0.582 0.571 0.569

CW-SSIM 0.982 0.945 0.904 0.86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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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직물시료들을 TexPro Weave program을 통해 가상적인

직물로 모사하고 각각의 화상을 획득하여 화상 간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화상분석방법 및 평가자 패널에 의한 분

석방법을 사용하고 이 방법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SSIM-Index법으로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1, P2는 MS-SSIM값 0.38~0.48, FSIM값 0.62~0.65, CW-

SSIM값 0.83~0.86의 비교적 양호한 상관성을 보였다. P3의 경

우 실제 시료는 직조되면서 생기는 실의 마찰, 압력 등으로 인

해 원사가 교차하는 조직점에서 경·위사가 자연스러운 곡선

을 이루면서 직물이 완성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러

한 실의 두께나 모우정도, 마찰로 인한 휘어짐까지 계산되지 않

기 때문에 실제 시료의 화상과 차이가 있는 화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상 간의 유사성을 분석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 MS-SSIM값 0.25, FSIM값 0.60, CS-SSIM값 0.65를

기록하여 패턴직물 중에는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장식사를 사용한 직물시료의 경우 MS-SSIM값 0.04~0.23,

FSIM값 0.55~0.69, CW-SSIM값 0.51~0.54의 상관계수를 보인

다. 전체적으로 일반 합연사를 사용한 직물시료에 비해 낮은 상

관성을 보인다. 이는 장식사의 특성 상 원사 표면의 생김새나

질감에서 불균일성을 갖기 때문에 극히 규칙적으로 표현되는

텍스타일 디자인 CAD 시스템에서 이러한 장식사의 특성을 적

절히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D1에서 사용한 슬럽사의 경우 원사의 두께가 불규칙하기 때문

에 시뮬레이션에서 위사의 밀도를 실제 밀도보다 높게 대입하

여야 위사간의 공백이 적절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슬럽사의 굵은 부분이 잘려나가 일률적인 두께로 표현되는 한

계가 있다. D2와 D3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외관을 보이

는 편이다. D4의 경우 원사는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작업했지

만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장식사 특유의 불규칙한 표면

감이 조직에 가려져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못하였다.

MS-SSIM Index법에 의한 상관계수는 시각을 통한 비교 결

과보다 지나치게 낮고, FSIM Index법은 전체적인 값은 양호하

나 장식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시료군과 장식사를 사용하지 않

은 시료군의 상관계수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

면 CW-SSIM Index법은 육안관찰 결과를 참고로 할 때 유사한

수준의 양호한 수치가 도출되었으며, P1, P2, P3와 D1, D2,

D3, D4의 상관계수 간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육안관찰

결과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값을 추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직물의 구조에서는 경사나 위사가 완벽한 직각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경·위사의 조직점

을 중심으로 미세한 휨이 형성되어 있는데 화상분석 프로그램

에서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평가자 집단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1~7의 스케일을 기준으

로 할 때 P1의 유사성이 가장 높고, 장식사를 사용한 D4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자 집단에 의한 평가결과와 각기

의 화상분석결과 사이의 상관성분석 결과에서 CW-SSIM의 상

관계수(0.79)가 가장 높으며, MS-SSIM(0.61), MR/1(0.48),

FSIM(0.3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즉 평가자 집단에 의한

유사성 평가결과와 화상분석 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사이에 상

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직물시료와 텍스타일

디자인 CAD 등을 사용하여 가상적으로 구성한 직물 사이의

화상 유사성을 평가할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왜곡으로 인

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CW-SSIM Index법

의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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