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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advent of smart clothing for health care and sports, the sophisticated designs 

with curved seams are drawing attention. One of the problems in those clothing is to 

determine the design curves in 2D pattern, such that it corresponds to the lines on the 

intended 3D body. Moreover, the difficulty increases when the original pattern needs to be 

changed for various sizes and body types. We compare two methods of pattern 

enlargement in this paper: one is the offset/projection type, and the other is the split 

grading type. For the enlarged pattern with offset/projection type, the 3D surface offset 

was first adopted to transform the standard lower body to the target larger size; next, the 

design lines were projected to the new 3D surface, following which the 3D pattern was 

developed from the newly transformed 3D surface. In the second method, the enlarged 

pant patterns were developed by the split grading method. Here, a 3D pattern was 

developed from the initial body, and then enlarged to the target size by the conventional 

split grading method. Two feminine pants patterns were examined by 3D virtual fitting. We 

observed that the 3D offset/projection pants pattern was well fitted, having an evenly 

distributed surplus, as compared with the sample developed using the split grading 

metho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tterns were apparent at the location where 

several curved lines merged.

Keywords 사이즈변형 차원 오프셋 차원  : size deformation( ), 3D offset method(3 ), 2D grading(2

            그레이딩 곡선형 바지패턴 가상착의), pants pattern with curved lines( ), virtual fi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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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최근 인체의 외모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마켓에서도 밀착형 컴프레션웨어가(Koo, 

2011; Lee, Jun, & Choi, 2014; Lee, Kim, Hong, 

많이 출시되고 있고 피부변형을 반영& Lee, 2015) 

하면서 인체 곡면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라

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Wu, & 

또한 네트Hong, 2015; Lee, Hong, & Lee, 2013). 

워크 및 센서 기술 진화와 더불어 측정디ICT, IoT 

바이스로 스마트의복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때, , 3

차원 인체 곡면에서 선정한 센서의 위치나 디자인라

인이 차원 의복패턴에 잘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요2

소로 인식 되고 있다 다양한 센(Lee & Lee, 2012). 

서 및 커넥터 배터리 등을 인체 동작에 방해되지 , , 

않게 장착하기 위해서 동작 시 피부 변형을 고려한 

밀착형 디자인을 개발하다보면 곡선형의 디자인 및 

절개 라인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곡선형 절개선. 

은 다이나믹하면서도 정교한 외관생성에 적합하여 

기능성 및 패션성이 가미된 스포츠웨어 바지 인체, 

에 밀착되는 컴프레션 바지 등에도 다양한 방향의 

곡선으로된 유선형 절개라인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

다 이와 같이 바디라(Kim & Ha, 2012; Lee, 2013). 

인를 고려한 기능성 제품들에 대한 연구는 먼저 기

본 사이즈패턴 개발에 집중되는 데 산업화를 위해서

는 기본 사이즈 뿐 아니라 이를 다양한 타겟 사이즈

로 변형시켜야 한다 절개선이 많지 않은 기성복은 . 

그레이딩법이 발달되어 사이즈 변형에 큰 무리가 없

으나 곡선형 절개를 삽입한 고기능성 심미성 제품, 

일 경우에는 곡선의 처리가 난해하다 그러나 기본 . 

패턴에서 디자이너가 의도한 곡선의 형태가 크기가 

다른 인체를 위한 패턴에서 어떻게 변형되어야 하는

지 또한 변형된 곡선이 대상 인체에 입혀졌을 때 , , 

공간상에서 만족스럽게 대응되는 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일반적으로 패턴사이즈를 증가시킬 때에는 기본형   

차원 패턴을 그레이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2 . 

레이딩 방식에는 크게 절개방식과 점 이동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점 이동방(Shoben & Taylor, 2004), 

식은 외곽 점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내부형태 변

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절개방식의 경. , 

우 패턴 내부에 절개선을 넣고 원하는 부위에 절개 

값을 다르게 주어 패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

에 점이동방식보다 신체적합성이 더 우수 할 뿐 아

니라 사이즈별로 자동전개 되므로 높은 정확성과 , 

효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많은 산업(Jang, 2000). 

체에서도 절개방식 그레이딩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치수 편차로 일률적 그레(Cho & Choi, 2002), 

이딩이 되면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치수 외의 인체를 위해 (Jung, 2009). 

부위별 치수 변화를 패턴 그레이딩에 반영하기 위해 

연령별 체형별 사이즈별 그레이딩 편차를 다르게 , ,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Jung, 2009;  

Lim, 2010; Lim & Kim, 2009; Paek, Yoo, & Lee, 

그러나 유선형의 곡선 절개라인이 많은 패턴2002). 

의 경우 곡선 변형을 고려한 그레이딩 절개위치와 

절개 값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곡선형 절개가 들어. 

간 패턴을 그레이딩 할 경우 표준 패턴에서 의도한 , 

디자인 라인이 완성된 타켓사이즈 패턴에서의 디자

인 라인과 잘 대응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만족스러운 대응을 위해서는 (Lee & Lee, 2012),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수정해야 하는 실정이

다 패턴 사이즈의 변형은 착용자의 신체 사이즈에 .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기능성 컴프레션 , 

웨어의 경우 소재와 기능에 따라 인체 부위별로 패

턴 축소가 필요하며 스포츠웨어의 경우에는 여유분, 

을 고려하여 패턴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스마트의복의 경우에는 밀착되야하는 센서부위와 

여유분이 들어가는 부위가 따로 있어 원하는 부위별

로 확대 축소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바람직한 경우, 

도 있다 패턴축소율과 소재에 따라 의복 디자인 라. 

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연구되고 있지만(Lee & 

이는 내부 한 곡선에 대한 연구였다Lee, 2012), . 

최근 차원 스캔 분석 프로그램 가상착의 시스템 3 , , 

등의 개발로 차원 스캔을 통해 인체 치수 측정과 3

체형구분 뿐 아니라 동작시의 형(Kim & Nam, 2016)

태 변화 관찰 치수 변화 동작시의 피부 변형 등을 , , 

측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Daanen & Hong, 2008; Lee & Sohn, 2012; 

Park & Lee, 2012; Varghese & Thilagavathi, 

이를 여유분 및 패턴개발에 적용하거나2012), 

(Ashdown, Loker, Schoenfelder, & Lyman-Cl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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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형상의 단면형상 2004; Cha & Kang, 2013), 

등을 통해 인체의 피트성과 의복 패턴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연구(Bye & McKinney, 2010; Chen, 

도 많이 이루어졌2007; Xu, Chen, & Zhang, 2009)

다. 

그러나 아직까지 곡선형 절개선이 많이 포함된 바  

지의 경우에 표준 모델로부터 사이즈가 다른 타켓 , 

모델을 위한 패턴용으로 패턴사이즈를 변형하는 과

정에 차원 기술을 직접 이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3

다 타 산업에서 차원 모델링에 많이 사용되는 표. 3

면 오프셋 방법 은 기본 모델을 사방(surface offset )

으로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한 방, 

법인데 부분별 확대축소 역시 가능하며 이러한 변형

이 비례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기존모델 내부에 그려진 디자인 라인도 확대 및 . 

축소로 생성된 곡면에 투영되므로 입체상에서 비례

가 맞게 된다 이러한 표면 오프셋 . (surface offset

방법 의 특성을 의복의 차원 설계에 활용한다면 곡) 3

선형 패턴의 사이즈 변형 시 곡선의 모양이 지정한 

공간상에서 비례하여 변형되므로 곡선 왜곡이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생성된 차원 바  3

지 패턴에서 표준 사이즈가 아닌 소비자를 위하여 

패턴의 사이즈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surface 

방법과 절개식 그레이딩한 방법의 결과를 차offset 3

원 가상착의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즉 차원 누. , 3

드바디로부터 디자인 곡선에 따라 표준 차원 패턴3

을 제작 한 후 사이즈 변형 시 디자인 곡선 일체를 

타겟용 차원 모델에 투영한 후 바지 패턴을 설계한 3

방법과 표준 차원 패턴을 타켓용 패턴으로 변형시, 3

킬 때 절개형 그레이딩법으로 적용한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사이즈를 갖

는 소비자를 위한 곡선절개형 차원 바지패턴 설계3

방법론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Ⅱ

곡선 절개형 차원 바지패턴을 설계하기 위하여   3

타겟용 모델을 생성한 후 차원 모델에 기존 디자인 3

라인을 투영하여 차원 패턴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3 . 

제작된 차원 타켓용 바지 패턴과 차원 표준 바지3 3

패턴을 절개형 그레이딩법으로 변형시켜 개발된 차2

원 타켓용 바지 패턴의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차원 3

가상착의로 검토하고자 에서 보는바와 같이 Figure 1

연구를 진행하였다 타겟용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차원 데이터를 surface offset , 3

차원 패턴으로 전개하고자 2 2C-AN Program(Jeong 

& Hong, 2006; Kim, Jeong, Lee, & Hong, 2010)

과 을 사용하여 패턴을 설계하Yuka CAD Program

였다.

차원 모델 생성 방법  1. 3

기본 차원 바지 패턴은 대 초반 여성을 대상  3 30

으로 설계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인체 치수는 차 , 6

사이즈코리아에서 측정된 평균 치수를 기준으로 선

정하였다 차원 패턴 개발을 위해 사용된 누드모델 . 3

사이즈는 에서 보는바와 같으며 사이즈코리Table 1 , 

아 평균 사이즈에 해당하는 표준모델과 타겟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차원 상에서 방법3 surface offset

을 사용하였다 표준모델 생성 시 엉덩이 둘레 부분. 

에 의 여유분을 동시에 주어 모델을 생성하1.25 ㎝

였으며 타겟모델은 에 (Figure 2), KS K 0051(2009)

따라 단계 증가 시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각각 3

크게 하였으며 허벅지둘레 무릎둘레 9 cm , 4.7 cm, 

크게 모델을 생성하였다3 cm (Youthhitech, 2015). 

오프셋 되는 양은 의 방법을 사용하였(Figure 2 )①

으며 인체의 둘레가 원이라고 가정한 후 계산하여 , 

단면상 수평방향 양을 정하였다offset (Table 1).

곡선 절개형 바지패턴 설계  2. 

곡선형 차원 기본 바지패턴 설계  1) 3

곡선형 디자인 라인은 동작시 피부변형을 맵핑한   

선행연구 결과(Choi & Hong, 2015; Lee et al., 

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생성된 차원 표준2013) , 3

모델 위에 디자인 라인을 그린 후 차원 데이터를 3 2

차원으로 전개 및 조합하여 곡선 절개형 차원 기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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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utline of Experimental System

Figure 2. 3D Body Modeling using Offse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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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ze of 3D Nude Model, 3D Standard Model and 3D Target Model                  (unit: )㎝

3D nude body
3D standard model

(offset amount)

3D target model

(offset amount)

Waist circumference 69.9 73.2 (0.5) 82.2 (1.43)

Hip circumference 90.9 94.1 (0.5) 103.1 (1.43)

Thigh circumference 55.8 55.8 ( - ) 60.5 (0.75)

Knee circumference 34.4 34.4 ( - ) 37.4 (0.48)

바지 패턴을 설계하였다 차원 데이터를 차원 패. 3 2

턴으로 전개 및 조합하기 위하여 2C-AN 

Program(Jeong, Hong, & Kim, 2006; Kim et al., 

2010), Yuka CAD Program, Geomagic Design X 

을 사용하였으며 조합방법은 선행연구에서 program , 

검증된 방법으로 조합하였다(Jeong & Hong, 2006; 

이때 설Lee & Hong, 2005; Wu & Hong, 2012). 

계된 여성용 바지패턴은 대 초반 사이즈코리아 평30

균에 해당하는 치수로 이 바지패턴을 본 연구의 차3

원 기본 패턴으로 로 정하였다(73-94) .

차원 그레이딩 법과 차원 오프셋 방법을 통  2) 2 3

한 타겟 패턴 설계

곡선 절개형 타겟 패턴 설계 은 두 가지   (82-103)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차원 그레이딩법. 2

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원 기본 패YUKA CAD 3

턴 을 절개방식으로 그레이딩 하였는데 그레(73-94) , 

이딩 편차는 와 KS K 0051(2009) Youthhitech 

에 따라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편차를 (2015) 9 

무릎둘레와 바지부리 앞 밑위길이 cm, 3 , 0.45 ㎝

뒤 밑위길이 로 정하여 그레이딩을 실시, 0.9 ㎝ ㎝

하였다 두 번째 차원 오프셋 방법은 타겟 모. 3 3D 

델을 생성한 후 표준 모델에 그려져 있던 디자3D 

인 라인을 차원 타겟 모델에 투영하여 디자인 라인3

을 그렸다 타겟 모델에 그려진 디자인 라인으로 . 3D 

차원 데이터를 전개 및 조합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3 , 

방법은 차원 기본 패턴을 설계한 것과 동일한 방법3

으로 하였다 방법에 따른 패턴의 절개 곡선 변화를 . 

비교하기 위하여 차원 기본패턴 과 차원 3 (73-94) 2

타겟패턴 차원 기본 패턴 과 차(82-103), 3 (73-94) 3

원 타겟 패턴 을 중첩하여 비교하였다(82-103) .  

가상 착의 및 분석방법  3. 3D 

차원 가상 착의 방법  1) 3

차원 가상착의는 최근 착용평가 연구에서 활용되  3

기 시작한 새로운 방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실제착

의와 가상착의가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

으며 소재의 물성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하지, 100 % 

만 앞으로의 가능성과 착의평가의 활용도가 높음을 

시사하였다(Lee & Lee, 2013; Shin & Soh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원 그레이딩 방법2013). 2

과 차원 방법을 통해 설계된 곡선형 바지 패3 offset

턴의 착용평가를 위해 차원 가상착의 프로그램인 3

를 활용하CLO (CLO Virtual Fashion Inc., Korea)

였다 차원 가상착의 아바타 사이즈는 . 3 3D target 

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종model (Figure 3 ), 2①

류 타겟바지패턴의 가상착의는 에서 보는바Figure 3

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작업자의 숙. 

련도에 따라 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착의되는 모든 순서는 프로그램 내

의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패턴을 인체에 배치하. 

기 위하여 를 사용하였으며arrangement points

하체의 와 등의 를 (Figure 3 ), 14 points 2 points②

사용하여 패턴을 자동배열 하였다 그 (Figure 3 ). ③

후 가상 봉제를 한 후 자동으로 가상(Figure 3 ) ④

착의를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소재는 프로그램, CLO 

에서 제공하는 기본소재인 면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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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hanged Avatar Size and Pants Automatic Virtual Fitting Method

Figure 4. The Analysis Method of Ease Amounts between the Avatar and Pants using Geomagic 

Design X Program

착의 분석 방법  2) 

차원 가상착의 프로그램인 는 가상착의한 결  3 CLO

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착의된 외관, 

과 신장률을 통해 패턴 간 착의결과를 관찰하였다. 

또한 의복과 인체의 공극량을 관찰하기 위하여 

Geomagic Design X program (3D Systems, Inc., 

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Korea) . 

을 활용하여 인체로부터 의복Mesh Deviations tool

이 떨어진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의 범위, color bar

는 를 단계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허리로0 5 10 . ～ ㎝

부터 무릎둘레선까지 공극거리가 를 넘는 영역7 ㎝

이 없었기 때문에  의 최대값은 로 Deviations 7 ㎝

정하여 관찰하였다(Figure 4).

또한 샅부분의 전체 공극거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벅지 너비의 반 넙Figure 5 , 

다리 중간둘레 배꼽수준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 

반에 해당하는 샅 부분의 영역만 따로 Mesh 

을 하여 관찰하였다Devi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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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Analysis Method of Ease Amounts between the Avatar and Pants in Crotch Area

Figure 6. Measurement Methods of Distances between Avatar and Pants in the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and Hip Circumference

배꼽수준 허리둘레선 엉덩이 둘레선 샅 둘레선  , , 

의 단면중합도를 통해 빅 사이즈의 바지가 가상착의

된 단면형태를 관찰하였으며 이 중 배꼽(Figure 4), 

수준 허리둘레선의 단면도에서는 점 엉덩이 둘레16 , 

선의 단면도에서는 점에서 의복과 인체사이의 거11

리를 측정하였다(Figure 6).

결과 및 고찰. Ⅲ

곡선 절개형 차원 기본 바지패턴설계  1. 3

디자인 라인 선정  1) 

디자인 라인은 동작시 피부변형을 맵핑한 선행연  

구 결과 를 (Choi & Hong, 2015; Lee et al., 2013)

바탕으로 이내로 변화되는 부분을 지나도록 +3 %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원 모(Figure 7 ), 3①

델 위에 그린 디자인 라인은 에서 보는Figure 7 ②

바와 같다.

차원 기본 바지패턴설계  2) 3

선정된 디자인 라인으로 차원 표준모델을 자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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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차원 데이터를 차원으로 전개 조합하여 패턴3 2 , 

을 설계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샅 부분 조합 시 . 

밑위길이 부분에 겹침이 발생하는데 선행연구 결과, 

외관과 착용감이 우수하게 나타난 조합(Lee, 2013) 

방법으로 샅부분의 패턴을 설계하였다(Figure 8 ).①

Figure 7. Selection and Drawing of Pants Design Lines from the Previous Research

Figure 8. Development of Pants Pattern using Combination Methods Considering Movement

무릎부분은 동작 편이성을 주기 위하여 앞중심선  

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각각 여유분을 1 ㎝

주었으며 무릎 아래 부분은 착용 시 (Figure 8 ), ②

여유가 있고 외관을 고려하여 직선으로 떨어지게 하

여 곡선 절개형이 들어간 차원 기본(Figure 8 ) 3③

바지 패턴 을 설계하였다(73-94) . 



이희란 / 곡선 절개형 바지의 패턴사이즈 변형방법과 가상착의곡면3D 

161

패턴사이즈 변형방법에 따른 타겟바지     2. 

패턴 비교    

차원 그레이딩을 통한 타겟바지패턴과 곡선   1) 2

변화

차원 타겟바지패턴 을 설계하기 위하여   2 (82-103)

을 사용하였으며 절개방식 그YUKA CAD program , 

레이딩(Youthhitech 으로 패턴을 설계하였다, 2015) . 

앞판과 뒷판에 주는 그레이딩 편차는 각각 2.25 ㎝

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 분량을 무릎둘레선과 바, 

지 부리에서는 로 동일하게 각 씩 그레이5:5 0.7 ㎝

딩 편차를 주었다 허리둘레선과 엉덩이 둘레선에서. 

는 앞판에서는 로 나누어 편차를 주었으며 뒤판6:4 , 

에서는 로 나누어 편차를 주었다 또한 샅길이의 3:7 . 

편차는 로와 로 나눈 길이의 차이만큼 앞샅길6:4 3:7 (

Figure 9. 2D Grading Deviation Value and Result for Pants Pattern of Big Size(79)

이 편차 뒤샅길이 편차 을 편차로 : 0.45 , : 0.9 )㎝ ㎝

주었으며 그레이딩한 결과는 에서 보는바, Figure 9

와 같다 또한 차원 방법과 동일하게 하기 위. 3 offset

하여 상하편차를 주지 않았다.

차원 기본바지패턴 에서 전개된 차원 타  3 (73-94) 2

겟바지패턴 의 곡선을 살펴보면(82-103) (Figure 9) 

절개된 수직봉제라인은 전개한 수평방향으로 평행이

동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바지패턴 내부에 . 

디자인 라인으로 들어간 사선의 곡선들은 좌우로 커

지면서 기본바지패턴의 디자인라인과 유사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 차원 타겟바지패턴 을 차  Figure 10 2 (82-103) 3

원 기본바지패턴과 중첩시킨 결과로 차원 타겟 패2

턴의 곡선을 살펴보면 기본 패턴의 곡선 형태와 비

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옆선의 경우 평행이동. 

하면 곡선의 중첩이 가능하며 의 과, Figure 10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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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 경우 확대 회전 평행이동으로 곡선의 B3 , , 

중첩이 가능할 정도로 곡선의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원 패턴에서의 유사성이 차원 상에서  2 3

의 유사성으로 연결되는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다. 

선행연구 결과 사선의 곡선이 들(Lee & Lee, 2012) 

어간 패턴을 축소한 후 이 의복을 차원 상에 2D 3

착의하였을 때 기존 곡선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즈를 키우는 것 역시 축소하. 

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곡선이 들어간 차원 타겟바2

지패턴을 차원 상에 착의하였을 때 기존 디자인라3

인과 일치하지 않게 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차원 오프셋 방법을 통한 타겟바지패턴과 곡  2) 3

선 변화

차원 오프셋 방법으로 차원 타겟바지패턴  3 3

을 설계하기 위하여 우선 차원 타겟 모델(82-103) 3

Figure 10. Comparisons between Basic Pattern and 2D Grading Target Pattern

을 생성하였다 부위별 원하는 치수로 모델을 생성. 

하기 위해 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부분Figure 11 ①

으로 나누어 오프셋 양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디자인 라인은 에서 보는바와 같이   Figure 11 3②

차원 표준모델에 그린 디자인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

기 위해 투영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투영된 디자인라, 

인을 기준으로 차원 상에서 절개한 후 차원 데이3 3

터를 전개 조합하여 차원 타겟바지패턴 을 , 3 (82-103)

설계하였다. 

부위별 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개된 레플  offset

리카는 의 과 에서와 같Figure 12 Zone 1 Zone 2②

이 길이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는 경계면에서 중간 

값으로 보정하여 패턴을 설계하였으며(Figure 12 

조합된 레플리카 결과는 와 같았), Figure 12 ③ ④

다 레플리카 조합 후 차원 타겟바지패턴 설계는 . 3 3

차원 기본바지패턴을 설계한 방법과 동일하게 하였

으며 사이즈변형 방법에 따른 타겟바지패턴의 곡선 , 

을 차원 기본바지패턴의 곡선과 비교하였다3 (Figure 13). 



이희란 / 곡선 절개형 바지의 패턴사이즈 변형방법과 가상착의곡면3D 

163

Figure 11. 3D Target Model using Offset and Projection Tools

Figure 12. Developed 3D Pattern Panels for Big Size Women and Adjustment of Combined Repl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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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방법으로 설계된 차원 타겟바지패턴  3

을 차원 기본바지패턴과 중첩한 결과는 (82-103) 3

에서 보는바와 같으며 두 패턴의 곡선을 Figure 13 , 

살펴보면 곡선의 형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의 곡선을 살펴보면 Figure 13 F3, F4, B3, B4 

곡선의 형태 곡률이 변화되고 그 유사성을 찾기가 ,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부위별로 오프셋 양이 달라지  

고 그 표면 위에 디자인 라인이 투영되면서 차원 3

상에서는 비례하여 대응되지만 차원 패턴으로 전개 2

시 그 변화 예측이 어렵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인체 . 

하체형태를 단순화시키면 원통형과 원기둥의 합으로 

대응시킬 수 있지만 실제 인체를 오프셋 할 경우 체

표면의 증가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차원 2

패턴으로 전개 시 불규칙한 곡선을 생성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차원 타겟바지패턴에 사용된 디자인라. 3

인은 차원 상에서 투영된 곡선으로 착장시 차원 3 3

기본바지패턴의 디자인라인에 대응되는 곡선이라고

Figure 13. Comparisons between Basic Pattern and 3D Offset Pattern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곡률의 변화가 많은 내부 디. 

자인 선은 곡선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화되어 2

차원으로 전개된 패턴에서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변화가 많은 곡선들이 연결되는 봉제 부위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차원 그레이딩과 차원 오프셋방법을 사용한 타2 3

겟 패턴에서 여러 개의 곡선의 봉제선이 맞물리는 

엉덩이 외측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Figure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원 타겟바지패턴2 (82-103)

의 경우 차원 타겟바지패턴 에 비해 엉덩3 (82-103)

이 둘레선 아랫부분이 벌어지는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봉제 후 엉덩이 둘레선 아랫부분이 볼. 

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두 . 

패턴의 착용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가상

착의 방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패턴의 곡선변화 비교를 통해 곡선형 디자인 라인  

에 기능이나 센서 등이 삽입되어 차원 상에서의 곡3

선 위치가 중요한 패턴의 경우 다양한 사이즈의 패



이희란 / 곡선 절개형 바지의 패턴사이즈 변형방법과 가상착의곡면3D 

165

Figure 14. Pants Pattern using 2D Grading(right) and 3D Offset(left) Methods 

턴을 설계할 때에는 기본사이즈로부터 차원 그레이2

딩방법으로 설계한 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수정

하는 방법보다는 차원 상에서 오프셋 방법을 통해 3

타겟 사이즈 패턴을 설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차원 오프셋방법을 사용한다. 3

면 여유가 들어간 의복의 디자인라인도 차원 상에, 3

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되도록 패턴을 설계 할 수 있

을 것이다. 

곡선형 바지패턴 가상착의 평가  3. 

시각적 가상착의 평가  1) 

차원 그레이딩과 차원 방법을 통해 설계  2 3 offset 

된 타겟바지패턴을 가상착의 한 후 차2D & 3D , 1

적으로 착의된 외관을 관찰하고 에서 CLO program

제공하는 과 으로 두 패턴을 stress map strain map

비교하였다. 

외관 평가 결과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대체로 스  2

트레인의 편차가 심했다 이것은 불규칙한 주름이 .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 샅과 둔부 근, 

처에 스트레인의 분포가 불규칙적으로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차원 패턴에. 3 2

비해 스트레인 편차가 감소하였다(Figure 15). 

값을 보면 차원 타겟바지패턴에서Strain mapping 2

는 특히 앞 허리부분과 엉덩이 외측면 허벅지 안쪽

에서 약 정도 변형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120 % 

며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변형된 면적이 적고 골고, 3

루 변형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 stress 

결과 두 패턴 모두 로 나타났으며mapping 0 kPa , 

이는 패턴이 변형되기는 했지만 인체에 압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인체에 쾌적하게 잘 밀착됨을 알 수 

있었다. 

두 패턴이 인체로부터 떨어진 공극량을 측정하기   

위해 의 Geomagic Design X program Mesh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Deviation , [Figure 

에서 보는바와 같다 시각적으로 공극량을 살펴16] . 

본 결과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서혜부와 뒤  부분에3

만 공극량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배꼽수준허리둘레, 

선부터 무릎둘레선까지 모두 밀착되었다 반면 차. 2

원 타겟바지패턴은 서혜부와 뒤 샅부분 뿐 아니라 

둔부쪽에 불규칙적인 공간이 발생하였으며 외측 엉, 

덩이부분에서 돌출된 부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 

부분을 측정한 결과 의복과 인체사이에 이상의 1 ㎝

간극이 생김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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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Appearance and Strain Assessment of 2D and 3D Comparative Pants

Figure 16. The Results of Ease Amounts between Grading Pants and Av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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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 객관적 평가   2) 

차원과 차원 타겟바지패턴의 공극량을 관찰한   2 3

결과 서혜부와 뒤 샅부분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전체 공극거리를 살펴보. 

기 위하여 허벅지 너비의 반 넙다리 중간둘레 배, , 

꼽수준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반에 해당하는 샅 

부분의 영역만 따로 을 하였다Mesh Deviations . 

Figure 17. Analysis of Ease Amounts in the Inguinal Region and Back Crotch Area

Figure 18. The Results of Cross-sectional Observation after the Virtual Fitting of Two Outdoor Pants 

Patterns

그 결과 에서 보는바와 같이 차원 타겟  Figure 17 2

바지패턴의 평균 공극량은 로 측정부분의 0.7 78 ㎝

는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차원 타% 0.7 . 3㎝

겟바지패턴의 평균 공극량은 로 작았으며 전0.6 , ㎝

체 중 가 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두 패80 % 0.6 . ㎝

턴 모두 뒤 샅 부분에서 공극량이 가장 큰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 3 3.52 ㎝ 

였으며 차원 패턴은 로 크게 나타났다2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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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꼽수준 허리둘레선 엉덩이 둘레선 샅 둘  , , 

레선의 단면중합도를 살펴본 결과 차원 타겟바지패2

턴 빨간선 은 부분적으로 주름이 생겼으며 여유분이 ( ) , 

일부분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 반면 차원 타겟, 3

바지패턴 파란선 의 경우 좌우가 거의 동일하게 착( )

장되었으며 여유분이 골고루 배치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18).

세 개의 단면중합도 중 배꼽수준 허리둘레선과 엉  

덩이 둘레선의 단면으로부터 의복과 인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Table 2)

배꼽수준허리둘레선의 공극량을 측정한 결과 두   

패턴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엉덩이 둘레선, 

의 공극량을 측정한 결과 외측 부분 은 (Table 2 )⑥

차원 타겟바지패턴의 경우 의복과 인체사이에 2 1.16 

의 갭이 생김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엉덩이 둘레. ㎝

Table 2. The Results of Measurement Distances between Avatar and Each Pants            (unit :cm) 

Cross section of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Cross section of hip circumference

F
ig

ure

Total Total ① +② ③ ~④ ⑪

R
e
su

lts

2
D

 g
rad

in
g

Mean 0.48 Mean 1.54 6.92 2.46 0.63

SD ±0.15 SD ±1.94 - ±0.09 ±0.23

Max. 1.00 Max. 6.92 - 2.52 1.16

Min. 0.36 Min. 0.46 - 2.39 0.46

3
D

 g
rad

in
g

Mean 0.49 Mean 1.36 6.58 2.35 0.46

SD ±0.15 SD ±1.89 - ±0.08 ±0.03

Max. 1.01 Max. 6.58 - 2.40 0.52

Min. 0.38 Min. 0.42 - 2.29 0.42

선의 단면중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인체로부터 많이 

떨어진 을 제외하고 다른 점에서의 Table 2 8①～③

거리를 살펴보면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대부분 2 0.4

의 공극량이 관찰되었으나 차원 타겟바6 0.75 , 3～ ㎝

지패턴의 경우는 로 적은양의 공극이 0.42 0.52 ～ ㎝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엉덩이 뒷중심. 

의 공극량을 살펴본 결과 패턴은 (Table 2 ) 2D ①

인 반면 패턴은 로 작게 나타났6.92 , 3D 6.58 ㎝ ㎝

다.

요약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곡선 절개형 여성용 바지의 패턴을 차  2

원 절개식 그레이딩법과 차원 오프셋 방법을 사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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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이즈 변형을 했을 때 타겟 패턴의 곡선이 어

떻게 변화되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곡선형 디, 

자인이 많은 경우 차원 상 원하는 위치에 곡선이 3

지나갈 수 있도록 패턴 사이즈를 변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차원을 활용하여 대 초반 여. 3 30

성용 바지를 설계하기 위해 디자인라인 선정부터 패

턴설계 사이즈 변형 그레이딩 분석까지 차원 상, ( ), 3

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차원과 . 2 3

차원 사이즈 변형방법을 통해 얻은 타겟바지패턴의 

디자인 라인 변화를 비교하여 차원 오프셋 방법의 3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가상착의를 통해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동작을 고려한 인간공학. 

적 디자인 라인을 선정하였으며 오프셋방법을 통해 , 

기본 차원 모델을 완성하였다 차원 오프셋 방법3 . 3

은 기본 모델을 이용하여 허리와 엉덩이 부분 허벅, 

지 부분 무릎부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오프셋 양을 ,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원 타겟 모델을 , 3

생성한 후 기본 디자인 라인을 투영하여 그 디자인 

라인에 따라 전개 조합하여 차원 타겟바지패턴을 , 3

설계하였다 차원 절개식 그레이딩 방법은 기본 . 2 3

차원 모델로부터 설계한 차원 기본바지패턴3

을 사용하였으며 이 패턴으로부터 차원 타(73-94) , 2

겟바지패턴 을 설계하였다 기본패턴과 타겟 (82-103) . 

패턴 중합을 통해 디자인 라인 변화를 비교(2D&3D) 

하였으며 차원 가상착의 프로그램과 , 3 Geomagic 

을 활용하여 외관 스트레인을 평Design X program

가와 가상착의 된 아웃도어바지의 공극량을 측정하

였다.

그 결과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대체로 스트레인   , 2

편차가 심하였으며 특히 앞샅 과 둔, (2.46±0.09 )㎝

부 근처 엉덩이 외측 부분 에 불(6.92 ), (1.16 )㎝ ㎝

규칙적인 주름이 생기면서 공극량이 크게 발생하였

다 반면 차원 타겟바지패턴은 여유분이 골고루 생. 3

기면서 밀착 됨을 알 수 있었으며(0.42 0.52 ) , ～ ㎝

앞샅 부분과 둔부 근처 역시 (2.35±0.08 ) (6.58 ) ㎝ ㎝

차원 그레이딩 패턴보다 공극량이 작게 나타났다2 . 

차원 그레이딩 패턴의 경우 엉덩이 외측 부분에 불2

규칙적인 공극이 발생하는데 이는 유선형으로 조각

된 여러 개의 패턴이 봉제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본사이즈. (73-94) 

패턴과 타겟바지패턴 을 중첩하여 비교한 (82-103)

결과 차원 타겟 패턴은 차원 기본패턴의 곡선 형2 3

태를 그대도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차원 . , 3

오프셋방법으로 모델을 변형한 후 디자인 곡선을 그

대로 투영하여 설계된 차원 타겟바지패턴3 (82-103)

은 곡률의 변화가 많은 디자인라인일수록 곡선의 형

태변화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즉 차원 패턴에서 . , 2

곡선의 형태유지가 중요할 경우나 곡선보다는 직선

의 단순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차원 절개식 그레이2

딩방법이 더 유용할 것이며 차원 체표면상의 곡선, 3

의 유지가 중요하거나 특이한 체형에서 정확한 위치

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차원 타겟 모델을 생성 3

후 패턴을 설계하는 오프셋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차원 상에서의 곡선 위치가 중요  3

한 패턴의 경우 차원 오프셋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3

수정 없이 패턴을 완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미래 의복관련 산업이 . 

가상환경에서의 이루어 질 것을 대비하여 차원 상3

에서 사이즈를 변형하거나 여유분이 들어간 옷을 제

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재의 물성 두께 . ,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패턴을 설계한 것으로 

두꺼운 소재로 의복을 제작했을 때는 여유분이 줄어

드는 등 차원 가상착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일 3

수 있다 따라서 소재의 두께를 반영한 차원 패턴. 3

설계방법이나 두꺼운 소재의 물성을 적용하였을 때 

차원 가상착의와 실제와의 비교 등에 대한 후속 연3

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원 가상착의 평가3

의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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