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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물의 드레이프성은 직물에 중력이 작용하여 아래

로 처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물의 역학적 성질인 인

장, 전단, 굽힘, 자체 하중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Lee & Kim, 2011). 드레이프는 의류의 착용

감과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미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해당 품목의 디자인 및 

생산 단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특

성이 다른 직물마다 복잡한 형태로 드레이프 되며 그

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직물의 드레이프 

측정은 Chu et al.(1950)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에 Cusick(1968)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Cusick(1968) 드레이프 측정법의 측정 원리는 2개의 

원판 사이에 직물을 놓고 고정시킨 후 원판에 지지되

지 않는 바깥 부분의 직물이 처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다. 현재까지도 Cusick(1968) 측정 방법을 통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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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과 3D 스캐너를 통한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Park, 2002; Yu et al., 2020).

드레이프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드레이프 계수나 노

드 수와 같은 값을 얻어 분석하는 객관적 방법과, 평가

단의 관능적 평가로 드레이프성을 평가하는 주관적 

방법이 있다(Choi & Bang, 2014). 드레이프를 평가하

는 선행연구에서 영상분석과 이미지 분석법 등이 활

용되었으며(Kim et al., 2002), 동적 드레이프를 측정

하는 방법(An & Chu, 2015), 실제 옷을 제작하여 마네

킹을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Sanad et al., 2013) 등이 연

구되었다. 이외에 드레이프 계수의 범위에 따른 다양

한 지름의 시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Ghith et al., 

2015)가 행해졌지만 다양한 종류의 시료를 각각 다른 

지름의 크기로 자르는 데에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

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드레이프 측정 방법

은 특정 측정 장치와 각종 기기를 필요로 하여 쉽고 빠

르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료로 드레이프 계

수를 측정하는 연구로부터 수고를 줄이고자 간이적 

드레이프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3D IT 

기술 활용이 증대되는 패션산업의 추세에 따라 시간, 

노동, 물리적인 시행착오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

여 다양한 시료들에 대한 드레이프 특성을 분류하였

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 특정 시료의 드레이프 특성을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샘플북 

내 드레이프 그룹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간이

적으로 드레이프성을 측정하여 그룹을 분류함으로써,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내 라이브러리에서 유사한 

드레이프성을 가지는 옷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옷

에 대한 3D 가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배경

직물의 드레이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로부

터, 드레이프 측정을 간단히 하면서 기존 측정 방법의 

보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ISO 9073-9:2008(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08)에서는 드레이프 계수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시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Ghith et al.(2015)은 직경 18 cm의 원형 

디스크에 직경 24, 30, 36 cm 원형 직물 샘플을 올려놓

고 드레이프 계수를 측정하였다. 원형 디스크의 크기

는 일정하면서 시료의 직경에만 변화를 주고 드레이

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시료의 직경이 커질수록 드레

이프 계수는 작아졌다. 이는 원형 디스크 밖으로 실제 

드레이프 되는 면적의 크기로 인해 더 큰 중력이 작용

하여 결국 드레이프 된 면적이 더 작게 나타나게 된 것

으로 생각된다.

옷의 드레이프성은 정적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만큼

이나 동적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또한 중요하다. Park 

et al.(2008)은 실험실용으로 제작된 동적 드레이프 시

험기를 사용하여 동적 드레이프성을 측정하였다. 동

적 드레이프성의 측정은 직경 30 cm의 시료를 시험기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30, 60, 90 rpm의 속도로 회전

시키면서, 정지된 상태 0 rpm의 드레이프성과 비교하

였다. 그 결과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그에 의한 원심

력의 영향으로 드레이프 되었던 시료의 부분이 펼쳐졌

으며, 이는 실제 옷의 사용환경과 유사성이 더욱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직물이 가지는 고유한 드레이프 특

성과, 직물 무게 및 회전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Sanad et al.(2013)에 

의하면 의복의 드레이프 형상 매개변수는 옷을 구성

하는 직물의 드레이프 형상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예

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형 디스크에서의 측정이 

아닌 마네킹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실제 옷을 제작하여 의류에 대한 마네킹의 드레이프 

모양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원형 직물을 이용한 드레

이프 측정과 마네킹을 이용한 드레이프 측정은 상관

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직물의 드레이프성을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방

법으로, 직물의 처진 각도를 이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Choi & Bang, 2014), 연구자들은 10종의 직물을 이용

하여 직접 고안한 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Cusick(1968) 

드레이프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간이 드레이프성 측정법은 측정용 보드에 기준선을 잡

고 이를 중심으로 수직선을 그은 후 다시 90°를 좌우

대칭으로 10등분하여 측정선을 설정하였으며, 이 측

정선을 이용하여 직물의 처진 각도를 판단할 수 있었

다. 25 cm의 정방형 시료를 측정 도구의 중앙 윗부분에 

걸어서 드레이프성을 측정한 결과, 기존의 측정 방법

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실제 옷에서와 같은 드

레이프성 결과를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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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물의 드레이프성을 삼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자 하는 다양한 연구도 있었다. 첫 번째 연구는 포텐쇼

미터(potentiometer)를 사용하여 얻은 3D 드레이프 형

상을 통해, 평면의 투영도에서 오는 면적 및 외곽선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측면 투영도에서 정보를 받아들

여 원형도와 같은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Suh, 

2012). 또한 직물의 드레이프성 측정에 3D 스캐너를 사

용하여 3D 이미지를 얻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존 드

레이프성 측정 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나 외

곽선 외에도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Yang et 

al., 2021). 3D 모델링을 이용한 새로운 드레이프 평가 

방법으로 직물을 4대의 카메라로 둘러싸인 반경 60 mm

의 지지대 원반 위에 놓고 중앙에 위치시켜 측정한 연

구도 있다(Yu et al., 2020). 스캔된 직물의 이미지로부

터 삼각형 메쉬를 얻은 후 각도 측정을 하였으며, 새로

운 드레이프 변수로 총 드레이프 각도(total drape angle; 

TDA)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실제 드레이프 

형상을 3D 이미지로 측정하여 드레이프 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올릴 수 있었고, 기존 2D 평가 방법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었다. Al-Gaadi et al.(2012)은 다양한 직

경의 링을 이용하는 3D 스캐닝 기반 장치인 Sylvie 3D 

드레이프 테스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드레이프성

을 측정하였다. 측정 프레임에 카메라와 레이저가 장

착되어 있어 카메라 스캔 후, 레이저 에미터(laser emit-

ters)로 라인투사 및 단면결정 후 해당 사진을 다운로

드 하였으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 표면을 가

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계산하

였다. 이 연구는 지름을 다양화하는 방법, 정적 및 동적 

거동의 비교, 드레이프의 3D 측정 등과 같은 다양한 측

면이 고려된 연구로, 옷의 3D 가상화를 위해 드레이프 

측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3D 가상화를 위한 드레

이프성 측정 방법 고안으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하는 측면과, 간편하게 측정

하여 드레이프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ISO 9073-9:2008 

(ISO, 2008)의 방법을 모사한 다양한 원판 지름을 이용

한 방법을 조합하여,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드레이

프성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시료

한국섬유수출입협회의 도움으로 실제 시장에서 사

용되는 1,001개의 시료를 취합하였다. 이중 스팽글, 

문양, 각종 장식사 등을 가진 시료의 경우 드레이프성 

측정에서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제외한, 710개 시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Kim et al., 2021; Kim et al., 

2020).

 

2. 드레이프 계수 측정

드레이프 계수는 KS K ISO9073-9에 준하여, 드레이

프성 측정기(H-074A, Hanwon, Korea)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

dards [KATS], 2016). <Fig. 1>에 나타난 것처럼, 직경 

30 cm의 시료를 직경 18 cm의 원기둥 위에 올려놓았

고, 80 cm 높이에서 디지털 카메라(EOS M100, Canon, 

Japan)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이후 이미지 분석 소프

트웨어(ImageJ,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를 이

용하여 이미지상의 원기둥 지름을 18 cm로 지정해준 

Fig. 1. Example of pictures taken to measure drap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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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드레이프 형성 모습의 아웃라인을 따라 면적을 구

하였다. 이후 면적을 <Eq. 1>에 넣어 드레이프 계수를 

산출하였고,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Drape coefficient (%) =

{(A ‒ S1)/(S2 ‒ S1)} × 100 ...... Eq. 1.

A: projected area by the specimen (cm2)

S1: area of the supporting disk (cm2) 

S2: area of the specimen (cm2)

 

3. 각도를 이용한 드레이프성 평가

각도를 이용한 드레이프성은 시각적 측정 도구를 

개발했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안되었다(Choi & 

Bang, 2014). 드레이프 각도 측정에 필요한 각도 판정

판과 시료를 거치한 상태에서 회전시키며 관찰할 수 

있는 턴테이블을 제작하였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각도를 판정하였다. 시료를 턴테이블에 거

치 후 회전시키며 다각도에서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

에 드레이프성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 가능했다. 판정

판과 턴테이블,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개념도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판정판은 지름이 50 cm인 

반원으로, 가운데 0을 기준선으로 왼쪽은 ‒5°씩, 오른

쪽은 +5°씩 늘어나도록 하여 양끝 각이 90°가 되도록 

제작하여 최대 180°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턴테이블은 높이가 150 cm이며, 기둥 상단에 지름이 

0.5 cm인 자석을 설치하여, 그 위에 시료를 올리고 같은 

크기의 자석을 사용하여 시료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드레이프 각도 측정은 제작된 판정판, 턴테이

블 그리고 카메라를 동일선상에 있도록 하였으며, 판

정판과 턴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40 cm, 턴테이블과 카

메라 사이의 거리는 110 cm로 설정하였다.

 

4. 다양한 지름의 원판을 이용한 드레이프성 측정

원판을 이용한 드레이프 측정은 시료의 크기(직경 

30 cm)는 고정하고 다양한 직경을 갖는 10가지 비율의 

원판으로 드레이프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측정 시료의 

크기는 고정한 채, 원판의 크기를 달리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시료 준비의 과정을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다.

ISO 9073-9:2008(ISO, 2008)에 준하여, 원판의 직경

을 18 cm로 고정한 상태에서, 드레이프 계수가 30% 이

하인 경우 시험편 직경을 24 cm(원판의 크기 대비 시험

편의 비율 : 4/3, 133%), 드레이프 계수가 30~85%인 경

우 시험편 직경을 30 cm(원판의 크기 대비 시험편의 비

율 : 5/3, 167%), 드레이프 계수가 85% 이상인 경우 시

험편 직경을 36 cm(원판의 크기 대비 시험편의 비율 : 

6/3, 200%)로 선정한다. 여기에서의 세 가지 비율을 토

대로 직물 시료의 크기는 30 cm로 고정한 상태에서, 원

판의 크기 대비 시험편의 비율이 133%인 22.5 cm의 원

판 직경, 상대 비율이 167%인 18.0 cm의 원판 직경, 상

대 비율이 200%인 15.0 cm의 원판 직경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등간의 지름 간격을 갖는 원판을 12.0~25.5 cm 

사이에서 1.5 cm 간격으로 총 10가지 비율을 제작하여 

검토하였으며, 이 때 원판의 크기 대비 시험편의 비율

에 대한 분포는 133~250%이다. <Fig. 3>은 회색면으로 

표현된 30 cm 직경의 직물 대비, 원판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즉 가장 안쪽 원의 경우 시험편과 원판의 비율

이 250%이고, 가장 바깥쪽 원의 경우 시험편과 원판의 

비율이 133%에 해당한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원은, 

기준이 되는 3가지 시료의 비율을 이용한 값으로 15.0, 

18.0, 22.5 cm의 직경을 갖는 원판을 나타낸 것이다.

 

5. 3D 스캐너를 이용한 직물의 드레이프성 관찰

Cusick 드레이프 측정법과 동일하게, 지름 30 cm의 

시료를 지름 18 cm의 원판 위에 위치시킨 후, 3D 스캐

너(Calibry, Visiontech, Korea)를 이용하여 드레이프 
Fig. 2. Measuring system for an angle 

formed by a draped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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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상을 스캔하였다. 스캔된 파일은 기기 자체 프로

그램(Calibry Nest, Thor3d, Russia)을 통해 모든 방면

에서의 관찰이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변환되었다.

 

IV. 결과및고찰

1. 드레이프 계수를 이용한 분포 확인 및 그룹 

설정

드레이프성 측정에서 재현성이 떨어지는 시료들을 

제외한, 710개 시료의 드레이프 계수 분포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49.6%의 시료들이 드레이

프 계수 30 이하 구간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드레

이프 계수 50 이하에 73.7%에 해당하는 시료들이 속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레이프 계수 0~100 사

이의 시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측정 방법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시료가 많이 분

포되어 있는 드레이프 계수 50 이하의 영역에 대한 변

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710개의 시료를 71개씩 10개의 그

룹으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막대 위의 값은 

한 그룹 내 최대와 최소의 차이다. D1과 같이 그룹 옆 

숫자가 작은 경우, 드레이프 계수가 가장 작은 시료들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원판에 올려놓았을 때 처

짐이 심하며 하늘거리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D10과 

같이 그룹 옆 숫자가 큰 경우, 드레이프 계수가 큰 시료

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원판에 

올려놓았을 때 처짐이 거의 없으며 뻣뻣한 것이 특징

이다. 710개 시료의 드레이프 계수는 3.64~95.31 사이

에 나타났으며, 평균은 35.15, 중앙값은 30.19로 나타

났다. D2의 최대와 최소 차이는 3.17로 가장 조밀하게 

71개의 시료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각 

그룹이 속한 범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그

룹인 D10은 26.86의 범위에 71개 시료가 분포되어 있

Fig. 3. Size comparison between a fabric 

and 10 disks of various diameters.

Fig. 4. The cumulative distribution according to drape coefficient 

(values in parentheses are percentages in each section, D1-D10).

Fig. 5. Group distribution by drape coefficient (D1-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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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D2 대비 약 8.5배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그룹별 드레이프 계수 분포를 통해, 조밀하

게 분포되어 있는 그룹에 대한 정확한 구분법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2. 각도를 이용한 드레이프 측정 분석

드레이프 계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10개의 그룹에서 

각각 3개의 시료를 선택하여 드레이프 된 각도를 측정

하였다. 각도 측정을 촬영한 사진의 몇 가지 예시를 

<Fig. 6>에 나타내었고, 각 그룹별 측정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턴테이블을 돌리며 시료를 관찰하

였을 때, 회전하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였고, 값이 달라지는 경우 최대와 최소 

각도를 표시하였다.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직물에 의

해 만들어지는 최대 각도가 드레이프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였다.

그룹별 드레이프성에 따라 최소, 최대 각도가 존재

하는 시료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작은 각도는 

32.5°로 드레이프 계수가 가장 낮은 D1에 속하는 시료

였고, 가장 큰 각도는 120.0°로 드레이프 계수가 가장 

높은 D10에 속하는 시료였다. D1~D3은 어느 방향에

서 보든 값이 일정하였고, 전체적으로 작은 각도값을 

나타내었다. D4부터는 보는 방향에 따라 드레이프 된 

각도가 최소 각도와 최대 각도로 나누어졌다. D4와 D5

에서 그룹 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나타났지만, 그룹 

사이에서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 D6부터는 최소각

도와 최대각도의 차이가 그전 그룹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고, D10은 드레이프 계수가 가

장 높은 시료들로, 가장 큰 최대각도인 120.0°를 나타

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룹 내 시료끼리의 비교

에서 드레이프 계수와 각도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a) D1                                                    (b) D5                                                   (c) D10

Fig. 6. Example of angle measurement by drape group (D1-D10). 

Group Sample
Drape 

coefficient

Angle (°)
Group Sample

Drape 

coefficient

Angle (°)

Min Max Min Max

D1

1 5.2 32.5

D6

1 32.0 60.0 67.5

2 5.8 35.0 2 33.1 55.0 67.5

3 7.3 35.0 3 34.4 50.0 70.0

D2

1 10.9 37.5

D7

1 41.6 55.0 70.0

2 9.5 40.0 2 40.3 50.0 75.0

3 12.7 40.0 3 46.3 57.5 75.0

D3

1 13.1 42.5

D8

1 48.6 57.5 75.0

2 16.7 45.0 2 50.8 65.0 80.0

3 14.4 50.0 3 54.6 70.0 85.0

D4

1 22.1 40.0 50.0

D9

1 60.5 60.0 80.0

2 19.4 50.0 55.0 2 59.1 65.0 90.0

3 20.3 50.0 55.0 3 57.5 65.0 92.5

D5

1 28.8 50.0 60.0

D10

1 70.6 95.0 110.0

2 28.4 50.0 65.0 2 72.9 82.5 115.0

3 27.8 50.0 67.5 3 89.1 85.0 120.0

Table 1. Drapability using angle measurement for each drape group (D1-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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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그룹 간 비교에서는 D8과 D9 사이를 제외하

고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

다양한 특성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료 가운데를 고정

한 채 처지게 하였을 때 각기 다른 각도를 형성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물의 드레이프성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생각되며, 실제 드레이프 계수와 유사하게 시료 

사이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Choi & Bang, 2014). 이를 통하여 각도를 이용한 방법

이 기존의 면적을 이용한 방법보다 용이하면서, 그 특

성을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물의 드레이프 계수에 따른 최대각도의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앞서 살펴본 드레이프 계수의 

분포에서, 49.6%에 해당하는 시료가 드레이프 계수 

30 이하의 범위에서 존재하였으며 이를 분별할 수 있

는 방법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도를 이

용한 측정 결과도 작은 각도에 몰려있는 분포를 확인

하였다. 따라서 50%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Y축의 최

대각도 100° 이상인 D10을 제외하고, 60°를 기준으로 

50%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즉 

20~60°에 사이의 D1~D5, 60~100° 사이의 D5~D9으로 

분류하여, 이후 연구에서 다양한 원판을 이용한 드레

이프 측정법의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다양한 지름의 원판을 이용한 드레이프 측정 

분석

다양한 지름의 원판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룹별 3가지 시료의 평균을 비교하

였을 때, 원판의 크기가 커질수록 드레이프 계수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중력의 영향으로 드레이프 될 수 있는 직물의 면

적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드레이프 계수

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각도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100° 이상인 D10을 제

외한 20~60°에 해당하는 D1~D5와 60~100°에 해당하

는 D5~D9로 그룹을 나눠, 원판을 이용한 드레이프 계

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각도를 이용한 드레이프 측정에서 최대각도가 20~ 

60°에 속해있던 그룹 D1~D5에서 그룹 간 구별을 위한 

최적의 원판 지름을 선정하기 위해, <Table 2>에서와 

같이 세 가지 판정기준을 정했다. 첫 번째 판정기준은 

각각의 다양한 지름의 원판을 이용한 드레이프 계수 

측정 결과와 기존 방식으로 측정된 결과 사이의 순서 

일치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웃하는 그룹 사이의 편

차의 합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룹별 편차의 간격이 클

수록 넓은 범위에 시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능

력이 높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룹 사이의 편차의 표

준편차를 두 번째 판정기준인 편차의 합으로 나눈 후 

그 값을 비교하였고, 이 값을 ‘편차의 표준화’라 명명

하였다. 이는 각 그룹이 넓게 분포되지 않고 몰려있을 

수 있는 우려를 반영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이다. 최대와 최소의 차가 크더라도, 각 그룹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룹을 판정하는데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그룹의 유사한 거리를 가지고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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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drape coefficient and maximum angle by group (D1-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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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편차의 표준화’의 

값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Table 2>를 통해, 등급 순

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웃하는 그룹별 편차의 

값이 큰 경우와, ‘편차의 표준화‘ 값이 작은 경우를 고

려하여 원판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들로, D1~D5에 대한 원판 지름별 유

용성을 판단해 보았을 때, 모든 원판에서 기존의 방식

과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었다. 원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그룹별 편차들의 합이 커지며 가장 큰 값은 24.0 

cm 원판을 사용한 경우이다. ‘편차의 표준화’ 값을 비

교해보면 원판 지름 13.5 cm가 7%로 가장 작은 값을 나

타내었다. 이후 등급별 편차의 합이 40 이상인 원판의 

지름 안에서 ‘편차의 표준화’ 값을 비교하였다. 등급별 

편차의 합이 가장 높은 값인 46.21에 해당하는 24.0 cm 

다음으로 등급별 편차의 합이 큰 지름은 25.5 cm로 24.0 

cm와 1.17 차이가 났다. 그러나 지름 25.5 cm의 ‘편차의 

표준화’는 14%로, 24.0 cm의 15% 대비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나타낸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건 내에서, 그룹 분류에 사용하

기 최적인 원판은 등급별 편차의 합 기준에서는 지름 

24.0 cm, 등급별 편차의 합 대비 ‘편차의 표준화’까지 

비교하였을 때는 25.5 cm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D1 

~D5이 속한 드레이프 계수 30 이하의 시료들에 대해, 

ISO 9073-9:2008(ISO, 2008)의 규정에서 원판의 크기

는 18 cm를 사용하고 시료의 크기를 36 cm를 사용하게 

하여 드레이프 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방식을 유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시료의 크기를 30 cm 한 가지로 고정한 상태

에서, 원판의 크기를 넓힘으로써 드레이프 계수 30 이

하를 나타내는 시료군 D1~D5를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D5~D9에 대한 결과도 <Fig.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판의 지름이 커지면서 드레이프 계수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그룹의 시료 71개 중 임의적으로 3개의 

시료를 선택하여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룹 간 겹치는 부

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ISO 9073-9:2008(ISO, 2008)

의 기준인 18.0 cm 이하의 원판을 사용한 경우 그룹 간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드레이프 계수가 85% 

이상인 경우 시료 크기를 36.0 cm로 하여 더 많은 면적

에서 드레이프 되게 하는데, 여기에서 원판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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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rape coefficient according to disk size by group (D1-D10).

Disk diameter (cm) 12.0 13.5 15.0 16.5 18.0 19.5 21.0 22.5 24.0 25.5

Grade match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Sum of deviations by grade 9.55 12.02 15.07 18.40 22.28 27.50 33.28 41.75 47.38 46.21

Standardization of 

deviation (%)
11 7 12 14 10 15 13 13 15 14

Table 2. Validity by disk diameter (D1-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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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지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D5~D9

을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원판 크기에 따른 비교결과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기존 방식과의 동일한 순

서를 이용해 판정하였을 때, 지름 25.5 cm의 원판을 사

용한 경우 등급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드레이프 

계수가 큰 뻣뻣한 시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

을 이용하여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등급별 편차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등급

별 편차들의 합이 31.70으로 가장 큰 16.5 cm 원판이 가

장 변별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차의 표준화’ 비

교 또한 지름 16.5 cm 원판이 7%로 가장 작은 값을 나

타내어, 가장 넓은 범위의 등급 안에서 가장 고른 분포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드레이프 계수 

30 이상에 해당하는 뻣뻣한 직물이 속한 그룹에서는, 

16.5 cm의 원판을 사용하였을 때 판별력이 높아질 것

으로 생각된다.

 

4. 3D 스캐너를 통한 그룹별 시료의 드레이프

<Table 4>에 각 그룹별 스캔된 시료의 모습을 3가지 

측면에서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그룹에 따른 3D 드

레이프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그룹일수록 원판

으로 인한 시료의 처짐이 심하며, 노드의 개수가 많고, 

노드의 산과 곡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높은 그룹

으로 갈수록 시료의 처짐이 덜하며 D8부터 D10은 거

의 드레이프 되지 않은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고안된 방법은 드레이프성에 대한 그룹을 10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다른 형상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그룹별 분석을 통해 3D 가상화를 위

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D 가상

화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710개의 스와치와 함께 해당 

시료의 드레이프 그룹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북

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실제적인 드레이프성 측

정 없이도, 프로그램상에서 본인이 선택한 시료의 대

략적인 드레이프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V. 결   론

직물 드레이프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

들이 있지만, 여러 매수의 시료 준비 등 측정하는데 필

요한 노동력과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드레이프성 측정 방법의 편이성 개선을 목표로, 

드레이프 계수에 따른 시료의 분포 확인 및 그룹 분류

와 간이적 측정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료의 드레이프 계수를 이용하여 710개의 시료를 10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49.6%의 시료가 드레이

프 계수 30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변별력 있는 측정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10개의 

그룹에서 시료 3개씩 선정하여 각도를 이용한 측정법

과, 원판의 지름을 이용한 측정법을 진행하였다. 우선 

10개 그룹의 드레이프성을 크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

으로 30cm 직경을 갖는 옷감의 중심부를 고정하였을 

때 형성되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옷감에 의해 형성되

는 최대각도의 범위는 32.5~120° 사이에서 나타났으

며, 100° 이상의 D10을 제외하고 60°를 기준으로 20~ 

60°에 해당하는 D1~D5와 60~100°에 해당하는 D5~D9 

두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49.6%에 해당하는 시료가 드

레이프 계수 30보다 작은 범위에서 존재하여 이를 분

별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는데, 검토된 

30cm 직경의 옷감 최대각도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

여 두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

지로 분류한 그룹을 다시 한 번 분류 가능토록 하기 위

해 ISO 9073-9:2008(ISO, 2008)의 원판 크기 대비 다

양한 직물의 직경에 대한 비율을 토대로, 10가지 직경

의 원판을 사용하여 편이적인 측정 방법을 고안하고

자 하였다. 원판의 크기가 커질수록 드레이프 계수 또

한 커졌는데, 중력의 영향으로 드레이프 될 수 있는 직

물의 면적이 작아져 드레이프 계수가 크게 나타난 것

Disk diameter (cm) 12.0 13.5 15.0 16.5 18.0 19.5 21.0 22.5 24.0 25.5

Grade match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NG

Sum of deviations by grade 23.05 23.40 29.59 31.70 30.66 27.59 25.40 18.96 17.04 10.48

Standardization of 

deviation (%)
12 11 12 7 7 17 15 22 21 37

Table 3. Validity by disk diameter (D5-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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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판정기준을 드레이프 계수 등급 일치, 등급별 편

차의 합, 편차의 표준화 총 세 가지로 정하였을 때, D1~ 

D5는 24.0 cm와 25.5 cm의 원판을 사용하였을 때, 그

리고 D5~D9는 16.5 cm의 원판을 사용하였을 때 그룹 

간 구분에 대한 판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안된 방법을 통해 드레이프성에 대한 그룹을 10가

지로 구분하였을 때, 그룹별 시료가 3D 상으로 다른 형

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레이프 계수

가 작을수록 시료의 처짐이 심해 노드의 개수가 많고, 

노드의 산과 곡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3D 가상화 프로

그램 사용자에게 710개의 스와치와 함께 해당 시료의 

드레이프 그룹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북을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는 실제 드레이프성에 대한 측정 없

이도, 프로그램상에서 본인이 선택한 시료의 대략적

인 드레이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안된 시각적인 드레이프 측정법을 

활용하여 드레이프성을 간편하게 측정하고, 다양한 

직경의 원판을 사용하여 여러 매수의 시료를 준비해

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그룹별 특성을 나타내는 샘플북을 제시하여, 

드레이프성을 측정하지 않고도 샘플북을 통해 그룹의 

구분만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형태로 3D 가상화가 가

D1 D2 D3 D4 D5

View1

View2

View3

D6 D7 D8 D9 D10

View1

View2

View3

Table 4. Three-dimensional drape shape for D1-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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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하여 시간적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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