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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for coverall-type protective clothing are increasing in many industrial field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the wearers' apparel fit because there is no commercialized pattern in the market.

This study produces a manual for the process of acquiring patterns by separating PPE products into pieces

to provide information on acquiring patterns. The analysis was on coverall-type non woven protective clo-

thing in the domestic market, and 4 panels examined the validity,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various pos-

sible methods on each step of process. Five steps were conducted to acquire patterns removing wrinkles,

marking seams lines, separating seams, and pattern completing.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se into pattern

files was designed through three procedures of digitizing, editing, and exporting and detailed stages. Fitting

tests were undertaken, real patterns by actual modeling and pattern files by virtual modeling; all showed

similar forms with outfits wearing ready-made protective coveralls. This study sought the most efficient and

objective method of virtual modeling and proposed it as a manual. It is expected for the pattern reverse-

designing manual through products analysis presented in this study that would be a helpful addition of in-

formation to the pattern tracing of pattern-less clothing products.

Key words: Manual design, Pattern developing procedure, Pattern file, Disposable protective coverall, Vir-

tual modeling; 매뉴얼 설계, 패턴 설계 절차, 패턴 파일, 일회용 전신 보호복, 가상 모델링

I. 서 론

패턴은 모델(model) 또는 형(型)으로 정의되며(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14b), 여러 가지의 것을 형태

(形態)로 분류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의복 패턴 역시 의

복을 구성하는 공간상의 형이나 형을 이루는 각 부분의

치수 정보가 주어질 때 단지 이미지가 아닌 실현 가능한

패턴의 의미를 갖는다. 패턴의 설계방법에는 평면제도

와 입체재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패턴의 실물

화된 형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후자는 인대의 곡면

에 근접한 디자인일 때 가능하다. 패턴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제품으로부터 패턴을 획득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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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는데, 이는 패턴의 정보가 없는 의복에서 효과적

인 방법이나 획득 과정 중 패턴 원래의 형상이 훼손, 변

질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패턴 채취가 요구된다. 그러

므로 패턴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야 하며 손상된 부위의 바른 해석이 요구된다.

부직포 전신 보호복은 산업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여

러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신을 커

버하는 올인원 형태의 일회용 보호복이다. 최근 구제역,

AI, 에볼라 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는데 이때 각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호 수준의 전

신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높아지면서 인체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산업현장과

방역 등 농가활동에서도 일회용 보호복의 사용이 확산

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용현황 및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보호용 전신 의복에 대한 상용 패턴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교육용 전문 교재(Armstrong, 2001/2011; Kim et al.,

2003; Kim & Jung, 2011; Yoo, 2000)에 제시되는 올인

원 의복 패턴은 점프슈트, 바디슈트, 레오타드 등의 명

칭으로 제도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패턴은 일상 의

복류로서 소매가 제외된 bodice 패턴과 pants 패턴을 이

용하여 제도하는데(Moon, 2015), 작업복 위에 덧입는 전

신 보호복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도체 제

조 시 착용하는 무진복(Na et al., 1997), 근로자용 커버롤

작업복(Oh et al., 2011), 조종사 비행복(Jeon, 2011) 등의

연구에서 상하 일체형 작업복 또는 보호복의 패턴을 제

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겉옷 위에 덧입는 최외층 의복

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신 보호복의 사용이 급

증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전신 보

호복 패턴의 제시는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된다.

의복의 심리에 관한 의미미분 척도, 소비자의 특성,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 소재 특성의 일

관된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등, 의류학 전반에서 객관

적인 매뉴얼 및 프로토콜 제시를 위한 연구가 이어 왔

다. 이에 반해 의복 설계에서는 매뉴얼의 시도가 극히

적어 연구자마다 제각각 연구에 요구되는 일회성 매뉴

얼을 설계하는 실정이다. 때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

심되는 상황에서도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종종

야기되는 등 그 결과의 타당성 및 연구방법의 보편화

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절차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준거가 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을 위한 시도를 목적으

로 하였다. 확산된 보급현황과는 달리 현재 기성 패턴

이 부재한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 설계를 위한 일

련의 연구에서 시판 제품의 해체 및 복원을 통한 패턴

획득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각 과정의 최적 방법을 탐

색함으로써 의류 제품을 통한 역설계식 패턴 설계 매뉴

얼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기성 제품으로부터 패턴을 획득하는 역설계 방법에

사용된 연구 제품은 작업복 위에 덧입는 형태의 일회용

부직포 전신 보호복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부직포 소

재의 전신 보호복 제품 중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le-

vel D, type 5, 6에 해당하는 제품을 선정하였다. 이 수준

은 작업환경의 위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나 오염, 분진,

약한 액체 방어 등이 필요한 농가 또는 산업현장에서 사

용되는 방호 수준이다. 이 중 사용자의 개별구입이 가능

한 제품으로 소재, 봉제방법이 서로 다른 2개 제품을 선

정하였다(Table 1). 각 제품마다 4벌을 구입하였는 데 이

는 실험 시 제품의 반복 사용을 방지하고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시판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 설계를 위한 방법은

시판 제품의 해체를 통한 패턴 피스 획득, 패턴 상용화

를 위한 패턴 입력 및 파일 변환, 생성된 패턴의 모델링

을 통한 패턴 등 재현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는

의복 설계 관련 전문 자료 및 Moon(2015)의 연구를 참조

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매뉴얼에

대한 평가 패널은 의복 설계 관련 전공자 4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각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신뢰성 및 용이

Table 1. Information of examined disposable protec-

tive coveralls

Yuhan Kimberly DuPont

Products KleenGuard-A30EP Tybak multyman SB

Color White Gray

Fabric Polypropylene SMS Polypropylene

Weight 70.6g/m² 62.3g/m²

Sewing method Interlock stitch Overlock st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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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반복 가능성, 효율성이며 전문적인 도구, 기구의 사

용을 가급적 배제하고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

한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시판 제품의 해체 단계에

서는 패턴 피스의 원래 형상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방

법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한 각 단계를 평가하여 채택

된 세부 단계를 제시하였다. 패턴 입력 및 파일 변환 단

계에서는 획득된 패턴 피스의 반복 제도 및 출력, 치수

측정 등이 가능한 패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이

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Gerber Accumark 8.3, AutoCAD

VER. 2013, CLO 3D Modelist 1.4.0.7014이다. 생성된 패

턴의 모델링은 실제 모델링과 가상 모델링으로 재현하

였으며 실제 모델링에서는 전신 보호복의 부직포 소재

(60g/m
2
 SMMS 부직포 폴리프로필렌) 및 봉제방법(인

터록 스티치, 체인 스티치, 오버록 스티치)을 적용하여 제

작하였다(Table 2). 가상 모델링의 경우 실제 모델링에 최

대한 근접한 형상구현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채

택된 단계를 매뉴얼로 제시하였다. 실제 외관평가의 착

의 대상은 Size Korea (2010)의 20대 남성의 키, 가슴둘

레의 평균 ±1 표준편차에 속하는 1인이며<Table 3>, 가

상 외관평가 아바타는 치수 변경이 가능한 메뉴 상에서

실제 착의 대상과 동일한 사이즈를 설정하였다. 해체 전

의 시판 제품 착장 이미지와 재현 제품의 실제 착장 외

관, 가상 착장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시판 제품의 해체를 통한 2D 패턴 피스 획득

절차

부직포 전신 보호복 제품은 비닐 포장재 안에 장기간

접히고 짓눌려 주름자국과 구김이 많은 상태이므로 우

선 제품의 구김을 제거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섬유 제

품의 구김을 제거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림질을 이용하

나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소재인 본 제품은 열에 의한 구

김 제거 시 수축하거나 녹아 붙는 등 원형의 변형이 발

생하였다. 이에 자연 방치를 통한 구김제거를 선택하였

으며 테이블 위에 제품을 펼쳐 방치하는 방법과 옷걸이

에 걸어 방치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24시간 경과 후

확인한 결과, 테이블 위에 방치한 제품보다 옷걸이에 걸

어 방치한 제품의 구김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부직포 제품은 가벼워 옷걸이에 걸어

도 의복 무게에 의한 처짐 등, 원형의 훼손이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단의 의견이 집약되어 옷걸이에 걸어 자연

방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만 하루(24시간) 경과 후

보호복의 구김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남은 구김은

더 이상 방치하여도 큰 변화가 없었다. 본 결과는 열처

리에 의한 고정이 불가능한 제품들의 구김제거 시 참고

정보가 될 수 있다.

둘째, 패턴 외곽선(완성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

을 해체하기 전에 봉제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였

다. 봉제선 표시가 가능한 4개 도구와 2개의 선 표시방

법을 조합, 시도하였다. 표시용 도구로 4B 연필, 수성

펜, 유성 펜, 직물 표시용 chalk 등을 시도한 바, 4B 연필

과 수성 펜은 부직포에 번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표시 도

중 손에 표시 자국이 묻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Chalk 사용 시 번짐 현상은 상대적으로 덜했으나 표시

된 선이 흐리고 가는 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갈아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시도된 도구 중 가장 번짐이

적고 선명한 것은 유성 펜이나 표시가 영구적으로 남으

므로 복원을 요하는 고가 제품 등에는 사용이 어려운 단

점이 있다. 선의 형태 중 실선은 표시하기 간편하나 보

호복과 같이 큰 제품을 표시하는 동안 실선 표시를 반

듯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어긋나는 부분이 종

종 발생하였다. 점선은 실선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오히려 더딘 과정이 각 점을 표시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고 보정이 용이하여 실선보다 효

Table 3. Measurements of the subject                                                    (Unit: cm)

Age (year) Weight (kg)
Che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Arm

length

Back

length
Stature

24 74 95 84 100 63 44 174

Table 2. Information of technical design for real mo-

deling

Division Specification

Fabric Polypropylene SMMS

Weight 60g/m²

Protection level Level D, Type 5 & 6

Stitch

Interlock LS2 B736

Chain EX8316 02

Overlock EX5214 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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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표시방법으로 평가되었다. 부직포 전신 보호복

의 봉제선 표시를 위해 유성 펜을 사용한 약 0.5cm 간

격의 점선 표시방법을 최종 채택하였다.

셋째, 선 표시가 끝난 제품의 봉제선을 분리하였다.

두 개 제품은 각각 오버록 스티치, 인터록 스티치로 봉

제되어 있었다. 오버록 스티치는 봉제된 세 실 중 안쪽

첫 실을 제거하면 남은 봉제 부분이 수월하게 풀리는 구

조이나 부직포 제품의 특성상 실을 당길 때 원단과의 마

찰로 인해 실이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

다. 대안으로 위쪽 두 번째 실을 쪽가위로 잘라주어 봉

제된 실을 수월하게 풀리도록 조치하였다. 인터록 스티

치는 시접 끝은 오버록 스티치로, 완성선은 체인 스티치

로 봉제되어 있어 오버록 스티치의 봉제선 분리방법과

더불어 완성선 체인 스티치를 seam ripper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봉제선 분리에는 송곳, seam ripper와 쪽가

위가 사용되었다.

넷째, 분리된 패턴 피스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구

김이 남아 있어 정확한 패턴을 획득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분리된 2차원 형상의 패턴 피스를 hanging과 spre-

ading에 의한 주름펴기를 시도한 결과, 후자가 효과적

으로 구김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 피스 전

면에 골고루 하중을 주는 것이 pressure 효과를 상승시

켰다. 본 연구에서는 테이블 위에 패턴 피스를 펼치고

그 위에 90×62cm의 고무 제도대를 덮었으며 A4 용지

박스로 하중을 높였다. 이 역시 만 하루가 지난 후 하중

을 제거하였을 때 남은 구김이 제거되어 만족스러운 패

턴 피스를 얻을 수 있었다.

다섯째, 패턴 피스 획득의 마지막 단계로 패턴의 완

성선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품의 제작 과

정 중에 기인됐을 것으로 사료되는 왜곡, 변형된 선은

평가 패널의 식견과 합의에 의해 blending, truing, smoo-

thing 등을 통해 보정하였다. 획득된 패턴은 경, 위사의

구분이 없는 부직포 소재이나 패턴의 좌우, 상하 구분

을 위하여 패턴의 중심부와 평행으로 상하를 잇는 선을

올방향선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결과,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2D 패턴 피스 획득

을 위한 최종 매뉴얼은 <Table 4>와 같이 5단계 세부 과

정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각 10개의 패턴 피스

가, 중복된 피스를 제외하면 6개의 패턴이 획득되었다.

2. 부직포 전신 보호복의 패턴 파일 전환 절차

실물 형태의 패턴 피스는 이미지 형상에 불과하여 동

일한 이미지의 패턴을 카피할 수는 있으나 패턴 개발에

요구되는 여러 수치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 측정, 그레이딩 및 패턴 수정,

변환 등 패턴 편집이 가능한 패턴 파일로 제작하는 과

정을 설계하였다. 패턴 파일 전환 과정은 크게 패턴 입

력, 패턴 편집, 패턴 파일 내보내기의 3단계로 진행되었

으며 채택된 절차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첫째, 획득된 2D 패턴의 입력을 실시하였다. 패턴 입

력에 사용된 apparel CAD 시스템은 Gerber 시스템의

CAD 프로그램(AccMark 8.3)과 digitizer이다. 본 시스템

에서의 패턴 입력방법은 pattern setting, pattern input, end

input & pattern export의 세부 단계로 실시되었다. Pat-

tern setting은 입력할 패턴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부여

하는 단계로서 Gerber 프로그램에서는 패턴 입력의 시

작을 명령하는 Start Piece, 피스의 이름을 명명하는 Piece

Name*, 피스 부위를 입력하는 Piece Category*, 각 피스

의 설명을 입력하는 Piece Description*, 각 피스의 그레

이딩값을 결정하는 Rule Table과 이미 입력된 룰값을 불

러오는 Rule Table Name*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delimiter)는 한 명령어의 종료를 알리는 기능이다.

패턴 획득 시 설정한 grain line과 패턴에서 요구되는 지

정점(point, grading rule point, notch)을 각각 구분하여 di-

gitizer로 입력하였다. 곬 여부를 결정한 후 End Input 명

령어로 pattern input을 종료하였다. Pattern Export는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는 과정

Table 4. Procedure of acquiring protective coverall's 2D pattern pieces

No Step Method Tools

1 Removal wrinkle of apparel Hanging up PPE on the hanger for a day Hanger

2 Marking seam line Marking dots along seam line Oil-based pen

3 Spitting along the seam Spitting along the seam Seam ripper, scissors, awl

4 Removal wrinkle of pattern piece Pressing with weight Weights

5 Pattern completing
Grain line, notch, blending,

smoothing, trimming & truing
Oil-based pe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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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력된 파일을 Gerber 시스템 내의 패턴 인식 확장

자인 accumark piece 형식으로 저장한 후 export 메뉴를

이용, Standard DXF 파일로 다시 저장하였다.

둘째, 입력된 패턴을 master pattern으로 사용하기 위

한 패턴 편집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프로그램은

AutoCAD 2013이다. 입력된 패턴은 Gerber 프로그램에

서 편집과 내보내기가 가능하나 이 프로그램은 의상 제

작용 CAD로서 입력 당시 패턴의 정보를 미리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이 번거롭고 각 구간의 치수 측

정을 위해서는 패턴 내의 내, 외부선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는 등 PDS의 매뉴얼 습득과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AutoCAD 프로그램은 범용 설계 프로그램으

로 내부선 없이도 구간과 구간의 치수측정 도구를 활용

해 바로 측정할 수 있고(Moon & Jeon, 2013) 편집이 수

월하여 시판 제품의 패턴 변환과 같이 정보가 부족한 패

턴의 편집에 유용하다. 또한 AutoCAD 프로그램은 ap-

parel CAD 프로그램 및 장비에 비해 저렴하고 대부분

의 대학, 학원, 업체에서 사용하는 범용 프로그램으로 접

근성이 용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AutoCAD 상에서의

패턴 편집을 채택하였다. DXF 파일로 export된 패턴 파

일은 AutoCAD에서 바로 오픈 가능하다. DXF 파일은

CAD 소프트웨어들 간의 파일 교환을 위한 포맷이며

CAD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위한 표준이 되고 있다(Na-

ver knowledge encyclopedia, 2014a). Standard DXF로

export된 digitizing pattern을 열고 외곽선 정리를 실시하

였다. 패턴 외곽선의 모든 포인트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이 선을 따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과정 및 digitizing

시 왜곡된 선을 보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AutoCAD

프로그램에서 생성되는 *.dwg 형태의 패턴 파일은 프로

그램에서의 호환을 위해 R12/LT2 DXF(dxf)로 변환 저장

(save as)하였다.

셋째, AutoCAD에서 변환 저장된 R12/LT2 DXF(dxf)

파일은 가상 모델링(CLO 3D Modelist) 프로그램에서 호

환되지 않으므로 다시 Gerber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한

AAMA(dxf) 확장자로 내보내기(export)를 실시하였다.

<Fig. 1>은 획득된 실제 패턴 및 파일로 전환된 패턴의

중합도이며 시접을 제외한 실제 패턴의 완성선과 CAD

로 제작된 패턴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획득 패턴을 통한 부직포 전신 보호복 모델링

이상의 역설계 방법으로 획득된 패턴을 이용하며 부

직포 전신 보호복을 재현하였으며 실제 모델링과 가상

모델링을 병행하였다. 실제 모델링에서는 획득된 패턴

피스를 사용하여 전신 보호복용 부직포에 패턴 배치,

마킹, 재단하여 봉제하였고 실제의 작업상황과 같이 작

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제작된 전신 보호복을 덧입도

록 하였다. 가상 모델링에서는 변환된 패턴 파일을 가상

착의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아바타에 패턴 배치, 봉제,

시뮬레이션 실시 후 보호복 물성 및 아바타 체형 변환,

작업복 착장 아바타와의 병합을 거쳐 최종 착장된 아바

타의 착장 외관을 평가하였다. 가상 모델링은 프로그램

의 운용상 실제 모델링과는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이를 숙

지하고 운용하여야 바른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바른 순서를 매뉴얼로 제시하는 것은 가상 착의 연구가

증가하는 현황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판단되

어 가능한 가상의 절차들을 시도하여 검토, 평가하고

최적 절차를 제안하였다(Fig. 2).

가상 모델링은 CLO 3D Modelist(1.4.14.7701)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착장에 최대한 근접한 착장

형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다. 가

상 모델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에서 심도 있게

Table 5. Conversion procedure of protective coverall's pattern file

No. Step Method Program File extension

1 Digitizing

Pattern setting
Gerber

AccMark 8.3

(Export)

Standard DXF
Pattern input

End input & Pattern export

2 Pattern editing

File open

AutoCAD

2013

(Save as)

R12/LT2 DXF

Connect outline

Edit internal line

Converting extension

3 Exporting
Import file Gerber

AccMark 8.3

(Export)

AAMAExpor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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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부분은 실제 모델에 근접한 아바타 구현, 실제

보호복 소재에 근접한 가상 의복 물성 구현, 실제 모델

링과 동일한 의복 착장 등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실

제 모델에 근접한 아바타 구현을 위해서는 가상 착의 대

상이 Size Korea(2010)의 20대 남성의 키, 가슴둘레의 평

균 ±1 표준편차에 속하는 실제 모델과 동일하여야 하나

일반 의복에 비해 큰 전신 보호복을 작은 아바타에 착장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즉, 보호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아바타에서는 각 부위에서의 배치된 패턴들이 겹

치는 등, 시뮬레이션 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외층에 덧

입는 전신 보호복은 일반 의복에 비해 길이가 길고 품의

여유가 많으므로 아바타보다 큰 옷을 착장하기 위해 우

선 기본 남성 아바타(키 189.3cm)에 착장을 완료한 이후

Fig. 1. Overlapped image of real patterns and CAD converted patterns.

Fig. 2. Steps of real modeling and virtua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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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의 사이즈 변형을 시도하였다. 물성 구현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연구일 현재, 프로그램의 물성 메

뉴에 부직포 소재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소

재에 근접한 물성 구현을 위하여 여러 유사한 물성의 시

도와 함께 업체 관계자를 통한 문의 및 평가를 병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기본 아바타는 팔을 45
o
로 내리고 있

는데 이러한 포즈는 거대한 보호복 착장 시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력으로 소매가 흘러내리게 되

며 겨드랑이에서 의상이 꼬이고, 손가락에 소매부리가

걸리거나 보호복 소매 밖으로 팔이 빠져 나오는 등, 착

장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수평으로 90
o
 팔을

든 자세로 아바타 포즈를 변경한 결과, 보호복 배치 및

착장 시뮬레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아바타

를 벗어난 큰 규모의 의복 가상 착장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가상 모델링의 진행 절차는

총 7단계로 설계되었다(Table 6). 첫째, 프로그램에서 생

성된 기본 아바타를 보호복 착장에 적합하도록 세팅하

였다. 아바타 사이즈와 포즈의 변경이 요구되나 앞서 언

급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아바타 사이즈 변경은 아바타

착장이 완료된 후로 설계하였다. 아바타에 비해 큰 제품

의 착장을 위해 아바타 X-Ray 관절보기를 실행한 후, 아

바타 포즈를 팔을 수평으로 든 자세로 변경하였다. 둘째,

패턴 파일을 세팅하였다. Import 기능을 이용하여 AAMA

(dxf) 확장자 형태의 패턴 파일을 불러들인 후 패턴을 아

바타 주위에 배치하였으며, 정확한 패턴 배치를 위해 속

성창 배치 영역에 X축 위치, Y축 위치, Offset 등을 활용

하였다. 셋째, 배치포인트, 배치된 패턴을 봉제하였다.

후드 달림선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1대 1 선분재

봉을, 후드 달림선 부위는 1대 다중 선분재봉을 실시하

였다. 실물과 마찬가지로 후드 홀, 소매부리, 바지부리,

허리둘레에 고무줄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고무줄 강도는

각 전신 보호복 제품에서 확인된 고무줄 길이와 동일하

게 입력하였다. 넷째, 착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봉

제 완료 후 간과한 봉제 부위가 있는지, 봉제선이 꼬인

부위가 있는지 아바타창의 화면뷰를 달리하면서 세밀

히 검토한 후 시뮬레이션 메뉴를 실시하여 착장 이미지

를 제작하였다. 다섯째, 착장 이미지가 완료된 후 아바

타 사이즈를 변경하였다. 아바타 치수 변경 메뉴를 이용,

실제 모델링의 착의 피험자와 동일한 치수를 설정하였

다. 아바타 치수 변경은 모든 부위에서 치수 적용이 가

능한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치수를 모두 입

력하여도 실제 피험자와는 상이한 체형 부분이 있어 이

는 가상 착장의 제한점으로 인식되었다. 여섯째, 착장

의복에 부직포 물성을 적용, 변경하였다. 현재 프로그

램 내에 부직포 물성이 없으므로 프로그램 관계자와의

자문을 거쳐 유사한 여러 물성값을 적용, 시도하였다.

최종 채택된 사전물성 메뉴는 wind breaker_CLO _v1이

며 Detail의 Stretch-weft, Stretch-warp을 60~70으로 변

경하였다. 이 역시 부직포의 물성 이미지와는 미세한 차

이가 있어 프로그램에 없는 물성의 적용은 물리적인 값

의 입력에 앞서 전문가의 시각적 판단과 평가를 병행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착장 의복을 조합하

였다. 실제 모델링에서와 같이 작업복 위에 보호복을 덧

입히기 위해 두 개의 착장 의복을 아바타에 조합하였다.

가상 착의에서 의복을 덧입히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설

정하는 방법과 내부 의상을 동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다. 전자는 아바타 신체로부터 착장 순서를 정하는 방식

으로 두 겹 이상의 의복 착장 시 사용되며, 내부의 의복

이 여유량이 작고 신체에 밀착되어 있을 때 효율적인 방

법이다. 동결(freeze)은 내부에 위치한 의상을 아바타의

몸인 것처럼 동결시켜 외부에 착장되는 의상이 내부로

꼬여들어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을 결합, 사용하였는데 우선 내부

작업복을 동결시키고 “파일>추가>의상”의 방법을 통해

보호복을 불러 온 후 보호복의 레이어를 변경하여 착장

시킨 결과, 한 개 방법만을 사용한 것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와 유사한 의상 조합이 가능하였다.

시판 부직포 보호복 제품의 착장 외관과 획득된 패턴

을 이용하여 재현된 실제 착장 외관, 변환 패턴 파일을

이용한 아바타 가상 착장 외관 등, 3종류의 이미지를

<Fig. 3>에 제시하였다. 시판 보호복과 재현 보호복의 실

제 모델링 결과, 의복 길이, 여유분, 봉제선 형상 등에서

유사한 착장 외관이 나타났다. 목둘레의 끌어당김, 후드

형상, 후드의 달림선 형태, 봉제선 위치 등은 가상 착의

및 실제 착의 결과 모두 시판 제품과 매우 유사한 이미

지를 나타내었으나, 실루엣, 길이, 너비 방향의 여유분

에서는 실제 착의에서만 시판 제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상 착의 프로그램 내 부직포 물성

부재에서 오는 현상으로 시뮬레이션 시 많은 여유분이

원단의 흘러내림 현상을 유발하여 동일한 외관 표현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매뉴얼에 의한 재

현이 실제, 가상 착의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였으나 가상

착의 프로그램에서의 물성 표현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재현된 실물 보호복 및 가상 착장 보호복

은 연구에서 요구되는 특성 파악을 위한 착장 결과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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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irtual apparel modeling & fitting steps

No. Step Program menu Image

1 Avatar setting
Show avatar

 >Show x-ray joints

2 Pattern arrangement

1. Reset 2D arrangement

2. Show avatar

 >Show arrangement point

3  Sewing

Segment sewing

4 Simulation

Simulate (space)

5 Avatar reset

1. Pose>Male_Pose

 >M_Pose_01_Default.pos

2. Avatar>Avatar size

6 Change fabric property

1. Object browser

 >Fabric>Preset

2. Object browser

 >Fabric>Detail

7 Put on layers of clothing

1. Avatar working cloth

>Right click>Freeze

2. File>Add>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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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virtual fitting program의 물성 구

현 및 아바타 체형 변환에서 몇몇 메뉴에서는 아직 실

제 이미지 구현에 제한점이 발견되어 실제 모델링을 배

제하고 가상 모델링만 사용하여 fitting test를 실시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부직포 전신 보호복 제품의 해

체를 통한 패턴 획득 및 패턴 파일로의 전환, 실제 및

가상 모델링 과정을 도식으로 제시하면 <Fig. 4>와 같

다.

IV. 결 론

농 ·축산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요구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부직포 전신 보호복은 대부분 수입완제품의 형

태로 판매되고 있어 한국인 인체 적합성의 문제가 심각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에 요구되는 패턴, 제작방법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인 인체에 적합한

보호복 개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부직포 소

재의 전신 보호복을 구입, 해체를 통해 패턴을 얻고 이

를 패턴 파일로 변환한 후 다시 의복으로 재현하는 과

정을 실시하였다. 패턴 정보가 없는 의복 개발 연구를

위해 제품 해체 및 파일 변환을 통한 패턴 획득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이와 함께 여러 방안

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매뉴얼

을 설계하였다. 또한 의복으로 재현하는 과정은 실제 모

델링과 가상 모델링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가상 모델링

구현의 매뉴얼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 패턴 피스 획득, 패턴 파일 변환,

가상 모델링 등 세 가지 절차에 대한 매뉴얼의 설계를

시도하였다. 첫째, 제품의 해체를 통한 패턴 획득 단계

는 제품 구김제거, 패턴 완성선 표시, 봉제사 제거 및 제

품 분리, 패턴 피스 구김제거, 패턴 외곽선 연결 및 패

턴 완성의 5단계 과정을 제안하였다. 각 단계마다 가능

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 가장 효율적면서도 반복 실시

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최종 채택하였다. 둘

째, 획득된 실물 패턴 피스를 편집 가능한 패턴 파일로

제작하였으며 패턴 파일 전환 단계에서는 입력, 패턴 편

집, 패턴 내보내기의 3단계와 각 단계별 세부 단계, 사용

프로그램, 변환 확장자, 프로그램 메뉴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최종 획득된 패턴을 사용, 가상 모델링 및 실제 모

델링을 실시하여 시판 제품 착장 이미지와 비교 가능한

Fig. 3. Outfit images products of real modeling project and virtual model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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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 재현하였다. 가상 모델링의 경우 프로그램 운

용상 실제 착장과는 그 순서나 절차에 차이 있어 가상

모델링 과정을 7단계로 설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패턴의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패턴을 역

추출하여야 하는 과정들을 비교, 검토하고 최종 채택된

각 단계들을 세밀히 제시하여 이와 유사한 연구에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상세 프로토콜과 매뉴얼을 제공하

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가상 모델링 결과 및 상세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절차의 제시나 결과물의

검증을 요하는 의복 설계 연구에 또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의류 제품이 아닌 기능성 의류

중 부직포 전신 보호복에 국한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

를 다른 패턴 획득 연구에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절차상 야기되는 문제와 해

결방법을 여과 없이 제시함으로써 제품 해체를 통한 패

턴 획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은 타

연구방법에서 응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패턴 변환 과정에서 일부 생산업체, 대학에

만 있는 apparel CAD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범용 Auto-

CAD를 사용하고자 한 시도는 장비와 프로그램의 여건

이 부족한 개인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특히 가상 모델링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점과 해결 절차를 가상 모델링의 제한점 지적과 함

께 제시하여 최근 가상 모델링을 사용, 획일적인 방법으

로 fitting test를 실시하는 일부 연구의 증가에 대한 경각

심을 고취하며 객관적인 절차 프로토콜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류 설계는 고도의 정확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영

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절차를 객관화, 표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부족하나마 본 연구

Fig. 4. Manual for pattern production modeling of appare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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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류 설계 관련 표준방법 개발에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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