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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heavy industrial working environment factors 

which are regarded as harmful to workers' health and safety and suitable work 

motion factors for the workers' motion while developing the work clothes for 

painting workers in the machinery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is study 

suggests the use of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s as a solution to protect the 

human body from hazardous working conditions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painting work clothes and assessing the work motion 

performance associated with the comfort while workers wear them during the 

work clothes. The initial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a male avatar to run 

work motions simultaneously within a 3D virtual clothing simulator, secondly, to 

present the simulation images of coverall type men's painting work clothes with 

the application of two experimental painting work motions and one control 

motion to the avatar, and finally, to present the distance analysis images of the 

painting work clothes and the avatar body and air gap rates through the 

analysis of cross-sections of the avatar body while wearing the coverall work 

clothes according to the work mo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stance 

degree of painting work clothes to the avatar body for each part of the 

human body when performing painting work motions. Moreover,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s enabled the creation of a male model avatar to run 

painting work motions together and the painting work clothes developed were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painting work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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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작업환경의 유해성

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문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환경은 물리적, 

화학적 인자를 포함한 환경조건과 인간공학적 인자의 작업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으로 인해 각종 .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유발됨으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과 노

동생산성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작업환경 유

해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 

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을 측

정함으로 노출 수준의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역학조사 등 , , 

다양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각 분야에서 직업병 예방을 위

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법이 년 처음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을 거치면서 산업1981

의 변화를 수용하여 변화하고 있다(The National Law 

작업자가 인체에 가장 가깝게 Information Center, 2011). 

착용하는 작업복은 작업환경 내에서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생산능률

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산업별 작업복 . 

개발에 대한 연구는 섬유업 건설업(Lee & Hong, 1997), 

철도차량정비(Chang & Choi, 2006; Eom, 2019), (Ha, 

기계공업 등의 분야에서 Choi, & Kim, 2008), (Park, 2011) 

산업별 환경과 작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왔다 하지. 

만 국내 중공업 분야의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공정이 

복잡한 반면 실제 작업복 착용은 환경과 공정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태를 보임에 따라 공정별 작업환경과 작

업동작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복 개발을 시급히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중공업 생산직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 

작업복 착의실태에 대한 선행연구(Bae, Park, Park, & Kim, 

에서는 국내 대 주력 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조선 산2010) 3 , , 

업을 선정하여 이들 개 제조산업의 대표적 작업공정을 기3

계산업의 성형 용접 도장 검사 자동차산업의 금형 차체, , , , , 

용접 차체조립 검사 그리고 조선산업의 취부 용접 사상, , , , , 

도장의 개로 나누었으며 작업환경요인과 소속 근로자의 12 , 

작업동작요인 영향지수에 따라 각 작업공정의 세부 군을 구

분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도장 작업공정을 주목하여 . 

살펴보았다 이들 개 산업 중 자동차 산업의 도장. 3

공정의 경우는 작업결과의 정밀성과 균일성 그리(painting) , 

고 극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

하고 차체에 균일한 도색작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

을 배제한 완전 자동화된 생산라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작업자의 작업복개발에서 배제하였으나 기계 조, 

선 산업의 도장 작업은 작업 대상물의 비정형화와 작업물의 

크기로 인하여 실외 작업장에서 인력을 활용하여 작업물을 

제작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도장 . (Bae et al., 2010)

작업은 작업장의 온도 산소결핍 유해 화학물질 분진 및 , ,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을 포함한 유기용제에의 노출 등과 , , 

같은 작업환경 유해요인의 정도가 높았으며 그 유해정도 수

준의 양상이 기계 조선 산업 간에 유사하게 나타나 이들 , 

조사대상 중공업 내의 작업 군에서 유사한 군으로 분류되었

다 이러한 작업환경 유해요인 특성과 함께 기계 조선 산업. , 

의 도장 작업자들의 작업복 착의환경을 살펴보면 작업자들 , 

대부분은 실내 및 실외 조립물의 외벽이나 파이프의 관 내 , 

등과 같이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인체의 중심으로부터 상, 

하 측면 움직임을 포괄하는 여러 범주의 동작을 수행한다고 , 

보고되었다(Park, Park, & Bae, 2012).

따라서 도장 작업자가 착용하는 작업복을 개발하는 연구  

에서는 이러한 유해 작업환경요인과 작업자의 다양한 동작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렇게 일차적으로 개발된 

작업복을 착의평가할 때도 피험자가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위험을 낮추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3D 

이와 같은 작업복 개발 과정 중 착의평가 시 작업자가 노출

될 수 있는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을 차단함과 동시에 근로

자가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작업동작 시 반복적 동작

수행으로 인한 근골격 피로 및 상해 가능성을 방지하면서 

개발한 작업복의 동작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장 작업자를 위한 작업복 개발, 

을 위해 컴퓨터 가상착의 시뮬레이터 내에 남성 작업자3D 

를 대체할 디지털 모델 아바타의 구현과 선정된 도장 작업

동작을 모션캡쳐로 모델링한 데이터를 함께 구동하는 것과, 

둘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아바타의 인체 계측치를 활용, 

하여 커버롤 유형의 원피스 도장 작업복 패턴을 가상착3D 

의 시뮬레이터에서 제도한 후 이를 남성 작업자 아바타에 

가상착의하는 시뮬레이션 수행 그리고 셋째 개발한 커버롤 , , 

유형 도장 작업복을 아바타가 착용한 상태로 선정된 도장 

작업동작과 대조실험으로서의 기본동작을 적용하여 가3D 

상착의 시뮬레이션한 후 각 작업동작 시 아바타의 인체  , , 

부위별로 의복이 인체에 밀착된 정도와 공극률을 비교 분석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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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II.�

가상착의�시스템�내�도장�작업동작�모델링� �1.� 3D�

기계 조선 산업의 도장 작업동작 분석   1) , 

기계 조선산업 도장 작업현장에서 남성 작업자의 작업동작, 

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작업자의 몸통 허리 다리의 , , 

움직임에 따라 서있는 동작 허리 굽히는 동작 무릎구부리, , 

는 동작 걷는 동작의 개 동작으로 크게 구분한 선행연구, 4

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들 개로 구분된 작업(Park, 2015) . 4

동작군은 팔의 벌림 각도와 방향 팔꿈치와 허리 무릎의 구, , 

부리는 각도와 같은 하부 요인에 따라 더 세분화된 동작으

로 나뉜 것으로 관찰되었다 에 세분화된 총 개의 . Table 1 9

도장 작업동작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첫째로 팔을 옆으로 , 

도 도 도 들어 올려 허리는 편 채로 좌우로 비트45 , 90 , 180

는 개의 바로 선 동작 둘째 팔을 앞3 (standing motions), , /

옆으로 도 각도로 펴고 허리 앞으로 도 각도로 굽힌 90 90

채 좌 우로 비트는 개의 허리 굽힌 동작, 2 (waist bending 

셋째 한쪽 무릎 굽히고 팔꿈치를 도 각도로 구motions), , 90

부린 채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과 양쪽 무릎 모두 꿇고 

팔을 앞으로 도 각도로 펴고 허리 앞으로 도 각도로 90 90

굽히는 개의 무릎 꿇는 동작 마지막으2 (kneeling motions), 

로 허리 편 채로 팔꿈치 도 무릎 도 각도로 굽혀 걷기90 , 90

와 허리 앞쪽으로 도 각도로 굽힌 채로 팔꿈치 도 무45 90 , 

릎 도 각도로 굽혀 걷는 개의 걷는 동작90 2 (walking 

으로 총 개 작업동작이다 에는 에motions) 9 . Table 2 Table 1

서 설명한 작업동작을 모션캡쳐하기 위해 남성 모델 피3D 

험자가 인체 각 분절점에 디지털 센서를 부착한 슈트를 착

용하고 동작 수행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Table� 1.� 9� Painting�Work�Motions� Defined�with� the� Detailed� Postural� Factors

Work�Motion� Category Postural� Factors� Making� up� the�Work� Motions� Defined

Standing motions
Arm direction & angle factor: 

Side 45°/side 90°/side 180°

Waist bending direction & 

angle factor: 0°

Waist twist factor: 

Right/left twist

Waist bending motions
Arm direction & angle factor: 

Front 90°/side 90°

Waist bending direction & 

angle factor: Front 90°

Waist twist factor: 

Right/left twist

Kneeling motions
Kneeling factor: 

1 leg/2 leg kneeling

Arm direction & angle 

factor: Elbow 90°/front 90°

Waist bending direction & 

angle factor: 0°/front 90°

Walking motions
Knee bending angle factor: 

90°

Elbow bending angle factor: 

Elbow 90°

Waist bending direction & 

angle factor: 0°/front 45°

도장 작업자의 아바타 생성과 작업동작 모델링2) 3D 3D 

이하 가상착의 시스DC Suite( DCS)(“DC Suite,” n.d.), 3D 

템 내에서 남성 도장 작업자의 아바타를 구현하고 작업동작

을 함께 구동하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선, 

정된 남성 모델이 모션캡쳐 슈트를 착용하고 인체를 스3D 

캔한 차원 디지털 데이터 를 컴퓨터 내에서 3 (Figure 1) 3D 

와 Studio MAX(“3DS Max,” n.d.) Maya(“Maya,” n.d.) 

를 사용하여 차원으로 모델링하고 렌더링하는 과정을 S/W 3

거쳐 남성 작업자 아바타를 제작하였다(Figure 2). 

앞서 설명한 모션 캡쳐링 과정을 통해 작업동작을 모  3D 

델링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가상착의 시스OBJ 3D 

템으로 불러들여서 구현된 남성 도장 작업자 아바타와 함께 

구동하여 차원 도장 작업복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하3

였다. 

도장�작업복�패턴�설계�2.�

본 연구를 위해 모션캡쳐 모델링 피험자의 인체 계측치3D 

를 반영한 남성 아바타의 인체계측 항목과 계측치(Table 3)

를 활용하여 남윤자 이형숙 의 남성복 , (Nam & Lee, 2012)

패턴제도 방법 중 여유분이 포함된 점퍼 원형과 주름 있는 , 

팬츠 원형 제도방법을 적용하였고 이와 함께 선행연구 

에서 생산현장 작업자들의 작업복 동작적합성 (Park, 2011)

선호도를 반영하여 작업복 패턴에 최대치의 여유분을 부여

한 상반신과 하반신 패턴을 제도하였다 이들 점퍼 및 팬츠 . 

원형과 이들 원형을 활용한 커버롤 유형 작업복 패턴은 

의 을 활용하여 설계하였다DCS 2D patternmaking mo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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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inting�Work�Motions� Carried� on� by� a� Human�Model� for� 3D�Motion-capturing�

Work�Motions Work� Motion-capturing� Images

Standing 

motions

Arm_side_45°-Waist_0°_right/left_twist Arm_side_90°-Waist_0°_right/left_twist

-

Arm_side_180°-Waist_0°_right/left_twist

Waist bending 

motions

Arm_front_90°-Waist_front_90°_right/left_twist Arm_side_90°-Waist_front_90°_right/left_twist

Kneeling 

motions

1_Kneel-Elbow_90°-Waist_0°_right/left_twist 2_Kneel-Arm_front_90°-Waist_front_90°_bending

Walking 

motions

Knee_90°-Elbow_90°-Waist_0° Knee_90°-Elbow_90°-Waist_front_45°

(Park, 2015, p.137)

 

(a) A human subject in a 3D motion-capturing suit (b) A human subject performing work motions scanned in digital form

Figure� 1.� A� Human� Subject� for� 3D� Body� Modeling� and� Capturing�Work�Motions� through� the� Computerized� 3D�
Motion-capturing� System

(Park, 2015,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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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Male�Model’s� Body�which� was� Virtually� Edited� and� Generated� Using� a� 3D� Virtual� Modeling� Software�
(Park, 2015, p. 138) 

Table� 3.� Body� Measurements� of� the� 3D� Virtual�Male�Model�

Body� Measurement� Items Body�Measurement( )㎝ Body�Measurement� Items Body� Measurement( )㎝

Height 182.0 Back across width  45.0

Bust circumference  96.0 Body rise  27.0

Waist circumference  78.0 Waist height 109.0

Hip circumference  95.0 Crotch height  84.0 

Waist back length  48.0 Knee height  53.0 

Shoulder length  14.5 Arm length  61.5

가상착의�시뮬레이터�활용�도장�작업복�여유분�분석�3.� 3D�

가상착의 시뮬레이터 를 활용하여 먼저 영역에3D DCS 2D 

서 제도한 커버롤 유형 도장 작업복 패턴을 패널로 추출한 

결과물을 영역으로 보낸 후 모델링한 남성 작업자의 아3D 

바타를 로드한 위에 가상착의시켰다 그런 후 작업복을 가. , 

상착의시킨 아바타와 함께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실험 작

업동작을 구동시켜 다이내믹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생성하였

다 도장 작업복의 가상착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동작적합성. 

을 분석하는 툴로 축 기준의 단면 이미지를 추출X, Y, Z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작업동작은 선정된 개의 실험 작. 2

업동작과 자로 팔 벌려 선 기본 동작을 대조동작으로 선A-

택하여 실험 도장 작업복을 가상착의 시뮬레이션한 후 각 , 

동작 시 추출한 단면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바타 인체의 단

면적과 작업복의 단면적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인체면적

에 대한 공극률을 구함으로써 의복의 여유분을 비교 분석하

였다 공극률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 

   

sec  

sec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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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및�고찰III.�

가상착의�시스템�내�아바타와�작업동작의�동적� � �1.� 3D�

시뮬레이션�구동� � �

에서 설명한 개의 도장 작업동작을 가상착의 Table 2 9 3D 

시뮬레이터 내에서 구현한 남성 작업자 아바타와 함께 동적

으로 구동시킨 이미지를 에 나타내었다 이처럼 본 Table 4 .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인 가상착의 시뮬레이터 내에 모델, 3D 

링한 남성 아바타와 작업동작 데이터를 함께 구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장 작업자들의 인체가 유해 작업환경

에 노출되는 위험을 통제하면서 개발한 작업복의 착의평가

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남성 아바타가 도장 작업동작과 함께 구동될 수 있도록   

가상착의 기초 환경을 구축한 다음 단계로 실제 작업현3D , 

장에서 선호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커버롤 유형의 작

업복을 실험복으로 선정하여 컴퓨터 가상착의 시뮬레이터 

내에서 제도하는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상의와 하의 부분. 

이 허리에서 하나로 연결된 커버롤 유형의 도장 작업복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체가 길이 측면에서 최대 신장

된 작업동작을 취하는 경우에 작업복과 인체 사이의 공극률

을 측정함으로써 작업복 여유분과 관련된 동작성능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개 페인팅 작. 9

업동작 가운데 목옆점으로부터 샅점까지의 길이 신장 정도

가 가장 큰 동작을 실험동작으로 선정하였는데 의 (Table 4

하이라이트 부분 참고 스탠딩 모션 중 선 채로 팔을 머리 ), , 

위로 도로 뻗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회전시키는 동작180

실험 작업동작 과 허리 굽히는 동작 중 팔을 도 양 ( A) , 90

옆으로 펴고 허리를 도 각도로 앞으로 굽혀 좌우로 비트90

는 동작 실험 작업동작 이다 이와 함께 동일한 도장 작업( B) . 

복을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소극적인 동작 수행 시 가상착의

시켰을 때의 공극률을 실험 작업동작 시의 공극률과 대조해

보기 위해 로 선 자세를 대조 동작A-pose (control motion)

으로 선정하였다. 

2.�커버롤�유형�도장�작업복�패턴�설계와�가상착의�이미지

구현� � � �� � �

남성용 점퍼 원형 제도 1) 

가상착의 시스템 내 모델링된 남성 아바타의 인체계측 3D 

항목의 치수 를 바탕으로 커버롤 유형 작업복 패턴 (Table 3)

제도에 필요한 상의 점퍼와 하의 주름 있는 바지 패턴 제도

에 요구되는 직접측정 치수와 간접계산 치수를 에 Table 5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계된 남성용 점퍼 패턴은 남윤자 이  , 

형숙 방법을 기본으로 제도하였으며 생(Nam & Lee, 2012) 

산현장에서 작업동작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대치

의 여유분 즉 가슴둘레치수 에 의 여유분을 추가함으, /2 15cm

로써 전체적으로 의 여유분이 가슴둘레에 들어간 그리30cm , 

고 진동깊이에는 의 여유분이 들어간 점퍼와 소매패턴10cm

을 제도하였다 에 남성용 점퍼 원형 제도방법을 나. Figure 3

타내었다 등길이는 제도방법에서 제안한 간접계산식이 실제 . 

계측치보다 작게 나타남으로 실제 인체 계측치수를 대입하

여 맞음새를 향상시켰으며 앞판에서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 

길이는 실제 등길이에 를 더하는 제도방법을 뒤목너비2cm , 

는 의 계산식과 뒷목깊이는 의 제도법을 B/20 + 3.7cm 2cm

적용하였다 어깨길이는 실제어깨길이인 를 기본으로 . 14.5cm

하여 제도하였다. 

에는 남성용 점퍼 원형을 바탕으로 최종 점퍼 패  Figure 4

턴 앞 뒤 판을 전개하는 과정과 에는 소매패턴을 , Figure 5

제도하는 과정 을 나타내었다 최종 점(Nam & Lee, 2012) . 

퍼 패턴의 어깨선을 앞판에서는 를 내려주고 뒤판은 1cm

더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올려서 제도하였다 어깨길이1cm . 

는 점퍼 원형보다 더 길게 하였으며 점퍼 몸판 진동2.5cm 

의 깊이와 길이가 더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점퍼 소매는 . 

커프가 있는 한 장 소매의 형태이며 점퍼의 소매산을 제도

하는 데에 점퍼 몸판의 앞 뒤 진동둘레길이 계측치를 활용, 

하였다.  

남성용 팬츠 원형 제도2) 

커버롤 유형의 남성 도장 작업복의 팬츠 부분의 패턴을 제

도하기 위해 주름 있는 팬츠 원형 제도 방법(Nam & Lee, 

을 기초로 하였고 이 위에 생산현장 작업자들의 작업2012)

복 동작성능 향상을 위한 여유분 선호도를 조사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 하이라이트한 (Park, 2011) Figure 6

부분과 같이 작업복 팬츠 패턴에 추가 여유분을 주었다 주. 

목할 부위는 팬츠의 앞 뒤 중심선 부위인데 밑위길이를 위, , 

한 간접 계산식인 에 여유량 를 더하고 선H/4 + 3cm 1cm

행연구에서 제안한 의 여유분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1.5cm , 

앞샅폭에 와 뒤샅길이 제도를 위해 깊이를 내1.5cm 1.5cm 

려주고 폭 방향으로도 여유분을 넣어준 팬츠 패턴 1.5cm 

설계방법을 커버롤 작업복 하의패턴에 적용하였다 주름 있. 

는 팬츠 패턴 제도방법을 보이는 에 의하면 앞판의 Figure 6

허리주름 분량으로 주어진 와 뒤판 허리다트 분량인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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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inting�Work�Motions� to� be� Implemented� to� a� Virtual� Male� Avatar� within� a� 3D� Clothing� Simulator

Work�Motions Work� Motion-captured� Images

Standing 

motions

Arm_side_45°-Waist_0°_right/left_twist Arm_side_90°-Waist_0°_right/left_twist

  

� Experimental� work� motions
� selected� for� the� study�

Arm_side_180°-Waist_0°_right/left_twist

(Experimental Work Motion A)

Waist bending 

motions

Arm_front_90°-Waist_front_90°_right/left_twist
Arm_side_90°-Waist_front_90°_right/left_twist

(Experimental Work Motion B)

Kneeling 

motions

1_Kneel-Elbow_90°-Waist_0°_right/left_twist 2_Kneel-Arm_front_90°-Waist_front_90°_bending

Walking 

motions

Knee_90°-Elbow_90°-Waist_0° Knee_90°-Elbow_90°-Waist_front_45°

(Park, 2015, p.139)

를 모두 커버롤 하의의 허리둘레 여유분으로 활용하4.13cm

였고 밑위길이는 의 계산식에 의 여유분, H/4 + 3cm 1.0cm

을 넣어준 기존 패턴 제도방법에 의 여유분을 더 넣1.5cm

어줌으로써 팬츠 앞중심선에는 총 의 길이 여유분과2.5cm

샅폭 방향으로 의 여유분이 들어갔고 뒤중심선에는 기1.5cm

존의 제도방법에 추가로 길이와 샅폭 방향으로 각각 1.5cm

의 여유분을 추가하여 팬츠의 밑위길이를 포함한 앞 뒤 중, 

심선 부위를 여유 있게 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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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dy� Measurements� of� the� 3D� Virtual�Male�Model� to� Draft� Basic� Jumper� and� Pants� Block� Patterns

Body� Measurement� Items Body�Measurement( )㎝ Body�Measurement� Items Body� Measurement( )㎝

Height 182.0 Interscye back (B/5 =) 19.2

Bust circumference  96.0 Armscye depth (B/10 + 1 =) 10.6

Waist circumference  78.0 Armhole depth (B/10 + 12 =) 21.6

Hip circumference  95.0 Body rise

 27.0(actual body 

measurement) 

(H/4 + 4 =) 27.75

(relative formula)

Waist back length 

 48.0 (actual body 

measurement)
Waist height 109.0

Height/4 + 1 = 46.5 

(relative formula)

Shoulder length  14.5 Crotch height  84.0 

Back across width  45.0 Knee height  53.0 

Width of neck (B/20 + 3.7 =) 8.5 Arm length  61.5

Interscye front (B/5 1 =) 18.2– Sleeve length  63.0

Figure� 3.� Patternmaking� for� the�Men’s� Jumper� Block� Pattern�
(Nam & Lee, 2012, p.314)

기본원형 활용 남성용 커버롤 유형 도장 작업복 패턴 제도3) 

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남성복 점퍼 원형과 주름 있Figure 7

는 팬츠 원형을 허리둘레선에 맞추어 정렬하고 점퍼의 허리

둘레치수에 적용된 계산식 를 커버롤의 허리, B/4 + 7.5cm

둘레치수로 정한 후 팬츠의 폭을 그에 맞춰 늘려 제도하였

다 작업동작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유분을 최대치. 

로 넣어준 허리둘레와 바짓부리는 작업동작의 편의를 위해 

고무밴드를 넣어 몸에 밀착되게 제작하도록 한다 추출된 패. 

널은 가상착의를 위해 좌 우 대칭이 되는 패널로 그룹3D , 

핑하였으며 에 점선으로 패널들 그룹을 표시하였다Figure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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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tternmaking� for� the� Men’s� Jumper�
(Nam & Lee, 2012, p.318)

Figure� 5.� Patternmaking� for� the� Men’s� Jumper� Sleeve�
(Nam & Lee, 2012, p.320)

�

(Front)                      (Back)

Figure� 6.� Patternmaking� for� the�Men’s� Pleated� Pants
(Nam & Lee, 2012,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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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Back)   (Front)          (Back)
Figure� 7.� Patternmaking� and� Panel� Extraction� of� the�Men’s� Coverall� Type�Work� Clothes�

(taken by author)�

대조 동작 적용 남성용 도장 작업복 가상착의 4) A-pose 

시뮬레이션 결과  

의 모듈에서 제도하고 추출한 패널을 가상착의 DCS 2D 3D 

시뮬레이션 모듈로 이동시킨 후 로드한 아바타의 인체 주변, 

에 배치하고 착장될 수 있도록 패널의 완성선이 만나 솔기, 

를 형성하는 부분에 심 라인을 지정하여 주었다(seam) . 

에 모델링한 아바타 인체 주변에 작업복 패널을 배Figure 8

치 조정하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각 패널은 가상착의 시, . 

뮬레이션의 용이성을 위해 아바타 인체의 곡률과 형태를 따

라 랩핑하고 솔기선이 인체나 패널에 가로 막히지 않도록 

패널을 회전 이동시켜 배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 . 

도장 작업복과 인체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공극

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바타의 기본자세인 자 선 자세T-

에서 작업복 패널을 아바타 인체에 착의시킨 후 안정화하여 

대조 동작 상태로 진행시킨 이미지를 에 A-pose Figure 9

나타내었다.

실험 작업동작 적용 남성용 도장 작업복 가상착의 시뮬5) 

레이션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개의 실험 작업동작 와 는 2 A B (1) 

팔을 귀 옆에 붙여 위로 올린 채 허리를 좌우로 도씩 회90

전한 동작 실험 작업동작 과 팔 양옆 어깨높이로 ( A) (2) 90

도 각도로 들고 허리를 도 앞으로 굽혀 좌 우 도씩 허90 , 90

리를 회전한 동작 실험 작업동작 이다 과 ( B) . Figure 10

은 가상착의 시뮬레이터에서 이들 개의 실험  Figure 11 3D 2

작업동작 와 를 아바타와 함께 구동하면서 개발한 커버A B

롤 유형의 도장 작업복을 아바타 인체에 착의시켜 시뮬레이

션 수행한 결과로서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가상착의�시뮬레이션�활용�도장�작업복3.� 3D�

동작적합성�분석�� � �

선정된 개의 실험 작업동작 와 그리고 대조 동작 2 A B, 

를 아바타와 함께 구동하면서 커버롤 도장 작업복을 A-pose

가상착의시킨 시뮬레이션 결과를 먼저 의복과 인체의 3D 

밀착정도를 나타내는 디스턴스 분석 모드(distance analysis 

를 통해 간격지수 이미지로 나타내어 활용하였다mode) . 

는 아바타 인체와 의복을 구성하는 메시의 거리를 시각DCS

화하는 데에 값을 사용하였다 값은 RGB color . Red(1,0,0) 

의복이 인체에 닿을 때로 을 의미하며 가장 collision offset

높은 지수 이며 는 중간 정도 간격인 1.0 , yellow(1,1,0)

moderate distance로 지수 는 최대 거리를 0.5, blue(0,0,1)

나타내며 지수 값은 이다 도장 작업복과 아바타 인체 사0.0 . 

이의 밀착 정도에 따라 메시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수가 높

은 부위를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작업동작 시의 작업복 공극

률을 분석할 부위를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체 . 

부위에 따라 의복의 공극률을 구하기 위하여 축 X, Y, Z 

단면 이미지를 추출하여 인체와 의복의 단면적 차이를 인체 

단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공극률을 구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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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3D� Virtual� Clothing� Images� of� the� Coverall� Type� Painting�Work� Clothes� Panels� around� the� Avatar�
(taken by author) 

Figure� 9.� 3D� Virtual� Clothing� Simulated� Images� of� the� Painting�Work� Clothes� Applied�with� T� and� A� Poses
(taken by author) 

Figure� 10.� 3D� Virtual� Clothing� Simulated� Images� of� the� Arm� Raised� Standing� Painting�Work�Motion
(Experimental� Work� Motion� A)� in� the� Coverall� Type� Painting�Work� Clothes

(taken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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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3D� Virtual� Clothing� Simulated� Images� of� the�Waist� Bending� Painting�Work�Motion
� (Experimental�Work� Motion� B)� in� the� Coverall� Type� Painting�Work� Clothes

(taken by author) 

Figure� 12.� Distance� Indicating� Images� between� Clothes� and� Body� Derived� from�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of� the�
Coverall� Type� Painting�Work� Clothes� Applied�with� the� A-pose� Control�Motion

(taken by author) 

대조 동작 시 도장 작업복 동작적합성 분석1) A-pose 

는 대조 동작을 적용한 아바타에 개발된 Figure 12 A-pose 

커버롤 작업복을 가상착의 시켰을 때 의복과 인체 사이 간

격지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작업복과 인체와의 밀. 

착정도는 중력이 적용된 어깨 가슴 위쪽 등 팔 겉쪽 부분, , , 

과 상 하 복부 중심 그리고 허벅지 부위가 에서 , , yellow

컬러 영역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간격지수가 높았고 orange 

팔 안쪽과 뒤허리 허벅지 부위는 컬러를 보여 인체와 , blue 

의복의 간격지수가 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여유가 충분함0.0

을 알 수 있다. 

인체 뒷면에서는 커버롤 뒤중심선의 엉덩이둘레선 부위의   

밀착정도가 높게 나온 것이 특이 사항이었다 간격지수 이미. 

지 분석을 참고하여 대조 동작 시의 도장 작업복과 A-pose 

아바타 인체의 공극률을 축 방향을 따라 앞중심선 젖꼭지X , 

점 지나는 수직선 앞허리둘레선삼분의이등분점을 지나는 기, 

준선 중심의 수직 단면과 축을 따라 가슴둘레선 허리둘레Y , 

선 엉덩이둘레선 샅높이수준 허벅지수준 발목수준에서의 , , , , 

수평단면 그리고 인체의 정옆선을 지나는 축 단면을 채취, Z

하여 계산하였다 에 대조 동작 시의 각 인. Table 6 A-pose 

체의 기준선에서 얻은 단면을 활용한 의복과 인체 사이의 

공극률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격지수 이미지 분석에서 밀착. 

정도가 높게 나타난 이미지를 참고로 하여 축 기준선 수X

직단면의 공극률을 살펴보면 중심선 지나는 단면의 공극률

이 젖꼭지점과 앞중심선으로부터 앞허리둘레선삼분43.3%, 

의이등분점을 지나는 수직단면의 공극률이 각각 65.8%, 

를 보임으로써 길이 측면에서의 인체 단면적에 대한 51.5%

도장복 단면의 여유분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을 . Y

따라 수평단면을 분석한 공극률은 가슴둘레선 허리,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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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선 엉덩이둘레선 샅높이수준, 100.2%, , 65.7%, , 96.9%, 

허벅지수준 발목수준에서 의 공극률이 순, 159.5%, 726.4%

서대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실험 작업복의 둘레 . , 

측면에서의 여유분 역시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인체의 정옆선을 지나는 축 단면으로부터의 공극률은 Z

로 전체 인체 단면적의 관점에서도 실험 작업복 여유53.8%

분은 인체를 여유 있게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Air� Gap� Rates� Derived� from� the� Cross-sectional� Images� after�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of� the� Coverall� Type� �
� � � � � � � � � Painting�Work� Clothes� Applied�with� the� A-pose� Control� Motion

Axis� Direction Reference� Line Cross� Section� Air� Gap� Rate

X-axis

Center line

 Air gap rate = 43.3(%)
(Posterior) (Anterior)

Line through bust point

Air gap rate = 65.8(%)
(Posterior) (Anterior)

Line through two thirds of 

front waist circumference 

from the center line

Air gap rate = 51.5(%)(Posterior) (Anterior)

(taken by author)

대조 동작 시의 커버롤 작업복의 부위별 공극률은 실험   

작업동작과 비교할 때 인체의 신장 정도가 미미한 점을 감

안하면 실험 작업동작 시의 부위별 공극률은 대조 동작의 

공극률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험 작업. 

동작 와 의 작업복 공극률 결과를 대조 동작의 경우와 A B

비교하여 볼 때에도 작업복과 인체 간격지수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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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Axis� Direction Reference� Line Cross� Section� Air� Gap� Rate

Y-axis

Bust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37.5(%)

Waist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100.2(%)

Hip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65.7(%)

Crotch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96.9(%)

Thigh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159.5(%)

Ankle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726.4(%)

Z-axis
Side seam

line

(Right) (Left)

Air gap rate = 53.8(%)

(taken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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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istance� Indicating� Images� between� Clothes� and� Body� Derived� from�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of� the�
Coverall� Type� Painting�Work� Clothes� Performing� the� Experimental�Work� Motion� A�

(taken by author) 

실험 작업동작 적용 시 도장 작업복 동작적합성 분석2) A 

은 에서 남성 작업자 아바타와 실험 작업동작 Figure 13 DCS

를 함께 구동하면서 작업복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실행하였A

을 때 작업복과 아바타 인체 사이의 밀착정도를 나타낸 간

격지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실험 작. 

업동작 와 는 상하의가 하나로 연결된 커버롤 유형 작업A B

복의 작업동작 적합성을 평가해보기 위해 길이 측면에서 신

장 정도가 큰 동작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림 속의 간격지수 분석 이미지를 보면 실험 작업동작   

의 경우도 대조 동작의 경우와 유사하게 중력이 적용된 A

어깨 가슴 팔 겉쪽 부분과 허벅지 앞쪽 부위가 부터 , , yellow

컬러 영역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밀착 정도가 비교적 orange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별도로 허벅지 안쪽과 등 뒷면 샅 , 

부분의 간격지수도 크게 나타났다 상 하 복부 부위의 밀착 . , 

양상은 팔을 위로 뻗어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움직임을 따

라 사선으로 당기는 주름이 보이고 의복과 인체 간격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허리를 비틀 때 안쪽 옆선 부. 

위는 밀착 정도가 가장 낮게 로 나타났으나 바깥쪽 허blue

리 옆선 부위는 밀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격지. 

수가 높게 나타난 축 방향을 따라 앞중심선 젖꼭지점 앞X , , 

허리둘레선삼분의이등분점을 지나는 기준선 중심의 수직 단

면과 축을 따라 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샅Y , , , 

높이수준 허벅지수준 발목수준에서의 수평단면 그리고 인, , , 

체의 정옆선을 지나는 축 기준 단면에서 인체와 의복 단Z

면적 사이의 공극률을 계산하였다. 

에 실험 작업동작 의 작업복 공극률을   Table 7 A Table 6

의 대조 동작 시의 의복 부위별 공극률과 비교할 때 작A 

업동작 시의 인체 부위별 공극률이 팔을 위로 뻗은 동작으

로 인해 작업복이 인체에 밀착하며 공극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축 기준선 수. X

직단면의 공극률을 살펴보면 대조 동작과 실험 작업동작 A

의 순서대로 중심선 기준 단면의 공극률이 에서 43.3%

로 줄어들었고 젖꼭지점 지나는 수직단면의 17.3% 26.0%p , 

공극률이 에서 로 감소 앞허리둘레선65.8% 51.2% 14.6%p , 

삼분의이등분점을 지나는 수직단면의 공극률이 에서 51.5%

만큼 감소하여 를 보임으로써 팔들어올리는 11.9%p 39.6%

작업동작 시의 길이측면에서의 여유분은 앞중심선 기준 단

면의 공극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축을 따라 수평단면을 분석한 공극률은 대조 동작과 실  Y

험 작업동작 의 순서대로 가슴둘레선 에서 A , 37.5% 17.9%

로 공극률이 감소하였고 허리둘레선 에서 19.6%p , , 100.2%

로 감소로 역시 절반 가깝게 감소하였으며50.6% 49.6%p , 

엉덩이둘레선 에서 로 감소하였다 샅, 65.7% 40.0% 15.7%p . 

높이수준에서의 공극률은 에서 로 가 줄96.9% 28.7% 68.2%p

어들었으며 허벅지수준 에서 로 감, , 159.5% 65.4% 94.1%p 

소 발목수준에서는 에서 로 감소한 , 726.4% 448.6% 277.8%p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옆선을 지나는 축 . Z

단면으로부터 도출한 공극률은 대조 동작이 실험동53.8%, 

작이 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실험 42.9% 10.9%p . , 

작업동작 의 동작 수행 시의 작업복 공극률은 대조 동작A

에 비해 모든 인체 부위에서 감소하였으나 실험 작업복의 

여유분은 길이로 신장하는 작업동작  시에도 길이방향으로

는 최저 에서 최고 의 공극률 범위의 여유분으17.3% 51.2%

로 인체를 감싸고 있음과 몸통의 둘레방향으로는 가장 낮은 

가슴둘레의 에서 가장 높은 허리둘레의 의 범위17.9% 50.6%

의 공극률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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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작업동작 적용 시 도장 작업복 동작적합성 분석3) B 

에 아바타와 실험 작업동작 를 함께 작업복 가상Figure 14 B

착의 시뮬레이션 실행할 때 의복과 아바타 인체사이의 밀착

정도를 나타낸 간격지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실험 작업동. 

Table� 7.� Air� Gap� Rates� Derived� from� the� Cross-sectional� Images� after�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of� the� Coverall� Type� �
� � � � � � � � � Painting�Work� Clothes� Applied�with� the� Experimental�Work� Motion� A� �

Axis� Direction Reference� Line Cross� Section� Air� Gap� Rate

X-axis

Center line

 Air gap rate = 17.3(%)
(Posterior) (Anterior)

Line through bust point

Air gap rate = 51.2(%)
(Posterior) (Anterior)

Line through two thirds of 

front waist circumference 

from the center line

Air gap rate = 39.6(%)
(Posterior) (Anterior)

(taken by author)

작 는 상하의가 하나로 연결된 커버롤 유형 작업복의 작업B

동작 적합성을 평가해보기 위해 길이 측면에서 신장 정도가 

가장 큰 작업동작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 그림을 보면 실험 . 

작업동작 가 허리를 앞으로 굽혀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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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 �

Axis� Direction Reference� Line Cross� Section� Air� Gap� Rate

Y-axis

Bust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17.9(%)

Waist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50.6(%)

Hip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40.0(%)

Crotch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28.7(%)

Thigh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65.4(%)

Ankle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448.6(%)

Z-axis Side seam line

(Left) (Right)

Air gap rate = 42.9(%)

(taken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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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istance� Indicating� Images� between� Clothes� and� Body� Derived� from�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of� the�
Coverall� Type� Painting�Work� Clothes� Performing� the� Experimental�Work� Motion� B�

(taken by author) 

 

서 작업복 상의 전면 부분과 소매 아래쪽 부분 그리고 팬츠 

안쪽 심라인 부분이 가장 밀착 정도가 낮게 보인다 등 허. , 

리 엉덩이 뒷부분이 가장 밀착되게 보이며 다리 전면부와 , 

허벅지 뒷부분도 밀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작. 

업동작 의 자세를 감안하여 몸 중심선을 지나는 단면적과 B

옆선을 지나는 단면적으로부터 인체와 작업복 사이의 공극

률을 우선 측정하였다 선정된 작업동작의 길이(Table 8). 3 

방향의 여유분을 가장 극명하게 비교하기 위해 앞서 다른 2 

작업동작의 축 기준선 수직 단면의 공극률 분석에서 가장 X

공극률이 작게 측정되었던 몸 중심선을 지나는 기준선의 단

면적 공극률을 비교하면 대조 동작 시는 로 , A-pose 43.3%

가장 높은 공극률을 보였고 실험 작업동작 는 를B 38.1% , 

실험 작업동작 의 공극률은 로 여유분이 가장 낮게 A 17.3%

나와 허리 굽힌 작업동작보다 팔 들어올리는 동작이 커버롤 

유형 의복의 길이방향 여유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레의 여유분을 비교하기 위해 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 , 

샅높이수준 허벅지 발목둘레선 단면을 채취하여 공극률을 , , 

분석하였다 가슴둘레선 단면적을 통한 공극률은 실험 작업. 

동작 대조 동작 실험 작업동작 의 순서로 B, A-pose , A

와 같이 나타나 허리굽힌 자세인 실험 59.5%, 37.5%, 17.9%

작업동작 의 공극률이 가장 컸다 허리둘레선 단면적의 공B . 

극률은 가슴둘레 공극률의 결과와 달리 대조 동작A-pose 

이 로 가장 공극률이 컸고 그 다음으로 실험 작업동100.2% , 

작 실험 작업동작 의 순서로 나타났다B, 82.5%, A, 50.6% .

이는 작업동작 의 허리 구부리는 동작에 영향을 받아 커버B

롤이 엉덩이 부위에서 당겨짐에 따라 에 비해 허리A-pose

둘레 부위의 여유분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 단면적 을 참  Table 8 ‘Side seam line of upper body ’

고하여 볼 때 엉덩이둘레선 기준 단면의 공극률은 실험작업, 

동작 의 특성상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는 엉덩이둘레선 기B

준 의복과 인체의 단면적 채취가 용이하지 않아 다른 동작

들과의 공극률 비교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 A-pose 

조 동작 실험 작업동작 의 순서로 로 나타, A 65.7%, 40.0%

났다 샅높이수준 기준선 단면으로부터의 공극률은 대조 동. 

작 실험 작업동작 실험 작업동작 의 순서로 , B, A 96.9%, 

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고려할 때 팔들어32.2%, 28.7%

올리는 동작 시에 샅부위 여유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허. 

벅지수준에서의 공극률도 대조 동작 실험 작업동작 의 , B, A

순서로 로 나타났다 발목수준에서159.5%, 124.2%, 65.4% . 

의 공극률은 대조 동작 실험 작업동작 실험 작업동작 , A, B

의 순서로 로 나타난 것을 볼 때 726.4%, 448.6%, 378.4%

팔과 허리의 움직임이 없는 대조 동작 시의 작업복 여유분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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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옆면을 축 기준으로 단면 채취하여 공극률을 분석  

한 결과를 보기 위하여 팬츠 사이드심과 상의부분 사이드심 

기준 단면적으로부터의 공극률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역시 . 

대조 동작의 공극률이 로 전체 여유분이 가장 많았고53.8% , 

실험 작업동작 의 공극률이 로 중간 결과를 나타냈A 42.9%

으며 실험 작업동작 는 팬츠 부위의 사이드심 기준 단면적B

의 공극률이 상반신의 사이드심 기준 단면적의 공극37.9%, 

률이 를 보임으로써 허리 구부린 자세가 인체 신장률17.3%

이 큰 동작이라는 사실과 함께 의복의 여유분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Air� Gap� Rates� Derived� from� the� Cross-sectional� Images� after� 3D� Virtual� Clothing� Simulation� of� the� Coverall� Type� �
� � � � � � � � � Painting�Work� Clothes� Applied�with� the� Experimental�Work� Motion� � B� �

Axis� Direction Reference� Line Cross� Section� Air� Gap� Rate

X-axis Center line

 

Air gap rate = 38.1(%)(Posterior) (Anterior)

Y-axis

(for side seam 

cross-section)

Side seam line

of upper body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17.3(%)

Z-axis

(for side seam 

cross-section)

Side seam line

of lower body

(Left) (Right)

Air gap rate = 37.9(%)

(taken by author)

  

이상과 같이 가상착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인체의   3D 

신장정도가 큰 도장 작업동작을 아바타와 함께 구동할 때 

동일한 작업복의 여유분이 인체 부위와 동작에 따라 차별적

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작업복의 동작적합성을 

각 동작과 인체의 부위별로 분석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작업조건 요인인 작업동작을 고려하여 각 동작 시에 

인체 부위별 작업복의 공극률을 구하여 여유분을 비교 분석

한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3D 

후속 연구에서 다른 종류의 작업복이나 다른 동작들을 적용

한 경우의 동작적합성을 연구할 때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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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Axis� Direction Reference� Line Cross� Section� Air� Gap� Rate

Z-axis

(for circumference 

cross-section)

Bust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59.5(%)

Waist circumference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82.5(%)

Y-axis

(for circumference 

cross-section)

Crotch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32.2(%)

Thigh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124.2(%)

Ankle height

(Posterior)

(Anterior)
Air gap rate = 378.4(%)

(taken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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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및�제언IV.�

기계 조선 산업의 도장 작업자가 착용하는 작업복 개발 연, 

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분석된 작업장 환경요인과 

작업자의 동작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소재와 패턴을 설계해

야 하고 그에 따라 일차적으로 개발된 작업복의 착의평가 , 

시엔 피험자가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개발된 작업복의 착의평가 과정 . 

중 작업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에 인체가 ,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작업자가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

서의 작업동작 시 여유감과 관련된 동작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다3D .

본 연구를 통해 남성 도장 작업자를 위한 커버롤 유형의 작

업복을 개발하기 위해 가상착의 시뮬레이터 내에 남성 3D 

작업자를 대체할 디지털 모델 아바타를 구현하였고 선행연

구에서 조사된 개의 도장 작업동작을 모션캡쳐를 통해 9 3D 

모델링한 데이터를 함께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3D 

내에 구동하여 작업복의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동작적합성 

평가의 기초 환경을 조성하였다.  

남성 도장 작업자를 위한 커버롤 유형 작업복을 설계하는   

데에 선행연구 에서 제안된 여유량을 반영하여 (Park, 2011)

제도하였다 설계된 작업복 패턴의 주목할 여유분은 팬츠의 . 

앞 뒤 중심선 부위로 밑위길이는 의 계산식을 , , H/4 + 3cm

사용한 기존 패턴 제도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팬츠 앞중심선

에는 총 의 길이 여유분과 샅폭 방향으로 의 여2.5cm 1.5cm

유분을 주었고 팬츠 뒤중심선에는 기존의 제도방법과 비교

하여 길이방향으로는 샅폭 방향으로 의 여유4.0cm, 1.5cm

분을 추가하여 팬츠의 앞 뒤 중심선 부위를 여유 있게 제, 

도하였다 이는 길이방향으로 신장되는 작업동작 수행 시 등. 

길이와 밑위길이를 포함한 전체 토르소길이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와 쪼그리고 앉는 (Huck, Maganga, & Kim, 1996)

자세의 경우에 커버롤 유형의 작업복은 더 많은 샅길이 여

유량이 요구된다는 연구 결(Oh, Chun, Shin, & Lee, 2011)

과를 고려하면서도 길어진 밑위길이가 작업동작 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도 함께 고려한 폭과 길이에 여유분

을 주는 절충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주. 

름 있는 팬츠 패턴 앞판의 허리주름 분량으로 주어진 

와 뒤판 허리다트 분량인 를 모두 커버롤 하의6.0cm 4.13cm

의 허리둘레 여유분으로 활용하였다 이 여유분은 향후 복부. 

와 등 부위에 고무밴드를 자나 자로 넣어 커버롤 유형X –

의 작업복을 제작한다면 밑위길이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

고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인체에 밀착됨으로써 작업동작 수

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된 커버롤 유형 작업복을 남성 . 

아바타 작업자가 착용한 상태로 대조군으로서의 기본 

동작과 선정된 개의 실험 작업동작 와 팔을 A-pose 2 A B(

귀 옆에 붙여 위로 올린 채 허리를 좌우로 도씩 회전한 90

동작 실험 작업동작 과 팔 양옆 어깨높이로 도 각도로 ( A) 90

들고 허리를 도 앞으로 굽혀 좌 우 도씩 허리를 회전90 , 90

한 동작 실험 작업동작 를 수행하는 가상착의 시뮬레( B) 3D 

이션 이미지를 생성하여 제시함으로써 두 번째 연구 목적의 

달성이 가능함을 보였다. 

세 번째로 각 작업동작 시 아바타의 인체 부위별로   , 3D 

가상착의된 의복이 인체에 밀착된 정도를 나타내는 간격지

수 이미지와 의복과 인체 사이의 공극률을 획득하여 비교한 

결과를 제안함으로써 개발한 도장 작업복의 동작성능을 평

가하는 마지막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다 공극률 분석의 결과. 

를 통하여 가장 여유분이 많은 동작은 대조동작A-pose , 

길이 방향으로 토르소의 여유분이 가장 적은 동작은 팔들어

올린 작업동작 였고 가슴둘레 여유분은 허리굽힌 작업동A , 

작 일 때 작업복의 동작 여유분이 아래로 모여 가장 큰 것B

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 에 의하면 허리. (Oh et al., 2011)

를 굽히고 팔을 깊이 내린 자세가 인체의 표면적이 가장 신

장되는 자세 중 하나라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팔을 . 

귀 옆에 붙여 위로 올린 채 허리를 좌우로 도씩 회전한 90

작업동작 역시 인체의 신장이 큰 동작으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내린 자세보다 작업복 토르소 길이의 여유분을 더 많

이 요구하는 동작인 것을 알게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컴퓨터 가상착의 시뮬레  , 3D 

이션의 사용이 작업자와 작업동작을 시스템 내에서 함께 구

동시킬 수 있음과 다양한 작업동작을 모델링하여 가상착의

할 때 인체의 부위별로 의복이 인체에 밀착되는 정도와 공

극률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개발한 작업복의 동작적합성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도구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 

방법론과 결과를 근거로 향후 여러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 

작업복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대상으로 동작의 종

류에 따라 의복의 여유분을 분석함으로써 유해 환경요인으

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개발하는 의류의 동작적합성 평가

의 기초자료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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