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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3차원 인체 데이터 에 가상 의류를 착장시키는 착장 시뮬 이션 시스템의 구 을 소개

한다. 인체 데이터는 3차원 신 이  스캐 로 계측하 으며 가상의류는 의복의 앞뒷면 촬  상

으로 하 다. 상 의류는 원피스, 티셔츠, 바지 등과 같은 비교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의류이며, 본 

논문에서는 상의  원피스의 착장 과정과 바지의 착장 그리고 바지 에 상의를 착장하는 첩 착장

의 과정을 보여 다. 가상 착장 결과로 실제 착장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치수가 자신에게 

맞는지의 정보와 착장시의 어울림의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도록 제공되며, 디지털 의류

의 비도 간단하여, 본 논문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의류 매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   

1. 서론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3차원 체형 데이터에 

의류를 가상 착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결

과로 소비자는 치수와 어울림의 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체데이터는 3차원 신 이  스캐 를 이용하여 

획득되며, 의류의 상은 카메라로 촬 한 앞뒷면 상을 

이용한다. 온라인상거래에서의 활용을 해서는, 공 자인 

온라인 의류 소매상들의 의류 데이터 비가 단순해야 하

며 소비자는 자신의 PC에 장된 3차원 인체 데이터에 

의류 착장을 하는 것이 간단해야 한다. 본 제안 시스템에

서는, 의류 매자의 작업을 단순하게 하기 하여 매자

는 의복의 앞뒷면 상만을 업로드 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이 상들을 다운로드하여 착장 로그램의 실행만으로 

PC에 보 된 자신의 데이터 에 가상 착장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가상 착장 시뮬 이션의 요한 요소는 사용자의 정확

한 3D 인체 데이터와 의복의 자연스런 결합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의복과 인체와의 결합을 생성하기 해서는 의

복의 기하학  구조와 물리  특성 모델링, 3D 인체 데이

터와 의복과의 충돌 검사  반응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의와 하의 각각의 착장 구  방법과 의

복 에 의복을 첩하여 착장하는 첩 착장 방법들을 제

안하고 이를 시스템에 구 한 결과를 보고한다.  

  의복의 가상 착장을 한 기존의 연구로, 옷감의 물리

인 탄성율 조사 연구[1], 의복 상의 장력 구조 연구[2,3], 

의복 애니메이션 연구[4,5], 인체모델 착장연구[6], 아바타 

모델을 이용한 연구[7], 의복의 패턴을 이용한 연구[8] 등

이 보고되어 왔다. 아바타 모델 착장 연구의 경우 자신의 

신 데이터가 직  이용되지 않아 본인이 입는다는 실감 

표 이 반 되기 힘들며, 의복의 패턴을 인체 데이터에 착

장하는 경우는 온라인 매자가 개별 의복별로 복잡한 패

턴을 알아야 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용 데이터로 가

공해야 하는 문제 을 지니고 있어, 복잡한 구조의 의류 

착장에 응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온라인 의류 매

에 일반 으로 용되기가 힘들다. 인체계측 데이터를 이

용한 의류의 가상 착장 시스템을 제공하는 아이패션기술

센터[9] 역시 동일하게 의류의 패턴 정보를 이용한 착장을 

하고 있어, 일반 인 의류 매 으로 확장하기에는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의류매장 선반이나 벽걸이에서 

흔히 보는 납작한 형태의 의류 앞뒷면 모습을 그 로 활

용해서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게 앞뒷면 상만 제공하기 

때문에 의류 공 자가 업로드용 데이터를 비하기가 쉽

다. 이 게 촬 된 의복의 앞뒷면은 인체데이터를 심으

로 합된 후, 상의는 실제의 착장 방식과 동일하게 뒤집

어쓰듯이 에서 끌어내리면서 착장하며 하의는 끌어올려 

입는 방식으로 착장을 진행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방

식의 장 은 의류의 공 자인 온라인 매상과 온라인 구

매자의 사용이 매우 간단해서 실용화가 쉽다는 에 있으

나 원피스, 티셔츠, 바지 등 매장에서 앞뒷면 주로 시

되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의류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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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류의 질량 스 링 모델링

(그림 2) 상의 의류 상의 치

 

2. 인체 3차원 데이터

  인체 3차원 계측은 사이버웨어 (Cyberware)사의 4헤드 

이  신 스캐 를 이용하 고 얻어진 3차원 인체 데

이터들은 한 사람당 60MB 정도이며 원 데이터의 해상도

는 간 간격이 0.1mm 수 이나 1mm로 재구성해 사용하

다. 얻어지는 정보는 3차원 계측 데이터와 텍스쳐 정보

이다. 

3. 의류의 모델링

 2차원의 의류 상은 앞, 뒷면의 의류 사진 상에서 배

경분리로 추출되며, 의류의 실제 길이를 입력받아 실제 의

류와 크기를 맞춘다. 추출된 앞 뒤 의류 상은 인체 데이

터에 입 지고, 이를 하여 의류의 기하학  물리  특징

을 규정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이 의류 내 

삼각형의 꼭지 을 질량 , 선분을 스 링으로 한 질량 스

링 모델을 이용하 다. 질량 스 링으로 이루어진 모델

에서의 힘은 입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며 입자의 상 속

도에 항하는 핑힘이 작용한다. 식 1은 질량 스 링 모

델에서 의류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이다[4].


   ∆   ∆

∆
 

∆ ∆
∆

  (1)

∆     ∆    
  여기서 는 x-y-z 좌표계에서 입자 i의 치벡터이며, 

는 i의 속력 벡터, 는 i와 j사이의 스 링 상수, 
는 

스 링의 핑 상수, 는 입자사이의 원래 길이, 
는 i의 

스 링 장력벡터이다. 

4. 상의 착장 알고리즘

 앞뒷면 의류 상의 치는 인체 데이터의 앞목 과 인

체 몸통 두께의 최소 최 값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앞목

의 치는 인체데이타 표면의 벡터각 분포를 이용하여 모

멘트 템 이트로 인식을 하 다[6]. 앞목 은 의류 상

의 착장 기의 심과 높이 기 이 되며, 몸통의 최소 최

댓값을 이용하여 의류 앞뒷면과 인체사이의 거리를 결정

짓는다. 결정된 상의 의류 상의 치는 그림2와 같다. 

그림 2에서의 Cp는 의류의 심 을, Np는 인체 데이터의 

목 이다. 한 앞뒷면의 의류 상을 합하기 하여 두 

개의 의류 상은 인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움직

인다. 합 시 앞면과 뒷면의 응하는 은 길이 0으로 

합되게 된다.  

 의류 상을 구성하는 천은 질량 스 링 모델이 용된 

입자가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체 굴곡

과 만날시 의류 내 다른 입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변

형이 발생한다. 앞뒷면의 의류 상의 합 과정과 시간에 

따른 치 변화는 식 2와 같이 오일러의 명시  분방법

(explicit Euler integration)을 통해 계산된다[4-6]. 

          
     

         (2)

 여기서 P는 의류 상 내의 한 입자의 치를 의미하고, 

V는 입자의 속력 벡터, F는 입자에 용된 벡터 힘, m은 

입자의 질량, n은 시간이다. 이 수식을 이용하여, 앞뒷면의 

의류의 합이 인체 데이터를 심으로 이 진 후, 의류에 

수직낙하 방향으로 력이 가해진다. 아래의 식 3은 력

식이며 여기서 는 입자 i의 질량이고, G는 력가속벡

터, 
는 입자 i에 가해지는 벡터 힘이다.


   (3)

 따라서 력이 용된 이후 의류 입자i에 용되는 벡터 

힘은 식 4와 같이 용된다. 는 의류입자i에 용되는 

벡터 힘이며, 
는 의류입자 i에 용되는 스 링 힘이며 


는 의류입자 i에 용되는 력 힘이다.

  
  


     (4)

이러한 인체와 의류 사이의 충돌을 감지하기 하여 인체 

데이터를 복셀로 재구성하여 검사하는 것이 효율 이다

[4]. 복셀은 한 면의 길이가 0.5픽셀인 평행 6면체인 입체

인 공간으로 각 인체 데이터는 이에 상응하는 복셀들로 

그림 3과 같이 재구성 된다. 의류의 한 구성 입자가 복셀 

공간에 들어왔을 경우, 그 복셀에 등록되어 있는 인체데이

터의 폴리곤과 의류 입자 사이의 충돌 유무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충돌검사를 하게 된다. 즉 폴리곤과 입자사이의 

거리가 0.1이상일 경우 식2에서의 명시  분 방법으로 

의류의 질 은 계속 움직이며, 0과 0.1사이의 경우 충돌로 

처리한다. 만약 그 거리가 0보다 작다면 강제 으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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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체 데이터의 복셀 재구성

(그림 4) 하의 의류 상의 치 

질 의 치를 인체 표면 으로 옮겨주게 된다. 충돌 처

리는 입자 속력의 법선 성분을 계산해 방향을 반 로 바

꾸고, 충돌 후 법선 속도를 구하게 된다. 

 의류와 인체는 움직임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착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의류의 흘러내림 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해 마찰력을 용해 주었다.  

 입자 i에 한 마찰력 
은 다음의 식 5로 계산되며 는 

마찰계수 벡터, 는 입자 i의 속력벡터이다. 마찰력은 충

돌이 감지된 폴리곤에만 용되며 x, z 방향으로만 작용

하도록 설정하 다.


        (5)

 마찰력은 속력에 항하는 힘으로, 의류와 인체가 충돌하

을 때의 입자 i의 속력은 다음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6)

5. 하의 착장 알고리즘

 하의 착장의 경우 상의 착장 알고리즘과과 동일한 과정

을 용하고 역방향의 착장으로 진행되나, 기 의류의 

치 결정과 하의의 착장 치를 찾기 해 용해주는 알고

리즘이 다르다. 상의의 경우 의류 착장 시 의류가 어깨에 

걸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착장 치가 정해지지만 하의의 

경우는 그 지 않기에 따로 착장 치를 찾기 한 알고

리즘을 용하 다.

  기 하의 의류의 치는 인체데이터의 허리 을 이용

하여 결정되며, 이미지 사이의 간격은 상의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두께를 이용하여 결정짓는다. 결정된 하의 의류의 

치는 그림4와 같다. 그림3에서 Wp는 인체데이터의 허

리 이며 Cp는 의류데이터의 심 이다. 이후에 하의 의

류는 인체를 심으로 서로를 향해 진하여 합이 된다. 

  합 시 앞면과 뒷면의 응하는 은 길이0으로 합

되게 된다.

 하의 역시 입자가 연결된 구조로 의류 입자와 인체사이

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변형을 계산하기 해 오일러의 명

시  분방법인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상호작용 시 

인체와 의류 입자의 충돌을 감지하기 해서 복셀을 이용

하여 감지하며, 충돌처리를 해주게 된다. 

 합이 된 후 하의는 반 력을 용시켜 다리에서 허리

부분으로 올려지고 인체 샅에 부딪히면 하의의 허리부 

치를 가상 로 고정한다. 이 과정은 인체가 바지를 입

는 순서와 동일하며 수식은 식 7은 착장과정에서의 이동

량 결정 식이다. 여기서의 는 하의의 가랑이 이며, 

는 인체의 샅 이다. 은 식 2와 같으며 
는 식 5

와 같다. 그 이후 력을 다시 식 3과 같이 용하여 실제

와 같이 자연스럽게 착장되게 된다. 

         & →    
       



    (7) 

 여기서  이다. 반 력은 력의 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며 력의 식에서 력가속벡터가 음수가 

된다. 식 8은 반 력 용식이다.


        (8)

 의류와 인체와의 충돌은 복셀을 이용한 거리검사로 상의

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돌이 일어날 경우 식 5와 

같이 마찰력을 용해 다.

6. 의류의 첩 착장

 하의를 인체 데이터에 착장시킨 후 인체데이터의 좌표계

와 의류데이터의 좌표계를 통일한다. 그 후에 인체의 좌표

과 인덱스 값과 의류의 각 치 과 인덱스 값을 합쳐 

데이터화 한 뒤 이를 4장의 상의 착장 알고리즘에서의 복

셀로 재구성한다. 이 데이터에 상의를 착장시키면 하의 

에 상의가 착장되게 된다.

 이 이후의 착장 순서는 4장의 상의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실행된다. 그림 5는 의류 첩 착장의 순서도이며 그림 6

은 의류가 첩 착장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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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하의가 착장된 모습

(그림 5) 첩 착장의 순서도

7.결론  검토

 본 연구에서는 간편하게 비 가능한 평면 형태의 디지

털 의류 상을 이용하여 인체 데이터에 착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시스템을 제시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자신의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의류 매상에서 제시하는 의류 상을 자신의 인체 데이

터에 착장하는 것과, 오 라인 매장에서 실제 입어봤을 때

와의 착장 결과가 치수와 어울림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

음을 보여 다. 하지만 상의와 원피스의 경우는 의류의 치

수와 어울림의 두 가지를 정확히 반 하게 되나, 바지의 

경우에는 허리부분의 치수는 반 이 되나 엉덩이 치수의 

정확한 반 이 세 하지 않아 이 부분의 개선 연구가 필

요하다.  다른 문제 은 의류의 첩 착장 시 하의를 먼

 착장한 뒤 이를 인체데이터로 재인식하여 상의를 착장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상체에 비해 비 해진 하체를 갖

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 이 되는 이유는 인체 데

이터의 허리 부분은 상의와 하의가 겹쳐져 착장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상의 착장 시 인체 데이터의 상체에 비해 

두꺼운 하체 부분에 상의의 의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한다. 

 인체데이터의 하체가 상체에 비해 크게 비 해진 원인은 

충돌 반응처리 시 의류의 질 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류가 

다소 인체와 떨어져 움직이는 단 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의 착장 시 하의 의류와 인체데이터 사이에 첫 

번째 틈이 생성되고, 후에 이를 다시 인체데이터로 재인식

하여 상의를 착장시키면서 인체데이터와 상의 의류 사이

에 두 번째 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인체데이터의 하체가 

상체에 비해 상 으로 크게 비 해지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충돌 반응 처리 시 의류의 질 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의류 질 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여 

처리 한다면 인체와 의류 사이의 틈에 한 단 을 보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 활용을 한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온라인 의류 매상

들로부터 공동 설립된 인체 계측 센터에서, 자신의 3차원 

계측 데이터와 착장 로그램을 받아 자신의 PC에 장

하고, 온라인 의류소매업자는 자신이 매할 수 있는 의류

의 이미지와  길이만을 온라인상에 등록해두면 일반 

소비자는 매장에서 직  입어보지 않고도 많은 옷들을 가

상 착장해보고 구매를 할 수 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인체 

계측 센터의 운 은 온라인 소매상들의 매 수수료로 충

당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앙 데이터센터를 

따로 두지 않고 개인의 데이터를 자신의 책임 하에 PC에 

보 하는 방식은 개인의 정보보호와 리의 책임 문제에

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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