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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제

조에 있으며, 의류 산업에서도 ‘의류 생산 공정 자동

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기

성복 패턴 제작 공정에서는 어패럴 캐드 시스템을 자

동 제도 전체에 활용하고 있기보다는, 패턴사들이 기

본 원형 패턴을 제작하여 이를 디지타이징한 후 그레

이딩, 마킹 작업을 하는 시스템에 국한되어 부분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Lim & Istook, 2012). 아직까지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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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패턴 제작 공정에서는 고급 인력을 통한 수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작업 공정은 

특히 패턴 제도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패턴을 제도하는 작업 자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특정 종류의 기

본 여유량을 갖는 의복의 자동 원형 제도에 한하여 연

구되고 있다(Hwang & Nam, 2002; Kim et al., 2013; Suk 

& Kim, 2002).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먼저 원형을 

자동 제도한 후, 디자인 요소를 적용시켜 그레이딩하

는 방식으로 연구되어(Han et al., 2014), 개발된 의복 

종류에만 국한되어 활용이 가능하다(Lee, 2000). 개발

된 자동 제도의 원형들은 기본 여유량이 설정된 상태

로 제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여유량으로 변경하여 자

동 제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 공정 시스

템에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기성복 패턴 제작 공정에서는 기본적인 여

유량을 포함한 원형인 슬로퍼(sloper)를 사용하며(Ya- 

mamoto et al., 2005), 이러한 슬로퍼에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최종 프로덕션 패턴을 생성하고 있다. 슬로

퍼가 없는 경우 패턴사의 개인적 전문성에 한정된 핏

의 패턴이 제작될 수밖에 없으므로(Yoon, 2016), 다양

한 핏과 여유량의 의복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슬로

퍼는 의류 생산 공정 자동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하지만 슬로퍼 제도 자체를 자동 제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슬로퍼마다 자동 제도식을 가

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패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3차원 인체 형상의 활

용은 인체의 체형적 특성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Bye et al., 2006; Istook & 

Hwang, 2001). 특히, 체표에 가까운 패턴 개발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3차

원 인체 형상 위에 메쉬를 생성하고, 이를 2차원 평면

상에 펼치는 과정을 통해 체표면 전개도를 생성하는 

것이다(Kim, 2015; Lee, 2013). 그러나 이는 3차원 인체

를 2차원 평면에 펼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왜곡으로 인해 곧바로 의복 패턴으로 활용될 수 없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밀착 

패턴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를 적절한 여유

분이 포함된 원형 개발의 한 단계로써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Kang & Kim, 2000), 체표면 전개도를 통

해 최초로 생성된 밀착 패턴 즉, 제로 여유량의 원형 

제도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의류 생산 자동화 공정에서의 자동 제도는 프로덕

션 패턴이 사이즈 스펙 및 인체 치수의 입력만으로 제

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

덕션 패턴이 인체 치수 기반의 제도법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성복 업체에서 프로덕션 패

턴 생성을 위해 기본적인 여유량이 포함된 슬로퍼를 

변형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인체 치수 기반의 기초 제

도식을 단계적으로 변형시켜 최종 프로덕션 패턴의 

제도법을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성복 패턴 제작 공정에

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어패럴 캐드 시스템의 

자동 제도 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이즈 스펙 및 인

체 치수의 입력만으로 자동 제도가 가능한 파라메트

릭 프로덕션 패턴 제작을 위한 상의 패턴의 기초 패턴

을 개발하고자 한다. 파라메트릭 패턴은 패턴과 밀접

한 주요 인체 치수를 변수로 하는 제도식을 통해 형태

적 제약인 실루엣을 표현하는 패턴을 의미한다(Xiu et 

al., 2011). 기초 패턴의 개발에는 사이즈 스펙 및 인체 

치수와 같은 체형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형

상을 활용하여 패턴의 제도식을 간단한 인체 치수의 

비율식으로 표현함에 따라, 개발된 기초 패턴이 다양

한 프로덕션 패턴으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즉, 인체 비율의 제도식을 갖는 여유량 제로의 기

초 패턴을 개발하여 이를 차후의 슬로퍼 개발에 단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더미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파라메트릭 

프로덕션 패턴의 자동 제작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

로써, 인체 치수 기반의 제도식을 가지는 여유량이 제

로인 상의 기초 패턴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누드 패턴’이라 명명하였다. 개발된 누드 패턴은 

인체 치수 기반의 제도식을 갖는 패턴으로써, 향후 프

로덕션 패턴의 자동 제도식으로의 단계적인 변형을 

위한 기초 및 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측정점 및 측정항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더미의 형태가 반영된 누드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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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해서 방사형 체표 길이 측정항목을 새롭

게 정의하였다. 방사형 체표 길이 항목을 정의한 것은, 

<Fig. 1>의 화살표 방향과 같이, 더미의 전, 후면의 돌

출점으로 인해 B-spline 곡선이 둘레로 적용되는 지점

을 기준으로 위, 아래가 몸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의 수직, 수평 측정항목

으로 정의되는 기존의 측정항목들 이외에도 방사형 

체표 길이 측정항목을 새롭게 정의하여 추가하였다.

2. 누드 패턴 제도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더미 스캔 형상에서 측정점을 

통해 방사형 체표 길이 치수를 측정한 후, 이를 이용하

여 누드 패턴을 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누드 패턴 제

도법 개발을 위해 <Fig. 2>와 같은 H업체의 10대 여자 

청소년 중심 사이즈 더미를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형 체표 길이가 기존 

상의 패턴 제도법에 사용된 누드 패턴 제도법의 원리

는 <Table 1>과 같다. 제도 시, 각 패턴의 구성점(측정

점)의 위치는 관련된 방사형 체표 길이 측정항목의 길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속조건을 만족시키는 방향으

로 제도되었다. 또한 다트량은 기존 제도법의 통계분

석에 의해 결정된 분량이 아닌, 각 다트의 위치 혹은, 

다트선을 구성하는 측정점과 관련된 방사형 체표 길

이를 유지하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다. 앞/뒤허리다

트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허리 앞점, 옆점의 설정으로 만들어진 허리둘레선의 

길이와 실제 허리둘레선 길이의 차이로 결정되었고, 

앞어깨다트는 2개의 앞어깨다트선의 방사형 체표 길

이와 겨드랑둘레선 수준의 다트량이 먼저 결정되는 

조건에서 결정되었으며, 뒤 어깨다트는 뒤어깨부위

와 관련된 측정점들의 방사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

건에서 결정되었다. 어깨경사는 목옆점과 앞/뒤어깨

다트선과 관련된 방사형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방식

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목뒤너비 결정 시, 본 연구의 

누드 패턴은 등부위에서 어깨부위로 체표를 따라 밀

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목뒤너비 결정 방법으

로 제도했을 때, 목뒤너비가 다소 짧아 해당 부위의 체

표를 따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기존의 목뒤너

비, 목뒤깊이 측정 시, 그려지는 두 직각선의 대각선 

길이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Fig. 1. Establishment of close contact area through radial body length.

Fig. 2. Dummy used in the development of nud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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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드 패턴의 비율식 생성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된 누

드 패턴을 향후, 일반적인 기성복 업체의 상의 사이즈 

표기 항목인 ‘가슴둘레-키’의 입력으로 자동 제도가 

가능한 프로덕션 패턴의 원형으로써 사용하기 위하

여 생성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의 각 구성선 치수를 

가슴둘레와 키를 사용한 산출식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슴둘레와 키에 대한 비율로 패턴을 표

현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러한 산출식을 ‘비율식’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비율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방

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된 누드 패턴의 각 구성선 

치수를 다시금 측정하고, 이를 또 다시 가슴둘레와 키

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율식을 자동으로 

도출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에는 C++ builder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성도는 <Fig. 4>와 같

다. 먼저, 누드 패턴에서 기존의 상의 패턴 제도 시 사

용되는 일반적인 측정항목들에 해당되는 구성선의 치

수와 해당 누드 패턴의 제도 시 사용된 중심 사이즈의 

가슴둘레와 키를 입력 값으로 넣어주면, 구성선의 치

수를 가슴둘레와 키의 비율식으로 계산해 주게 되고, 

최종 비율식이 출력 값으로 도출된다. 개발된 프로그

Drafting item Drafting principle

Measurement point Where relevant radial chain length measurement item length is maintained

Dart

Waist 
front/back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ngth of the waistline and the actual length of the waistline made from the setting 
of the waist front and sides that meet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the radial chain length.

Shoulder 
front

Determined in the condition that the radial body length of the two front shoulder dart lines and the amount of 
darts at the level of the armpit circumference are determined first

Shoulder 
back

Determined under conditions that maintain the radial length of the measurement points associated with the 
back shoulder region

Shoulder slope Determine by maintaining radial somatic length with respect to neck-side points and front/rear shoulder darts

Back neck width The diagonal length of the two straight lines drawn when measuring the depth of neck back and neck back

Table 1. Principle of the nude pattern drafting 

Fig. 3. How to set the neck width of this study.

Fig. 4. Proportional conversion program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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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도출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의 비율식에 중

심 사이즈 앞, 뒤 한 간격의 사이즈 구간에 대한 가슴

둘레와 키 치수를 적용하여 각 사이즈 구간의 누드 패

턴을 생성함으로써,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을 파라메

트릭 누드 패턴이라 명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4.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 제도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 제도

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에 사용된 더미 이외에 H

업체의 20대 여자 중심 사이즈 더미와 ‘제5차 사이즈 

코리아’(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4)의 20대 여자 평균 더미 2종을 추가하여 

활용하였다(Table 2). 세 더미에 대하여 3D 핸디 스캐

너인 Artec Eva 3D Scanner(Artec Group Company, USA)

를 통한 3차원 스캔 형상 획득 후, 3차원 측정 프로그

램을 통해 각 측정점 지정 및 측정항목의 치수를 획득

하였다. 이 후, 개발된 누드 패턴 제도법을 통해 각 더

미의 누드 패턴을 제도하였고, 총 3가지 더미의 누드 

패턴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촌식, 단촌식 제도

법 1개씩을 선정하였다. 장촌식 제도법에는 남윤자식 

제도법, 단촌식 제도법에는 ESMOD 제도법이 선정되

었으며, 각각의 제도법으로 제로 여유량이 적용되어 

제도된 패턴을 비교 패턴A, 비교 패턴B라 명명하였다.

검증은 더미의 실측 값과 각 패턴 구성선의 치수의 

차이에 대한 오차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ISO 8559-1:2017(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17b)에 속한 

9개 측정항목과,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옆선 길이

와 Bust to waist 2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총 11개 항목

에 대한 더미의 실측 값과 각 패턴 구성선의 치수가 비

교되었다. 검증을 위해 결정된 최종적인 비교 항목은 

<Table 3>과 같다.

III. 연구결과

1. 측정점 및 측정항목 정의

본 연구에서는 더미의 형태가 반영된 누드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사형 체표 길이 측정항목을 새롭

게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항목의 치수

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항목인 각 구성선

들을 연결하기 위한 측정점이 필요하며, 누드 패턴 제

도를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측정점들을 형상 위에 

표시한 것은 <Fig. 5>와 같다.

기존의 ISO 8559-1:2017(ISO, 2017b)과 ISO 7250- 

1:2017(ISO, 2017a)에서는 젖꼭지점(P1), 목앞점(P2), 

목뒤점(P3), 목옆점(P4), 어깨가운데점(P5), 어깨끝점

(P6), 겨드랑점(P7), 겨드랑앞벽점(P8), 겨드랑뒤벽점

(P9), 허리앞점(P10), 허리뒤점(P11), 허리옆점(P12)의 

13개 측정점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뼈를 기준으로 하

Dummy 1
(10s Women's dummy

of H company)

Dummy 2
(20s Women's dummy

of H company)

Dummy 3
(20s Women's dummy

of the 5th Size Korea) (KATS, 2004)

Bust circumference 085.0 088.0 084.6

Waist circumference 065.0 067.8 064.4

Stature 155.0 160.0 160.0

Table 2. Dummy information used to verify nude pattern drafting methods     (Unit: cm)

No Items of comparison

1

Measurement items 
for clothing design

in ‘ISO 7250-1:2017’ 
(ISO, 2017a)

Bust circumference

2 Waist circumference

3 Waist front length

4 Waist back length

5 Interscye, front

6 Interscye, back

7 Neck point to breast point

8 Bust point-Bust point

9 Scye depth

10 Added 
measurement item

Side line length

11 Bust to waist

Table 3. Measurement items for comparing nude 
pattern, pattern A, and pattern B of each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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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속하는 목앞점, 목뒤점, 목옆점은 뼈를 찾을 

수 없는 더미의 특징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

하였으며, 겨드랑점은 겨드랑밑 접힘선의 가장 아래

점으로 정의하여, 겨드랑앞벽점과 겨드랑뒤벽점도 이

를 기준으로 정의되었다(Table 4).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사형 체표 길이 측

정항목의 측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정의한 측정점은 

다음과 같다. 상반신 전면에서는 가슴둘레선과 앞중

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BP수준앞점(A1), 겨드랑

둘레선과 앞중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겨드랑앞점

(A2), 앞품선과 앞중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앞품

앞점(A3)이, 상반신 후면에서는 가슴둘레선과 뒤중

심선의 교점인 BP수준뒤점(A4), 겨드랑둘레선과 뒤중

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겨드랑뒤점(A5), 뒤품선과 

Fig. 5. The selected measurement point for the nude pattern system ((a) Measuring points belonging to 
‘ISO 8559:2017’ (ISO, 2017b), (b) Added measurement points for nude pattern).

Category Measuring point How to find the measurement point

The 
measuring 
points to be 
found with 

bones

Lateral neck
The position of the shoulder inclination line at the intersection of the neck front and back 
points at the top edge of the trapezius muscle

Cervicale The most touching position of the spinous process

Anterioi neck The point where the midline meets the line connecting the two edges of the upper clavicle

Lateral shoulder
Where the line drawn forward along the side of the shoulder bone peak meets the line 
connecting the clavicle peak at the lateral point

The 
measuring 
points to be 
found with 
visual cues

Lateral shoulder
The point where the armhole line's thickness bisector and the armhole line's circumference 
meet at the shoulder

Midshoulder Enter position of the straight line between the lateral neck and acromion points

Anterior axillary fold The uppermost part of the anterior axillary fold

Posterior axillary fold The uppermost part of the posterior axillary fold

Anterior medaxilla The middle position of the distance between the acromion point and the anterior axilla point

Posterior midaxilla The middle position of the distance between the acromion point and the posterior axilla point

Anterior axilla The point where axillary level in front of arm

Posterior axilla The point where axillary level in back of arm

Axilla Lowest point of axillary fold line

Nipple The most forward protrusion of the bra cup

Lateral waist From the front, the most indentation from the right side outline of the body

Anterior waist The height of the lateral waist on the front midline

Posterior waist The height of the lateral waist on the back midline

Buttock protrusion Protruding to the rear of the hip from the side view

Table 4. The measuring poin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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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중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뒤품뒤점(A6), 뒤품

선상에서 가장 돌출한 지점으로 정의되는 뒤품수준

돌출점(A7)이, 상반신 측면에서는 가슴둘레선과 옆선

의 교점인 BP수준옆점(A8)으로 총 8개 측정점이 추가

적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점들이 구성하게 되는 측

정항목과 그 측정법은 <Table 5>와 같으며, 이를 형상 

위에 표시한 것은 <Fig. 6>과 같다. 기존의 ISO 8559-1: 

2017(ISO, 2017b)의 측정항목에서는 가슴둘레, 젖가슴

둘레, 뒤품, 앞품, 허리둘레, 유폭, 어깨길이 7개 측정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정의

한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상반신 전면에서는 BP점

을 기준으로 하는 BP-겨드랑앞점, BP-앞품앞점, BP-목

앞점, BP-목옆점, BP-어깨가운데점, BP-허리옆점, BP-

허리앞점의 총 7개의 측정항목을, 후면에서는 뒤품수

준돌출점을 기준으로 하는 뒤품수준돌출점-겨드랑뒤

점, 뒤품수준돌출점-BP수준뒤점, 뒤품수준돌출점-목

No Classify Items Measurement Method Mark

1

Definition in 
‘ISO 8559-1: 

2017’ 
(ISO, 2017b)

Chest circumference (Connecting line length of A2-P7-A5) * 2 L1

2 Bust circumference (Connecting line length of A1-P1-A8-A4) * 2 L2

3 Interscye, back (Connecting line length of A6-P9) * 2 L3

4 Interscye, front (Connecting line length of A3-P8) * 2 L4

5 Waist circumference (Connecting line length of P10-P12-P11) * 2 L5

6 Bust point-Bust point (Connecting line length of P1-A1) * 2 L6

7 Houlder length Connecting line length of P4-P5-P6 L7

8

Added items 
for nude 
pattern 
drafting

BP-Anterior axilla Connecting line length of P1-A2 R1

9 BP-Nterior midaxilla Connecting line length of P1-A3 R2

10 BP-Anterior neck Connecting line length of P1-P2 R3

11 BP-Lateral neck Connecting line length of P1-P4 R4

12 BP-Midshoulder Connecting line length of P1-P5 R5

13 BP-Poateral waist Connecting line length of P1-P12 R6

14 BP-Anterior waist Connecting line length of P1-P10 R7

15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Posterior axilla Connecting line length of A7-A5 R8

16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Back point of BP level Connecting line length of A7-A4 R9

17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Cervicale Connecting line length of A7-P3 R10

18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Lateral neck Connecting line length of A7-P4 R11

19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Midshoulder Connecting line length of A7-P5 R12

20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Lateral shoulder Connecting line length of A7-P6 R13

21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Lateral waist Connecting line length of A7-P12 R14

22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Posterior waist Connecting line length of A7-P11 R15

23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 right-
Protrusion of posterior midaxilla, left

(Connecting line length of A7-A6) * 2 R16

24 Cervicale-Lateral shoulder Connecting line length of P3-P6 R17

Table 5. Finally selected measurement items for the nude pattern system

Fig. 6. Measurement items added for nude pattern 
d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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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점, 뒤품수준돌출점-목옆점, 뒤품수준돌출점-어깨

가운데점, 뒤품수준돌출점-어깨끝점, 뒤품수준돌출점

-허리옆점, 뒤품수준돌출점-허리뒤점의 8개 방사형 

체표 길이와, 뒤판 어깨선 및 다트량 결정을 위해 추가

적으로 정의된 목뒤점-어깨끝점 체표 길이까지 총 9개

의 측정항목이 추가적으로 정의되었다.

2. 누드 패턴 제도법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누드 패턴은 일반적인 측정항

목과는 다른 방사형 체표 길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패턴의 각 구성선이 그려지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법의 원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Fig. 

7). 첫째, 앞길이와 등길이 실측 값을 사용하지 않고 있

는데, 앞길이는 유폭/2를 유지하는 수직선에서 BP-목

앞점 방사형 체표 길이를 만족하며 설정되는 목앞점

과 BP-허리앞점 방사형 체표 길이를 만족하며 설정되

는 허리앞점 사이 길이로 결정되며, 등길이는 뒤품수

준돌출점사이/2를 유지하는 수직선에서 뒤품돌출-목

뒤점 방사형 체표 길이를 만족하며 설정되는 목뒤점

과 뒤품돌출-허리뒤점 방사형 체표 길이를 만족하며 

설정되는 허리뒤점 사이 길이로 결정된다. 이는 B-sp- 

line으로 그려지는 젖가슴둘레선의 전면 중앙점을 지

나는 앞길이와, B-spline으로 그려지는 뒤품선의 후면 

중앙점을 지나는 등길이에 적합한 값을 적용해줌으로

써, 의복 패턴으로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앞, 뒤 어깨경사는 목, 어깨부위와 관련된 방

사형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결정하고 있는

데, 앞어깨경사는 먼저 BP-목옆점 방사형 체표 길이

를 만족하며 설정되는 목옆점 설정 후, 목옆점으로부

터 어깨길이/2와 BP-어깨중간점 방사형 체표 길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에 어깨중간점을 설정함으로써 

어깨경사가 결정되며, 뒤어깨경사도 동일한 원리로 결

정된다. 이는 어깨부위와 관련된 체표 길이를 구속조

건으로 하여 목옆점과 어깨중간점을 설정함으로써 

어깨부위를 밀착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모든 부위의 다트량을 방사형 체표 길이와 관

련 측정항목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결정하고 있

는데, 앞허리다트량은 BP-허리앞점 방사형 체표 길이

를 만족하며 설정되는 허리앞점과 BP-허리옆점 방사

형 체표 길이를 만족하며 설정되는 허리옆점으로 결

정되는 허리선 길이에서 더미의 허리둘레/4 실측 값의 

차이로 결정되며, 뒤허리다트량도 동일한 원리로 결

정된다. 이는 누드 패턴의 특성상 허리둘레에 제로 여

유량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앞어깨다트량은 어깨선에 적용되어야 하는 다트

량을 먼저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슴둘레 수준 다

트량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유지하면서 그려지는 어

깨다트선에 의해 발생하는 분량을 앞어깨다트분량으

로 결정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로 여유량인 

누드 패턴을 그리기 위해 앞가슴둘레와 앞젖가슴둘

레의 실측을 패턴 상에 적용시키면 일반적인 상의 패

턴 형태와는 달리, 젖가슴둘레의 길이가 더 길게 그려

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옆선의 위치에 맞추어 

가슴둘레선을 늘려주어 일반적인 상의 패턴의 형태

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가슴둘레 여유량을 가

슴둘레 수준 다트량으로 결정하였다.

뒤어깨다트량은 다소 복잡한 과정으로 결정이 되

었는데, 이는 <Fig. 8>과 같다. 먼저 목뒤점을 중점, (목

뒤점-어깨끝점)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C1을 그

리고, 목옆점을 중점, 어깨선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C2를 그린다. 점 q는 원 C1과 o-p의 연장선의 교점, 

점 r은 원 C1과 C2의 교점으로 정의되며, 점 q와 점 r의 

수직 높이 차이가 뒤어깨다트분량이 된다. 이는 2차원 

평면 패턴 상의 어깨끝점 위치가 3차원의 더미에 착

의 시, 목뒤점-어깨끝점의 체표 길이를 유지하면서, 

목옆점-어깨끝점인 어깨길이를 유지하는 지점에 위

치된다는 원리에 착안하여, 이 두 가지 체표 길이를 유
Fig. 7. The nude pattern of the front and back dev- 

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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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때 발생하는 올림분량을 평면 패턴의 입체화에 

필요한 다트분량으로 설정한 것이다.

3.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의 비율식 도출

개발된 누드 패턴은 방사형 체표 길이를 사용하여 

최초로 제도된 후, 일반적인 기성복 업체의 상의 사이

즈 표기 항목인 ‘가슴둘레-키’로 표현되는 비율식을 

갖는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이 되었다. 이를 위해, 방사

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된 누드 패턴의 각 구성선 치

수를 파악하고, 수평항목은 젖가슴둘레, 수직항목은 

앞중심길이에 대한 비율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먼

저 앞중심길이를 키에 대한 비율식으로 표현하는 과

정이 선행되었다. 수직항목을 키에 대한 비율식으로 

곧바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상의 패턴에서 각 구성

선의 높이를 앞중심길이에 대한 비율로 표현함으로

써, 각 더미의 상반신 비율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Table 6>은 앞서 개발된 H업체 10대 여자 청소년 

중심 사이즈 더미(더미 1) 누드 패턴의 각 구성선 치수

와 이를 각 항목별 비율식 도출 결과이다. 이때 중심 사

Classified Nude pattern components Size Ratio expression

Front

Waist front length 32.20 0.208 * Stature

Bust front circumference/2 21.75 Bust circumference/4 + 0.5

Interscye, front 15.20 0.694 * (Bust front circumference/2)

Neck front breadth 06.20 0.283 * (Bust front circumference/2)

Bust point-Bust point/2 07.00 0.319 * (Bust front circumference/2)

Chest front circumference/2 21.60 0.986 * (Bust front circumference/2)

Bust circumference 16.60 0.515 * Interscye, front

Axilla front-Waist height 20.20 0.627 * Interscye, front

Interscye, front-Waist height 27.60 0.857 * Interscye, front

Anterior neck height 07.30 1.172 * Neck front breadth

Back

Waist back length 38.10 0.246 * Stature

Bust back circumference/2 20.75 Bust back circumference/4 – 0.5

Interscye, back 16.80 0.804 * (Bust back circumference/2)

Neck back breadth 07.20 0.344 * (Bust back circumference/2)

Chest back circumference/2 21.60 1.033 * (Bust back circumference/2)

Bust back circumference-Waist height 16.37 0.430 * Interscye, back

Axilla back-Waist height 19.34 0.508 * Interscye, back

Interscye, back-Waist height 26.07 0.685 * Interscye, back

Cervicale height 04.10 0.569 * Neck back breadth

Both Waist circumference/4 16.25 0.742 * (Chest back circumference/2)

Table 6. Center-sized nude pattern ratio expression

Fig. 8. How to determine the back shoulder dart
amount of the developed nud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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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의 ‘가슴둘레-키’ 치수인 85-155가 적용되었다. 

각 더미별 누드 패턴을 생성 후, 이러한 비율식을 도출

해줌으로써, 방사형 체표 길이로 생성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과 동일한 비율의 사이즈별 누드 패턴을 ‘가

슴둘레-키’ 치수를 사용하여 제도할 수 있게 된다.

<Fig. 9>는 제도 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율식 제

도 순서에 맞추어 번호가 표기된 누드 패턴의 앞판, 뒤

판을 보여준다. 앞, 뒤판 제도 완성 후, 목표하는 복종

에 따라 엉덩이길이를 추가로 제도할 필요가 있을 경

우, 엉덩이길이와 엉덩이둘레를 결정하여 제도하고, 

옆선을 자연스럽게 연장하고 허리다트끝점과 허리다

트선 또한 추가로 그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엉덩이길

이와 엉덩이둘레 또한 키와 가슴둘레에 대한 비율식

으로 표현하였다.

<Fig. 10>은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한 H업

체 10대 여자 청소년 더미의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의 

비율식에 중심 사이즈 앞, 뒤 한 간격의 사이즈 구간 

‘가슴둘레-키’ 치수를 대입하여 생성한 누드 패턴의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

도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이 비율식을 갖게 됨으로

써, 인체 치수를 미지수로 가지는 파라메트릭 누드 패

턴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4. 패턴식 생성 프로그램 개발

<Fig. 1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 비율식 생성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이다. 각 업체별로 관계자가 중

심 사이즈의 가슴둘레, 키를 입력한 뒤,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생성된 누드 패턴 앞판과 뒤판의 각 구성

요소 길이 및 높이를 입력하고, ‘calculation’ 버튼을 클

릭하면 우측 화면에 앞판과 뒤판의 비율식이 각각 자

동 계산되어 표시된다. 이는 다소 번거로운 비율식 계

산 과정을 단축시켜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산출하는 출력 데이터를 이

용하여 개발된 누드 패턴은 일반적인 측정항목과는 

다른 방사형 체표 길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패턴의 

각 구성선이 그려지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법

의 원리와는 차이를 가진다. 각 더미 별 누드 패턴을 

생성 후, 이러한 비율식을 도출해줌으로써, 방사형 체

표 길이로 생성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과 동일한 비

율의 사이즈 별 누드 패턴을 ‘가슴둘레-키’ 치수를 사

용하여 제도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의 결과 데이터

인 비율식을 이용한 누드 패턴이 제도 되는 순서는 기

존의 제도법에서 구성선이 그려지는 순서를 최대한 

착안하여 패턴 제도 순서를 개발하였으며, 총 3가지

의 더미에 대한 누드 패턴을 제도하여 기존의 방식으

Fig. 10. Results of creating pattern by size using nude pattern ratio equation.

Fig. 9. Result of nude pattern using ratio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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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도한 패턴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5. 누드 패턴 제도법 검증

<Table 7>은 총 3가지 더미에 대한 각각의 비교 패

턴A와 B를 보여준다. 각 더미의 누드 패턴, 비교 패턴

A, 비교 패턴B 총 3개의 패턴이 측정항목에 대한 패턴

상의 치수와 더미의 실측과 각각 비교되었고, 오차 평

균, 오차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Table 8>–

<Table 10>과 같다. 모든 값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되었다. 비교 결과, 세 가지 더미에서 모두 누드 

패턴과 더미의 실측 간 오차 평균과 오차 표준편차가 

가장 작아 더미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누드 패턴 제도법이 더미의 체

표에 가까운 패턴을 생성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것

을 검증하였다. 두 가지의 비교 패턴은 제로 여유량을 

적용하여 제도하였음에도 주요 부위에서 마이너스 여

유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각 제도법

에서 결정되어있는 다트의 끝점 위치로 인해 발생하

는 각 구성선 수준의 다트량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의복의 앞중심선은 상반신 전, 후면

의 최대 돌출점 수준에서 B-spline 중앙을 지나며 착용

Fig. 11. Run nude pattern ratio generator screen.

Type of dummy
Pattern A 

(N's pattern)
Pattern B 

(E's pattern)

Dummy 1
(10s Women's 

dummy of 
H company)

Dummy 2
(20s Women's 

dummy of 
H company)

Dummy 3
(20s Women's 
dummy of the 

5th Size Korea) 
(KATS, 2004)

Polymerization 
of Dummy 

1, 2, 3

Table 7. Zero allowance pattern for three kinds of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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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체표를 따르는 앞길이 치수보다 패턴 상

의 앞, 뒤 중심선 길이가 더 길어야 하는데, 단촌식 제

도법의 경우 체표를 따르는 앞길이와 뒷길이를 패턴

의 수직길이 값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누드 패턴 상의 앞, 뒤 중심선의 길이는 체표를 따르는 

앞등길이보다 더 길게 생성되어, 의복 패턴으로서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로 여유량 패턴인 누드 패턴

은 사용하는 더미의 사이즈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비

율식을 갖는 기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프로덕션 패턴의 다양한 디자인에 제한 받

지 않는 기본 원형으로써, 기성복의 최종 프로덕션 패

턴의 제도식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본 틀의 

Measurements

Items
Actual 

measurement
Nude 

pattern
Pattern

A
Pattern

B

Error

Nude 
pattern

Pattern
A

Pattern
B

Bust circumference 85.00 85.62 80.70 82.16 0.62 4.30 2.84

Waist circumference 65.00 65.00 68.98 65.00 0.00 3.98 0.00

Waist front length 31.20 32.29 40.75 31.20 1.09 9.55 0.00

Waist back length 37.50 38.07 37.75 37.50 0.57 0.25 0.00

Interscye, front 15.20 15.20 16.70 15.40 0.00 1.50 0.20

Back interscye, length 16.80 16.80 18.10 16.80 0.00 1.30 0.20

Neck point to breast point 23.00 23.00 24.78 22.11 0.00 1.78 0.00

Bust point-Bust point/2 07.00 07.00 09.00 07.00 0.00 2.00 0.89

Scye depth 18.00 18.73 19.0 19.26 0.73 1.00 1.26

Side line length 19.10 19.42 19.61 18.25 0.32 0.61 0.85

Waist to bust 16.20 16.40 16.40 16.00 0.20 0.20 0.20

Mean of error 0.32 2.41 0.59

Standard deviation of error 0.38 2.73 0.87

Table 8. Three kinds of patterns of dummy 1 and the result of error between actual dummy  (Unit: cm)

Measurements

Items
Actual 

measurement
Nude 

pattern
Pattern

A
Pattern

B

Error

Nude 
pattern

Pattern
A

Pattern
B

Bust circumference 85.40 85.40 85.22 82.56 0.00 0.18 2.84

Waist circumference 67.80 68.00 67.80 67.80 0.20 0.00 0.00

Waist front length 31.00 31.59 34.10 31.00 0.59 3.10 0.00

Waist back length 37.70 38.21 39.00 37.70 0.51 1.30 0.00

Interscye, front 15.00 15.00 16.70 14.70 0.00 1.70 0.30

Back interscye, length 17.30 17.30 18.20 17.40 0.00 0.90 0.10

Neck point to breast point 23.30 23.30 24.78 21.68 0.00 1.48 1.62

Bust point-Bust point/2 07.30 07.30 09.00 07.30 0.00 1.70 0.00

Scye depth 18.70 19.10 19.00 18.76 0.40 0.30 0.06

Side line length 19.47 19.14 19.51 18.95 0.33 0.04 0.52

Waist to bust 15.40 15.79 16.87 15.90 0.39 1.47 0.50

Mean of error 0.22 1.11 0.54

Standard deviation of error 0.23 0.94 0.90

Table 9. Three kinds of patterns of dummy 2 and the result of error between actual dummy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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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된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의 비

율식에 디자인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상수 및 비율을 

추가해줌으로써, 프로덕션 패턴의 파라메트릭 제도

식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어패럴 캐드 시스템에 

입력될 알고리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

율식의 변수는 일반적인 의류 업체 사이즈 표기에 사

용되는 인체 치수만으로 구성되고, 디자인 요소는 상

수 및 비율로 표기될 경우, 입체 치수만으로 제도식이 

변형되기 때문에, 어패럴 캐드 시스템을 통한 자동 제

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프로덕션 패턴의 자동 제도식으로의 단

계적인 변형을 위한 기초 및 틀의 역할을 할 누드 패턴

의 모델로 10대 여성 더미를 활용하였다. 이는, 개발

된 본 연구의 누드 패턴을 후속연구에서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제작하여 업체에 즉각적으로 적용해보고

자, 복종 선택에 제약이 있는 교복 생산 업체를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이다. 개발된 누드 패턴은 비교적 유사

한 비율을 갖는 20대의 더미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

나, 실제로는 10대와 20대 사이에 체형적인 차이가 있

으므로 해당 연령의 다양한 체형을 분석하고 이를 반

영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한, 본 연구의 패턴 제도 방식을 검증하는 데에는 표준

체형 이외의 비표준체형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드 패턴 제도 방식이 

방사형 체표 길이를 비율식을 활용하여 제도하는 것

이므로 비표준체형에 대한 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이며, 이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제도 방식의 의의

를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실제적인 연령별 체형 및 비표준체형에 대한 

자동 제도 검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누드 패턴은 의류 업체마다 각 

중심 더미의 원형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밀착 웨어 패턴으로는 누드 패턴의 제도식이 

곧 바로 최종 프로덕션 패턴 제도식으로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가슴둘레-키’ 비율식은 각 고객층의 

최적화된 사이즈 스펙 개발과 결합된다면 기성복 시

장에서도 더 다양한 사이즈 구간의 고객에게 높은 맞

음새의 의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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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Items
Actual 

measurement
Nude 

pattern
Pattern

A
Pattern

B

Error

Nude 
pattern

Pattern
A

Pattern
B

Bust circumference 84.60 84.60 84.00 81.76 0.00 0.6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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