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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 식습관, 신체

활동 저하 등으로 인하여 성인병을 유발하거나 비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의료분야 정보

를 활용하여 피부 미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다양한 관련 측정 항목들에 대해 결합하여 표현되지 

않아서 원활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3D 스캐너와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여 사

용자의 체형을 스캔하고, 3D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BMI(Body Mass Index) 지수를 계산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지속적인 신체 변화 데이터를 비교하여 제공하므로 관리되는 내용

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U-헬스 및 미용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aging age, people's interest in healthy life is increasing. People are causing adult diseases or an 
increasing number of obese populations due to poor lifestyles, eating habits, and poor physical activity. Accordingly, skin 
beaut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using medic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 Existing 
systems have not been able to provide smooth information because they are not expressed in combination with various 
related measurement items. Th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scans the user's body shape using a 3D scanner and a skin 
care device, calculates the BMI (Body Mass Index) index using 3D image data, and allows you to view the collected data 
at a glance. Provide a service system. This will provide the user with the content managed by comparing and providing 
the continuous body change data. It is expected to be widely used in various U-health and beaut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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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중 나타나는 성인병이 복부 비

만에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며 현대인들은 성인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1,2]. 한편, IT 기술을 기반하여 IT 융합기술로 헬스 케

어 등 건강관리 기술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여 맞

춤형 시스템으로 운동 관리 및 비만 관리 등 기능을 제

공하고 있다[3-5]. 3D 인체 스캐너는 사용자들의 인체

를 측정하여 키, 몸무게, 골격 사이즈 등 데이터를 수집

하고 BMI 지수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6,7]. 이러한 기

존의 시스템들은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때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제공하지 못하고 

각 장치들의 데이터만 보인다[8-10].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사례들을 분

석하여 3D 스캐너와 피부미용기기에 기반하여 사용자 

체형을 스캔 및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자신의 체형에 대한 정보를 통합

하여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3D 스캐너와 피부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인체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기술

한다.

2.1. 시스템 구성 

3D 인체 스캐너와 피부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웹 서비스 시스템

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Amazon 웹 서비스, Node.js, Visual Studio Code, 

MySQL Work Bench, Heidisql를 이용해 시스템의 소프

트웨어를 설계하였다. 모니터링시스템은 3D 스캐너와 

피부 미용기기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기 위

해 Windows를 사용하였다. Amazon 웹 서비스를 사용

하여 데이터 처리과정 중 사용자의 개인 프로필과 스캔 

된 3D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2. 시스템 흐름도 

그림 2에 전체 시스템 처리 흐름도를 보인다. 모니터

링시스템은 3D 스캐너와 피부 미용기기를 통해 스캔하

고 측정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다. 웹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측정한 결과 값, 
3D 이미지 파일, 계산된 BMI 지수, 사용자의 3D 다각형

인 가슴, 허리, 목둘레, 다리 둘레 등의 측정된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Fig. 2 System flow diagram 

2.2.1. 데이터 수집과정 

3D 스캐너로 사용자를 스캔하여 얻는 3D 이미지 데

이터는 사용자의 키와 몸무게로 BMI지수를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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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3D 다각형 측정 항목에 포함된 가슴, 허리, 고관

절, 엉덩이, 목둘레 및 이두박근 등 3D 이미지 데이터에

서 추출한다. 이러한 추출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3은 데이터 수집과정을 나타낸다. 

Fig. 3 Data collection process

2.2.2. 데이터베이스 접근

본 논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식은 React를 생성

하고 난 후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진행한다. AWS(Amazon 
Web Services)의 데이터베이스 실행 시 고유 키 값을 제

공 받아 MySQL 서버와 연동을 진행한다. 서버 연결이 

된 후 웹 서비스에서 3D 스캐너와 피부미용기기에서 스

캔 및 측정된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4에 

과정을 보인다.

Fig. 4 Database access 

2.2.3.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7개로 구성된다. 이들 관련

도를 그림 5에 보이며 이들 설명을 표 1에 보인다. 

Ⅲ.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3D 스캐너 및 피부

미용기기에 기반하여 관리자 웹 서비스의 구현 내용 및 

데이터베이스 구현 내용을 보인다. 

Fig. 5 Database diagram
  

3.1. 시스템 구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Window10 컴퓨터를 사용하

였고 Node.js기반 Visual Studio Code로 웹 서비스를 구현

하였다. 또한 MySQL과 MySQL Work Bench, Heidisql을 

Table name DB

Franchisee A table with the merchant'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Manager
Can view and maintain information about all 
these tables.
Possible manager

Payment About service use Payment account, consent to 
personal information

User Member table that stores names, phone 
numbers, and date of birth for members

Service 
reservation

Scheduling by saving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D of the selected merchant

Body 
measurement

Date, height, weight, BMI neck circumference, 
etc. Saved body information table

Skin beauty Measurement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kin care equipment

Table. 1 Database tabl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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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였고 이러한 웹서비스

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 AWS RDS(Relational 
Database Service)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동작된다. 
구현 환경은 표 2와 같다. 그림 6에 메인 화면을 보인다. 
그림 7, 그림 8, 그림 9는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고객 

정보, 3D 스캔된 정보, 피부 미용기기 데이터의 데이터

베이스 내용을 보인다. 

H/W
CPU Intel Core i7 3.70Hz

Memory 8GHz * 2

S/W

OS Window 10

Node.js v12.18.3

MySQL v5.7.17

Heidisql 11.0.0.5

Table. 2 DB server development environment

웹 페이지의 메인의 기능으로는 메인 버튼과 회원가

입을 하는 로그인 버튼, 3D 스캐너에서 스캔 된 결과 데

이터를 볼 수 있는 3D 스캔 버튼, 피부미용기기에서 측

정 된 결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피부미용 버튼, 부가서

비스 버튼을 만들어 Q&A와 고객센터 버튼을 구현하였

다. 3D 스캔 버튼을 눌러 페이지 전환을 하였을 경우 그

림 7처럼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들의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그림 8은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스캔 된 데이터인 

가슴, 허리, 고관절, 엉덩이, 목관절, 허벅지, 키, 몸무게, 
BMI 측정 값을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제공한다. 그림 9는 

피부미용기기 사용자의 기본정보와 사용자가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았는지 기록을 보여주며 피부미용 측정 결

과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서비스 예약 기능을 제공한

다. 이러한 3D 스캐너와 피부미용기기의 측정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서비스를 제공 받았던 사용

자가 후에 방문 시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았었는지 확인

이 가능하다.

Fig. 7 Customer information

Fig. 8 3D scanner data collection

Fig. 6 Main pag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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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3D 스캐너는 사용자들의 체형을 스캔하기 위해 사용

되며 피부미용기기는 사용자의 체형관리, 피부 관리 등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들을 사용했을 경우 측정

된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3D 스캐너와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였

을 경우 측정되는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다양하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3D 스캐너와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여 스캔 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수집된 3D 이미지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3D 스캐너와 피부미용

기기 서비스 결과를 웹 서비스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장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

토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한다.

Ⅴ. 결  론

현대인들은 몸 건강을 위하여 운동기구나 피부미용

기기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체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들 중 3D 스캐너와 피부미용기기는 사용자의 

체형을 스캔하여 헬스케어 같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

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한다. 하지만 두 측정기

의 결과를 한 번에 동시에 데이터를 서비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3D 스캐너와 피

부미용기기 기반으로 인체측정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3D 스캐너

와 피부미용기기의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

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

계 및 구현하였다. 이로 인해 신체 변화에 대한 데이터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보면서 변화되는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Fig. 9 Skin beauty device data collection

Fig. 10 Skin beauty device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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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다양한 피부미용 관련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 및 다양한 3D 스

캐너와 미용기기간의 범용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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