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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the concept of a Medical Digital Twin 
(MDT) that can predict and analyze medical diseases using 
computer simulations and introduce a dynamic virtual body 
capture system to create it. The MDT is a technology that 
creates a 3D digital virtual human body by reflecting 
individual medical and biometric information. The virtual 
human body is composed of a static virtual human body 
that reflects an individual's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and a dynamic virtual human body that reflects his motion. 
Especially we describe an early version of the dynamic 
virtual body capture system that enables continuous 
simulat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s.

Keywords : Medical digital twin, Musculoskeletal knee 

disease, Dynamic virtual body capture, Human pose estimation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고 있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 
[1] 조사에 따르면 65세의 고령 인구가 2017년에는 707
만 명에서 20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20.3%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 진

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 기준 

만성질환 진료 인원 중 고혈압이 34.9%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이 27.2%로서 그 뒤를 이었다[2].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생산성 저하, 병가 증가 및 노동력 상실 등의 사

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써 예방과 해소가 시급

한 실정이다. 최근,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

레이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이라는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3-4]. 제조업, 국가 인프

라, 도시 계획, 교통,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리적인 세계의 유지 비

용을 예측하여 최적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많은 이점을 줄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측 및 분석 연구와 디

지털 트윈 기술을 혼합한 메디컬 디지털 트윈 (Medical 
Digital Twin, MDT)이라는 기술을 제시하고, 이를 생성

하기 위한 동적 가상 인체 획득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자 한다. 

Ⅱ. 메디컬 디지털 트윈

메디컬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

환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예측

해 볼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의료 정보와 생체 정보를 반

영한 디지털 3차원 가상 인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가상 

인체는 사용자의 내 외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적 가상 

인체와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가상 인

체로 구성된다. 정적 가상 인체는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 

정보(anatomical structure information)[5][6]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고 동적 가상 인체는 동역학 데이터 

(dynamic data)를 획득하여 정적 가상 인체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2가지 형태의 가상 인체 정보를 기반으로 동

역학 및 유한 요소 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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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시뮬레이션 방법들을 통하여 신체 변화 예측이나 

질환 분석을 쉽게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 

의료 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과 사용자의 동

작 데이터를 획득하여 메디컬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질환들을 지

능적으로 예측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개념을 말한다. 그림 1은 메디컬 디지털 트윈 기술

의 개념도이다. 
정적 가상 인체는 (1)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 

nance Imaging, MRI),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 및 엑스레이 영상(X-ray)과 같은 의료 

영상 데이터, (2) 건강 검진 결과, 성별, 나이, 몸무게, 체
질량 및 운동량과 같은 건강 수치 데이터와 (3) 표준 체형 

치수 정보를 이용한다. 반면, 동적 가상 인체는 광학식 센

서 (optical sensor), 압력 영상 (pressure sensor) 및 자이

로 센서(gyro sensor)를 결합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역학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한다. 그림 2는 메디컬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기 위한 정적 및 동적 가상 인체 정보 획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의료 데이터들을 통하여 

정적 가상 인체를 생성[5]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한다.

Ⅲ. 동적 가상 인체 획득 시스템

동적 가상 인체의 동역학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수의 4종 센서들을 사용한다. 본 동적 가상 인체 획득 

시스템은 각 8대의 광학 센서, 4대의 비전 센서, 1개의 

바닥 압력 센서, 그리고 7개의 관성 측정 센서로 구성된

다. 각 다수의 센서는 서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원본 영

상 형태로 저장한다. 그림 3은 동적 가상 인체 획득 시스

템의 구성도이다.

Fig. 3 The dynamic virtual body capture system.

광학 센서, 비전 센서 및 관성 측정 센서는 각기 전신 

관절의 3차원 정보, 컬러/깊이 영상 데이터, 그리고 관절

의 회전/가속 정보를 획득하며 바닥 압력 센서는 동작 

시의 지면 반력(Ground Reaction Force, GRF) 영상 데

이터를 획득한다. 그림 4는 동적 가상 인체 획득 시스템

으로부터 얻어진 비전 영상, 압력 영상과 관성 측정 데

이터 획득 결과를 보여준다. 

Fig. 1 The concept of the Medical Digital Twin.

Fig. 2 The static and dynamic virtual body acquisition 
process to create a medical digital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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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 types of data captured from the dynamic 
virtual body capture system. (a) Color images from four 
vision cameras. (b) Pressure sensor images. (c) IMU data.

특히, 비전 센서 기반의 전신 관절 추정 성능을 높이

기 위해 깊이와 컬러 영상을 융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깊이 영상 기반의 포즈 추정 알고리즘

[8][9]이 정확한 3차원 관절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가려짐(occlusion)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제

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컬러 영상 기반의 확률적 포즈 

위치 검출 방법은 가려진 상황에서도 상당히 나은 결과

를 제공한다. 따라서 깊이 입력 영상에는 이진 회귀 트리

(binary regression tree) 기반의 지오데식 경로(geodesic 
path)를 추적하는 계층적 포즈 탐색 방법[9] 과 컬러 입

력 영상에는 중첩 컨볼류션 뉴럴 네트워크(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학습 기반의 확률적 포즈 위치 

검출 방법[10]을 융합하여 포즈를 재정의 (pose refinement) 
하였다. 계층적 포즈 탐색이 실패할 경우, 확률적 포즈 

위치 검출을 사용하여 관절 위치를 찾도록 하였다. 관절 

검출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렴 에러값 (Convergence error value)을 설정

하였고, 그 값보다 크다면 관절 추정에 실패했다고 판단

했다. 그림 5는 컬러와 깊이 영상 융합 기반의 전신 관절 

추정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Ⅳ. 테스트

Fig. 6 The motions related to musculoskeletal knee disease. 
From left to right, (a) lifting one foot and bending the 
other knee. (b) mini lunge. (c) mini lunge with moving 
the knee from side to side. (d) general walking. (e) 
climbing stairs.

동적 가상 인체 획득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적 인체 생성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근골격 무릎 질환 및 예방과 관련한 

동작들을 획득하여 간단한 무릎 질환 분석을 해 보았다. 획
득한 동작들은 (1) 한발 들고 무릎 구부리기, (2) 미니 런지, 
(3) 미니 런지하여 무릎 양옆으로 움직이기, (4) 일반 보행, 
(5) 계단 오르기이다. 추가로, 비전 기반 전신 관절 추정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해 가려짐이 많이 발생하는 운동 동작들

(런지, 하프버피, 클램쉘, 트렁크)을 테스트하였다. 그림 6
은 근골격 무릎 질환과 관련하여 획득한 동작들이다.

Fig. 7 Examples of full body pose estimation results.

그림 7은 근골격 관련 동작들과 가려짐이 많은 운동 

동작들의 전신 관절 추정 결과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결과 영상을 보면 근골격에 관련한 동작들뿐만 

아니라 가려짐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동작들에서도 좋

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미니 런지 동작을 이용하여 켈그렌-로렌스

(Keelgren-Lawrence, KL) 체계에 따라 무릎 질환 정도

를 분석한 테스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본 테스트 예

시에서는 미니 런지 수행 시 엉덩관절 각과 무릎 관절 

내반슬 정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엉덩관

절 각에서는 –21도와 무릎 관절 내반슬 정도에서는 0
도 및–21도에서 변화량을 살펴보았을 때 대상자 사이

의 질환 단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후 다

양한 동작들을 이용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Fig. 5 The full body pose estimation process based on 
depth and colo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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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Example of test results to analyze musculoskeletal 
knee disease.

Ⅴ. 결론 및 추후 연구

본 논문은 의료 질환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메디

컬 디지털 트윈을 제시하고 개인의 동적 움직임을 반영

하는 초기 버전의 동적 가상 인체 획득 시스템을 소개하

였다. 메디컬 디지털 트윈은 개인의 의료 정보와 생체 

정보를 반영하여 3차원 디지털 가상 인체를 만들고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질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술

이다. 특히 가상 인체 생성에 동적 움직임 반영이 중요

한데 다수의 이종 센서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획득하여 질환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추후 연구로는 현

재의 값비싼 광학 마커 기반의 획득 장비를 제거하고 비

전과 관성 측정 장치로 정확하게 다양한 동작을 획득 할 

수 있는 메디컬 디지털 트윈 기반 저비용 동적 가상 인

체 획득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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