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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체형 측정은 임상데이터 분석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체형 측정 데이터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

를유추할수있다. 체형측정은신장, 몸무게, 특정부위

의둘레/폭등을저울이나자를이용해서측정하게된다.

신장 측정방식은 다양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

한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다. 몸무게는 인바디나 신장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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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3차원 영상 기반의
체형 측정 활용

Using 3D image-based body shape Measurement to increase the 
accuracy of body shape Measurement

소지호*, 전영주**

Ji Ho So*, Young-Ju Jeon**

요 약 3차원 영상을 활용한 체형 측정 방식은 최근 3차원 측정 카메라와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기존의 3차원 영상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들로 보편화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저렴한 3D 카메라와의 보

급과 다양한 측정 방식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

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3차원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3D 카메라를 활용한 수집 장비들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 차원 카메라, 체형 측정, 3차원 영상, 인공지능, 의료기기시장

Abstract The body shape measurement method using 3D images has been widely used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3D measurement cameras and algorithms. Existing 3D imaging devices are expensive devices, 
and there is a limit to their universalization. Due to the recent spread of inexpensive 3D cameras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measurement methods, various possibilities are being shown. It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medical device market that requires accurate data collection. Various medical device 
produc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emerging, and accurate data col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to develop 
accurat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Collection equipment using 3D cameras is expected to act as a major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using 3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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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 등에 복합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신체 둘

레길이나폭의측정은아직도수동으로줄자를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3차원 스캔을통해서측정하는

기구들도 개발되어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3차원스캔의

경우 비용적인 부분이나 측정기구의 부피 등으로 인해

투자대비 효율이 높지 않아서 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줄자를 이용한 측정의 경우 계측자의 숙련

도에따라서계측의결과가차이가많이나고있다. 이는

계측하고자 하는 부위의 정확한 정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측정을 당하는 피험자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계

측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한번 측정이 이루

어지면측정의오류여부를판단할수가없다. 이에추후

에다른부위의정보를얻기위해서는다시재측정을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체형측정을위해서는주로둘레길이를사용하게되는

데이는특정부위의둘레길이로건강과상관된관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레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측정위치의 수평이 중요하고 신체특징상 굴곡

이 심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장력을 이용해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측정자의 숙련도와 상관

관계가 있고 측정 시 피험자의 복장이나 부위와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측정의 오류를 야기하고

정확한 데이터 취득에 큰 오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이유등으로 3차원영상을통한신체측정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Ⅱ. 이론고찰

3차원 영상을 통한 측정방식은 3D 카메라 산업의 발

달로 인해서 최근 다양한 기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

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저렴한 가격의 3차원

측정기구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신체계측에서 둘레길

이의경우단면이아니라 3차원형태로전체적인측정이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D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

치해서 측정하는 방식과 신체측정 피험자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 모두 장비의 측정공간

의부피가전반적으로크게차지한다. 이는 3D 카메라를

이용한 측정방식의 특징상 피험자와 3D 카메라간의 거

리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측정 피험자를 회전시키는 경

우회전할수있는반경을확보해야한다. 측정기구의설

치 부피는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비용과 함께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상용화된 3차원전신영상스캔장

비의 모습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설치하는 장

소의부피가매우크고, 장비의개수도많아서큰비용이

소모되게 된다. 그림1은 신체를 3차원으로

그림 1. 3D body scanner ‘Medi CUBE’
Figure 1. 3D body scanner ‘Medi CUBE’

그림 2. DSLR 128대를 이용한 3D 스캔 스튜디오
Figure 1. 3D scan studio

3차원체형측정의경우측정을위한정확한부위를특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신체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

기가어렵기때문이다. 예를들면머리와목부분은누구

나명확하게구분할수있다. 하지만목의시작과끝부분

을명확하게구분하기란해부학적인지식과근거가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보는 모습만으로 쉽지 않다. 머리와

목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도 어느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부부위는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로 나뉘는데

이는 겉모습만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

리고 허리의 경우 사람마다 명확하게 구분 짖기가 쉽지

않다. 이런부분을 3차원영상으로측정하게된다면보다

명확한기준을적용할수있고추후검증이나변경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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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다.

3차원측정의경우고려해야할부분이측정장비의설

치부피인데 이는 측정위치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을 측정하거나 보다 넓은 부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주요부위를특정할수있고 3D 카메라

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조작

을한다면측정기구의설치부피도줄어들수있을것으

로 보인다.

Ⅲ. 연구결과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체형측정을 실시한 결과 실측

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광

원과 측정 표면의 재질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은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를 실측과 비교한 화면이다.

그림 3. 3D 체형 측정
Figure 3. 3D body shape measurement

3D 카메라를이용한체형측정방식은기존의줄자를

이용한측정방식에비해서정확한결과를도출할수있

으며 row data를 저장하기때문에측정부위에대한논란

이나 검증을 추 후 에 진행할 수 있다.

Ⅳ. 논의

3차원 체형측정 장비들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장

비들의 보급이 보편화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정확한

측정을 요하는 임상시험에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

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

야는 인공지능 분야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치

료방법의 발견이나 진료, 진단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

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양질의 분석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로 인

해서 영상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

다. 영상 데이터들은 분석을 반복해서 할 수 있고 분석

알고리즘이 발달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정 후 영상으로 남지 않는 데이터들은 예를

들면 혈액이나 체형 측정 같은 텍스트로 저장되는 데이

터들은 재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미 정형화된 데이터로 한 번 분석

에 활용되고 다면 다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체형 측

정 데이터의 경우 영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남기게 되

면 추 후 반복해서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분

석 알고리즘 개발로 인해서 재분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3차원 체형 측정 방식은 여러 임상연구에 지대한 영

향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하고 편리한 측정 방식

은 대량의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3차원 체형측정 장비들을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설치 공간의 제약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3D 카메

라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체형 측정 시스템의 불편했

던 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확한 체형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데 대량

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 시스템의 성능에도 좋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D 스캔의 경량화와 보급화는 사용자로 하여

금 접근하기 쉽게 하고 이는 바로 다양한 활용성을 가

지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특수한 분야에서만 사용하던

3차원 영상장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게 되고 그

로인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콘텐츠와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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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장의 확장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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