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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emplate model registration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in ergonomic product
design.
Background: The original 3D scan data of the human bo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its applicability due to lacking quality of mesh (e.g., missed scan areas and
noise) and inconsistent postures between participants. Template model registration
technologies are used to complement the lacking quality of raw 3D scan data in
anthropometric research and ergonomic product design.
Metho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66 papers, which were selected by
screening titles and abstracts of papers searched by keywords including template
model, template matching, and template registration within ergonomics and computer
graphics domains in Scopus.
Results: A human template model generally consists of five elements: (1) point-cloud
and mesh, (2) reference points, (3) skeletal structure of the body, (4) body segment,
and (5) skin deformation characteristics. The template model is matched to a target
image with a particular size, shape, and posture using a template model registration
technology.
Conclusion: The template model registration technology has a great potential in its
applicability to ergonomic design and evaluation of products for a comfortable fit
to the human body.
Application: The template model registration technology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establishment of parameterized 3D human body database, automatic
measurement of body sizes, analysis of the variation of body shapes, predictive
analysis of the body posture, and customized design of a product.
Keywords: Digital human model, 3D body scan, Template model registration, 3D
anthropometry, Ergonomic produ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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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템플릿 모델 정합(template model registration)은 크기와 형상이 서로 다른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의 mesh 구조를 동일하게 함으
로써 이미지들을 인체측정학적 분석 및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 기술이다.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Size Korea(약 11,000명; KATS 2004, 2010), Civilian American and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CAESAR; 약 4,500명; Robinette et al., 2002), 그리고 US Army 2013 Anthropometric Survey(ANSUR II; 약 6,000명; Gordon et
al., 2014) 등과 같은 대규모 인체 측정 사업을 통해 수집되어 왔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의 가
공 및 분석을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Lee et al., 2018a; Lee et al., 2016). 또한 원본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은 점
군(point-cloud)의 개수와 mesh의 구성이 서로 달라 사람 간의 3차원 스캔 이미지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템플릿 모델을 이
용하면 이들 원본 이미지들의 데이터의 내용(점군 및 mesh의 구성)이 동일하게 가공되기 때문에(Figure 1),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더라
도 통계적 처리나 복잡한 컴퓨팅 기술(예: 기계학습)을 통한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템플릿 모델은 방대한 양의 3차
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의 인체 측정 및 분석(Tsoli et al., 2014), 형상 차이 분석(Ball et al., 2010; Lee et al., 2017a; Luximon et al., 2012;
Zhuang et al., 2013), 그리고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및 평가(Baek and Lee, 2012; 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Luximon et al.,
2016)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분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템플릿 모델 정합은 방대한 양의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로부터 인체 치수를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3차원 스캔 된 인체 이미지를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를 위해 필요한 치수 측정 및 형상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에
미 측정된 구멍 부위를 메우고(hole filling),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surface smoothing), mesh 구조를 정제하고(mesh refinement), 인
체 참조점(landmark)을 표시하는 등의 후처리(post-processing) 작업이 필요하다(Lee et al., 2015; Lee et al., 2016). 반면, 템플릿 모델 정
합을 이용하면, 원본 3차원 스캔 이미지에 템플릿 이미지를 정합시키는 과정에서 대상 이미지의 구멍을 메우거나 표면을 정리하는 등
의 후처리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Allen et al., 2003; Ballester et al., 2014; Hirshberg et al., 2012; Yang et al., 2014). 또한,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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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인체 참조점들을 자동으로 표시하거나 인체 부위들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도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Ballester et al., 2016; Tsoli et al., 2014). 템플릿 모델 정합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 후처리를 통해 방대한 양의 3차원 인체 스캔 데
이터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인체 치수들을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템플릿 모델 정합은 특정 인구 집단의 다양한 크기와 형상 특성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디지털 인체 모델(digital human model,
DHM)의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독일 Max Planck Institute의 Perceiving Systems 연구실에서는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을 이용한 다양
한 인체 형상을 수학적 모델로 형상화한 DHM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Bogo et al., 2014; Breidt et al., 2016; Guan et al., 2012;
Loper et al., 2014; Loper et al., 2015; Pons-Moll et al., 2015). 예를 들어, Guan et al. (2012)는 DRessing Any PErson (DRAPE)라는 DHM을
개발하여 개개인의 인체 크기 및 형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의복의 설계 패턴 제작에 사용하였다. Pons-Moll et al. (2015)는 4차원 스캔
기술(또는 temporal 3차원 스캔 기술이라고도 함)을 활용하여 인체 동작 뿐 아니라 호흡으로 인한 몸통 형상 변화와 같은 세밀한 인
체 움직임까지도 사실적으로 모델링 한 DHM인 Dyna를 소개하였다. University of Michig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UMTRI)의
Reed et al. (2014)은 DHM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JackTM (Siemens PLM Software, Plano, TX, USA)의 인체 모델에 Kinect (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WA, USA)와 같은 심도 카메라에서 촬영된 저해상도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를 정합하는 statistical body shape
model (SBSM) 방법을 개발하였다. Jack의 인체 모델에 정합된 인체 스캔 이미지는 Jack의 모델이 보유하고 있는 관절 구조를 이용하
여 그 자세가 변경될 수 있다. Reed et al. (2014)은 Jack의 인체 모델을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3차원 스캔한 인체를 자동차 운전 자세
로 변경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운전석 착좌 자세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Instituto de Biomecnica de Valencia (IBV)는 EuroFit
연구(Ballester et al., 2016)를 통해 서로 다른 자세(예: 팔과 다리 벌림 각도의 차이가 상이함)로 스캔 된 3차원 인체 데이터들로부터 인
체측정학적 크기 및 형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스캔 된 인체 이미지들을 템플릿 모델에 정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세를 하
나의 대표 자세로 통일하였다(Ballester et al., 2014).
본 연구는 인체측정학적 분석 및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템플릿 모델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고 인
간공학 연구에 있어서의 템플릿 모델의 적용 방향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template model, template matching, 그리고 template
registration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된 인간공학 및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논문들 중 (1) 템플릿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 및 템플
릿 모델 정합에 적용된 기술, (2) 인체 치수 및 형상 특성 분석, (3) 통계학적 DHM 개발, 그리고 (4) 인간공학 제품 설계 측면에서 템
플릿 모델의 유용성 및 적용성을 고찰하였다.

2. State-of-the-Art: Components of Template Model
템플릿 모델은 일반적으로 (1) 점군(point-cloud) 및 mesh, (2) 참조점(reference point), (3) 골격 구조(skeletal structure), (4) 인체 분절
(body segment), 그리고 (5) 체표 변형 특성(skin deformation characteristics) 등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템플릿 모델을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에 정합함으로써 생성된 결과물을 템플릿에 정합된 이미지(template-registered image)라고 정의한다.

2.1 Point-clouds and meshes
점군과 mesh는 3차원 스캔 된 인체의 표면(surface)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3차원 스캔 이미지의 형상은 점군 데이터를 그물망처럼 연
결한 mesh로서 표현된다. 3차원 스캐닝 기술은 스캔 대상의 표면을 무수한 3차원 좌표들인 점군 데이터 형식으로 수집한다. 점군을
구성하는 각 점들은 vertex 또는 node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3차원 스캔 된 원본 이미지의 표면 형상은 수집된 점군 데이터들 중 인
접한 3개의 좌표들을 연결하여 형성된 다수의 삼각 mesh로서 표현된다. 좌표 간의 간격이 좁아 점군의 수 및 점들을 연결하는 삼각
mesh의 수가 많은 고해상도의 3차원 스캔 이미지는 형상이 정교하지만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이터(점군의 좌표 목록, mesh 구성 목록)
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처리(processing)하는 데 소요되는 계산 시간이 길다(Allen et al., 2003). 4,500명의 CAESAR 3차원 스캔
데이터의 크기를 분석해보면, 평균 점군의 수는 약 133,000개이고 평균 mesh의 수는 약 260,000개이다. 인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의 3차원 형상을 구성하는 점군의 숫자는 약 98,000개이고 삼각 mesh의 수는 약 190,000개이며, 인체 크기가 큰 사람의 점군의
숫자는 약 230,000개이고 삼각 mesh의 수는 약 450,000개이다(Lee et al., 2019b).
템플릿 모델은 인체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점군과 삼각(triangular) mesh로 구성되며,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에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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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차원 스캔 된 원본 데이터는 스캔 대상 인체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점군의 개수와 mesh의 구성이
서로 다른데, 템플릿 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스캔 된 인체마다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mesh 구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Ballester
et al., 2014; Lee et al., 2017b). 서로 다른 인체 형상을 구성하는 mesh 구조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평균 형상을 얻거나 형상의 차이
(difference) 및 변화 정도(variation)를 분석할 수 있다. 템플릿 모델을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에 정합하는 기술 및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들 및 사례들은 본 논문의 3장에 소개하고 있다. 템플릿 모델을 이용하는 다른 목적은 데이터의 양을
축소시켜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Allen et al., 2003). 점군을 이루는 좌표의 수가 많고
mesh의 크기가 작을수록 처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템플릿 모델은 인체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최
적의 mesh 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CAESAR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4,330명의 원본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의 총 데이
터 크기는 48GB 정도인데, 이 원본 이미지에 Pishchulin et al. (2017)가 제시한 템플릿(6,449개의 점군과 12,894개 mesh로 구성)으로 정
합하면 데이터 용량을 0.36GB 정도(원본의 0.75% 수준)로 낮출 수 있다.

2.2 Reference points
참조점(reference point)은 인체 측정 및 자세 분석 등을 위해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 및 템플릿 모델 상에 표시되는 좌표이다. 인체측
정학적 참조점(anthropometric landmark)은 인체의 길이, 너비, 두께, 둘레 등과 같은 인체 치수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CAESAR 데이터는 전신에 74개 인체측정학적 참조점들을 정의하고 있다(Robinette et al., 2002) (Figure 2.a). 인체측정학적 참조점은 템
플릿 모델을 대상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에 정합할 때 상호 동일한 인체 부위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Xi and Shu, 2009).
Liang et al. (2013)과 Tsoli et al. (2014)은 인체측정학적 참조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대상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에 템플릿 모델을 정
합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는데, 정합을 통해 템플릿 모델에 정의되어 있는 참조점들이 대상 이미지의 해당 인체 부위에 추정 표기된다.
따라서,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에 인체측정학적 참조점들을 표기하지 않고도 템플릿 모델 정합을 통해 대상 이미지의 인체 치수들
을 추정할 수 있다(Liu et al., 2017). 인체측정학적 참조점 외에도 설계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설계 관련 참조점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운전석 설계를 위해 템플릿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착좌 자세 분석을 위해 hip reference point와 design eye
point가 참조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Anguelov et al. (2005)와 Loper et al. (2014)는 동작 템플릿 모델을 동작 분석과 연결시켜 자세와 동
작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작 분석에 사용되는 반사 마커(reflective marker)들의 위치를 템플릿 모델의 참조점으로 사용하였다(Figure 2.b).

(a) Example of landmarks stored in Civilian American and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CAESAR) database

(b) Usage of 47 motion capture markers (yellow dots) as
reference points of template model (Loper et al., 2014)

Figure 2. Landmark and reference points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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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keletal structure
템플릿 모델의 자세 변형을 위해서는 인체 골격 구조(skeletal structure)가 활용된다. 골격 구조는 인체의 주요 관절 위치들을 계층적으
로 연결함으로써 생성된다(Ballester et al., 2014; Loper et al., 2015).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제 인체 골격 구조에 비
해 단순화된 골격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골격 구조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포함된 세부 관절들을 포함하지 않고 손이
나 발을 인체의 한 점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척추는 여러 개의 등뼈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 템플릿 모델들은 골반과 목 사이에
1~2개 정도의 관절만을 두는 것으로 골격 구조를 단순화하고 있다. Zhu et al. (2013)는 좌우 어깨 관절과 고관절만을 사용하여 템플릿
모델을 대상 이미지에 정합할 때 팔다리 벌림 각도를 조절하였다. Ballester et al. (2014)는 보다 세부적인 자세 변형을 위해 18개의 관
절을 사용하고 있으며(Figure 3.a), Loper et al. (2015)이 제안한 Skinned Multi-Person Linear (SMPL) 모델은 인체 연속적인 동작을 자연
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4개의 관절들을 사용하고 있다(Figure 3.b). 템플릿 모델이 대상 이미지에 정합될 때, 템플릿 모델에
정의된 관절도 함께 정합되어 대상 이미지의 내의 대략적인 관절 위치를 추정한다. 정합되는 대상에 골격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위치
시키기 위하여 Loper et al. (2015)은 3dMD 사의 4차원 스캐너를 이용해 움직이는 대상(n = 20)의 3차원 형상을 초당 60회의 frame
rate의 속도로 스캐닝하고, 각 frame에서의 3차원 형상에 템플릿 모델을 정합하였다. 그리고 인체 크기별 동작에 따른 관절 부위 형상
변화를 기계학습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인체 크기와 형상이 다양한 사람의 3차원 스캔 데이터에 템플릿 모델이 정합될 때 골격 구조
가 위치되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Reed et al. (2014)은 Jack에서 제공하는 인체 모델을 템플릿 모델로서 이용하였
기 때문에, 대상 이미지에 Jack의 인체 모델을 정합한 후 Jack에 정의되어 있는 70개의 세부적인 관절들을 모두 이용하여 대상 이미
지의 자세를 변경할 수 있었다(Figure 3.c).

(a) 18 joints (Ballester
et al., 2014)

(b) 24 joints (presented as white dots) and
24 body segments (Loper et al., 2015)

(c) Registration of four women in different posture
to Siemens Jack model (Reed et al., 2014)

Figure 3. Joints and skeletal structures in template models (illustrated)

2.4 Body segment
인체 분절(body segment)는 템플릿 모델의 자세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관절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Zhu et al. (2013)은 좌우 어
깨 관절과 고관절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 분절은 몸통, 좌우 팔, 좌우 다리의 5개로 구분되고 있다(Figure 4.a). Loper et al. (2015)
가 제안한 SMPL은 24개의 관절들을 이용하여 24개의 인체 분절을 구분하고 있다(Figure 3.b). Reed et al. (2014)는 Jack의 인체 모델을
템플릿 모델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Jack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71개의 세부 인체 관절 구조들을 이용하여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의
자세 변형 시 실제 인체의 자세 변형과 유사하게 할 수 있었다(Figure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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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 body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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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emens Jack model having 71 body segments

Figure 4. Body segments in template models (illustrated)

2.5 Skin deformation characteristics
자세 변형에 따른 체표 변형(skin deformation)을 템플릿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템플릿 모델을 구성하는 점(vertex)들에 변형 계수
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의 자세를 변형하고자 특정 관절의 각도가 조절될 때, 점들의 위치가 변형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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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변함으로써 자세 변환 시 인체 모델의 형상 변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Jacobson et al., 2014; Loper et al., 2015; Pishchulin
et al., 2017). 기존 연구들은 자연스러운 체표 변형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Loper et al. (2015)는 다양한 인체 자
세에서의 관절 부위 형상들을 3차원 스캐닝을 통해 측정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자세에 따른 관절 부위 형상의 변화 정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linear blend skinning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SMPL에 적용하였다. Lee et al. (2017a)은 Jacobson et al. (2014)이 개발한 bounded
biharmonic weight (BBW)라는 체표 변형 방법을 적용하여, 템플릿 모델을 대상 이미지에 정합될 때 템플릿 모델의 참조점 주변의 mesh
들이 대상 이미지의 동일 참조점 주변의 형상에 대략적으로 일치되도록 체표 변형을 한 후에 형상을 정합하였다. 이를 통해 Figure 5
와 같이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 간의 mesh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들 들어, 코 끝을 구성하는 삼각 mesh는 모든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에서 동일하게 코 끝에 위치한다.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 간에는 인체 부위를 구성하는 mesh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인체 부위를 구성하는 mesh들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형상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Lee et al., 2019b). 예를
들어, 코를 구성하는 삼각 mesh들의 좌표 정보들을 활용하면 사람들 간에 코의 크기와 형상의 변동성(variation)를 알 수 있다.

3. Template Model Registration
3.1 Template registration process
템플릿 모델을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에 정합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1) 크기 조정, (2) 자세 조절, (3) global registration, (4) local
optimization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첫째, 크기 조정 단계에서는 대상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의 인체 크기(예: 신장, 팔 길이, 다리 길
이 등)에 맞도록 템플릿 모델의 크기가 조정된다. 둘째, 템플릿 모델이 대상 3차원 스캔 이미지의 자세와 유사하도록 관절 및 골격 구
조가 조절된다. 예를 들어, Ballester et al. (2014)는 다양한 스캔 자세(예: T pose, A pose, Y pose)에서 스캔 된 이미지들의 다리 벌림 및
팔 벌림 각도를 동일하게 한 후 인체 크기를 측정하였다. 셋째, 템플릿 모델의 크기, 형상, 그리고 자세가 대략적으로 대상 이미지에 맞
춰진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형상을 정합시키는 local optimization이 수행된다. 일부 연구들(Allen et al., 2003; Ballester et al., 2014; Shu
et al., 2015; Xi and Shu, 2009; Zhuang et al., 2013)은 일부 점군을 생략한 저해상도의 템플릿 모델을 대상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의 크
기와 형상에 대략적으로 맞춘(global registration) 후, 생략된 좌표들을 다시 포함하는 고해상도의 템플릿 모델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형
상을 정합하는(local optimization) 다중해상도(multi-resolution) 템플릿 모델 정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템플릿 모델의 형상을 변형시켜
가며 정합하는 것을 non-rigid registration이라고 한다(Allen et al., 2003; Amberg et al., 2007).
템플릿 모델 정합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mesh가 후처리(post-processing)될 수 있다. 3차원 스캐닝 중에 가려지는 부분(예: 다리 사이, 겨
드랑이 부위, 발바닥 부위 등)이나 귀나 손가락 등과 같이 얇거나 좁거나 작은 부위는 스캔 되지 않기도 하며, 스캔 부위가 울퉁불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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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스캔 되거나 noise가 스캔 되기도 한다(Lee et al., 2018a; Lee et al., 2017c).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에서 인체 크기 또는 형상을 분
석하거나 데이터를 제품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mesh의 후처리가 필수적인데, Lee et al. (2018a)은 2,300명의 CAESAR 머리 데이터
를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후처리(예: 헤어스타일 제거)하였는데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예: 2,300명 후처리에 260시간 소요).
한편, 템플릿 모델 정합에서는 정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템플릿이 스캔 되지 않은 부위를 채워주거나(Figure 6) 요철이 심하게 스캔
된 부위를 단순화(smoothing)함으로써 수작업으로 하는 것과 유사한 후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Allen et al., 2003).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이나 저해상도 심도 카메라(예: Kinect)로 촬영된 3차원 스캔 이미지에
템플릿 모델을 실시간으로 정합하는 연구도 소개되고 있다(Ballester et al., 2016; Bogo et al., 2016; Hesse et al., 2018; Tong et al., 2012;
von Marcard et al., 2018; Zhang and Miao, 2008; Zhu et al., 2013).

3.2 Template registration methods
템플릿 모델 정합은 인체의 정합 외에도 의료영상 분석이나 지형 또는 건축물의 부분적인 3차원 형상들을 연결시키는 등에도 활용
되며,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었다(Biber and Strasser, 2003; Das et al., 2013; Dey et al., 2015; Golyanik et al., 2016; Johnson and
Christensen, 2001).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템플릿 모델 정합에 주로 활용된 (1) iterative closest point (ICP) 방법 그리고 (2) 아핀 변환
(affine transformation)을 이용하는 최적화 방법 두 가지 대표적인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Besl and McKay (1992)에 의해 처음
제안된 ICP 방법은 템플릿 모델을 구성하는 각 점과, 해당 점들과 matching이 되는 대상 이미지의 점들 간의 Euclidean 거리를 최소화
하는 아핀 변환을 반복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수행된다. ICP 방법은 템플릿 모델과 대상 이미지가 대략적으로 정렬(alignment)되어 있을
경우에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며(Zhang, 1994), 템플릿 모델과 대상 이미지 간의 형태나 크기 차이가 정합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체의 템플릿 모델 정합에서는 non-rigid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템플릿 모델의 크기와 형상을 정의하
는 각 mesh의 구조적 강직성(rigidity)을 낮추고 유연성(flexibility)을 높여 템플릿의 형상 변형을 허용하면서 템플릿을 대상 이미지에 정
합시키는 방법이다. Lee et al. (2017a)은 얼굴을 구성하는 참조점들을 기반으로 대상 이미지를 템플릿 모델에 정렬하고 크기를 대략적
으로 조절(global registration)한 후, non-rigid ICP 방법을 사용하여서 세부적인 형상을 정합(local optimization)하였다. 둘째, Allen et al.
(2003)은 아핀 변환을 이용하여 템플릿 모델의 점군을 대상 이미지로 정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방법은 먼저 대상 이미지와 템
플릿 모델 간의 상호 부합하는 점을 찾는 correlated correspondence 기법(CC algorithm)을 이용하여 대상 이미지의 점군 수를 템플릿
모델의 수와 같도록 만든 후, 대상 이미지와 템플릿 모델의 점군 간에 pair를 정의한다. 그리고 quasi-Newtonian solver를 이용한 최적
화를 통해 (1) 점군 쌍 간의 거리 차이, (2) 인체 참조점 쌍 간의 거리 차이, 그리고 (3) 아핀 변환에 의해 점들이 변화된 정도를 동시
에 최소화하며 정합한다. 본 방법은 CAESAR data의 인체 측정 참조점들을 사용하여 대상 이미지들의 초기 자세를 대략적으로 정렬하
는 global registration을 수행한 후,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local optimization을 수행하였다. 템플릿 모델과 대상 이미지 간의 형태적인
차이에 대한 최소화뿐 아니라 정합되는 템플릿 모델의 표면의 매끄러움 정도(smoothness)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템플릿 모델의 정
합 과정에서 대상 이미지의 표면이 부드럽게 되며 스캔 되지 않은 부위들이 자연스럽게 매워지는(hole-filling) 결과를 낸다. Anguelov
et al. (2005)은 Allen et al. (2003)의 방법을 응용하되 템플릿 모델과 대상 이미지 간의 초기 정렬 시 인체 참조점들을 직접 입력하지 않
고 템플릿 모델과 대상 이미지 간 유사 인체 부위에 참조점 쌍을 자동으로 찾는 방법을 이용한 Shape Completion and Animation of
PEople (SCAPE)를 제시하였다. SCAPE에서는 한 사람의 다양한 자세에 대한 3차원 스캔 이미지들로부터 확보된 자세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Allen et al. (2003)이 제시한 CC algorithm을 개선하여 서로 다른 자세에서도 인체 부위를 구성하는 점군 쌍을 자동
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SCAPE는 형상뿐 아니라 자세가 상당히 다른 대상 이미지에도 템플릿 모델이 정합될 수 있고, 정합된 템
플릿 모델의 자세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Baek and Lee (2012)와 Pishchulin et al. (2017) 등 다수의 연구가 Allen et al.
(2003)의 방법을 응용하여 템플릿 모델 정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 Applications of Template Model
4.1 Establishment of parameterized 3D body scan database
템플릿 모델 정합을 통해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인체 이미지들이 모수화(parameterization)될 수 있다. 템플릿 정합
된 이미지는 동일한 점군 수, mesh 수, 그리고 mesh 구조를 가진다(Allen et al., 2003; Baek and Lee, 2012; Ben Azouz et al., 2006; 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Tsoli et al., 2014; Xi and Shu, 2009). 그렇게 되면 한 인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특정 mesh는 데이터베이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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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인체 이미지들의 동일한 특정 부위에 위치하게 된다(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따라서 서로 다른 인체 이미지들을 구
성하는 동일한 mesh들 간의 상관관계가 수학적 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Allen et al., 2003; Lee et al., 2017a; Loper et al., 2015; Pishchulin
et al., 2017; Tsoli et al., 2014). 이처럼 수학적으로 모델링 된 3차원 인체 모델은 인체 이미지들 간의 형상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거
나(4.3장 참조) 인체 모델을 특정 캐릭터로 변형하고 동작을 적용하여 컴퓨터 애니메이션(4.4장 및 4.5장 참조)에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점군 및 mesh를 가진다. 예를 들어, CAESAR에서 입수한 4,300명의
원본의 전신 스캔 이미지들의 파일 용량은 총 48GB이지만, Pishchulin et al. (2017)이 템플릿 정합을 통해 제시한 결과 이미지들의 파
일 용량은 0.36GB로 99.25% 감소되었다.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인체 측정 및 형상 분석 시 계산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제
품의 가상 착용(virtual fitting) 분석이나 형상 시각화 등의 계산에 용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RAPE (Guan et al., 2012)는 실시간으로
의복 패턴을 설계하고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에 가상 착용한 후 다양한 동작을 적용하며 착용성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Lee et al. (2020)
는 템플릿 정합된 얼굴에 산소 마스크 및 virtual reality (VR) 헤드셋을 2,300명의 얼굴에 가상 착의하여 제품이 접촉되는 얼굴 부위별
압박도를 계산하였다.

4.2 Automatic measurement of body dimensions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에 표기된 인체측정학적 참조점들을 이용하여 인체 크기들이 자동으로 계측될 수 있다. 템플릿 모델에는 인체측
정학적 참조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템플릿 모델을 대상 3차원 스캔 이미지에 정합하는 과정에서 템플릿 모델의 참조점들이 대상 이
미지의 해당 부위에 자동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Figure 7에 예시된 것과 같이 24개의 인체측정학적 참조점들이 표기되
어 있는 머리에 템플릿 모델을 정합하면서 템플릿 모델에 추가적으로 표기된 19개의 참조점을 대상 이미지의 해당 참조점 위치에 추
정적으로 표기하였다. 템플릿 모델 정합을 통해 참조점들을 자동 표기하는 기술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에 모
든 참조점을 일일이 표기하지 않고도 대상 인체 이미지로부터 치수들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Liang et al., 2013; Tsoli et al., 2014).
한편,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2차원 사진에 3차원의 템플릿 모델을 정합하여 인체 세부 치수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는 연구들
도 소개되고 있다(Ballester et al., 2016; Perceiving Systems Department at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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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nalysis of shape variation
템플릿에 정합된 이미지들은 동일한 mesh 구조를 가지므로 같은 mesh에 대한 서로 다른 인체 이미지들 간의 상관관계 및 측정치의
변동성(variation)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같은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Mesh를 구성하고 있는 점
군의 좌표, 삼각 mesh의 법선 벡터(face normal vector), 점군의 법선 벡터(normal vector), 그리고 mesh를 구성하는 edge vector 등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통해 여러 인체 형상들 간의 변동성이 분석될 수 있다(Allen et al., 2003; Baek and Lee, 2012; Ball et al., 2010;
Chu et al., 2010; Lee et al., 2017a; Li et al., 2017; Xi and Shu, 2009; Zhuang et al., 2013). 예를 들어, Lee et al. (2016), Lee et al. (2017a), 그
리고 Lee et al. (2017b)은 어린이용 의료 마스크 설계를 목적으로 템플릿 정합된 0~7세 어린이 얼굴 스캔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모든
vertex의 3차원 좌표(x, y, z)를 input으로 하는 PCA 분석을 통해 얼굴 형상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Figure 8.a). 기존 연구들(Lee et al.,
2017b; Luximon et al., 2012; Zhuang et al., 2013)은 각 vertex의 3차원 좌표가 eigen vector의 방향으로 ±3 × standard deviation만큼
이동된 위치에서의 형상 변화를 시각화함으로써 형상의 변동성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Figure 8.b). Li et al. (2015)는 US
Army's 2013 Anthropometric Survey (ANSUR I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서 있는 자세와 무릎을 접은 자세의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
2,069명에 대하여 무릎 부위 형상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Nerot et al. (2016)은 척추의 골격 구조가 포함된 템플릿 모델을 40명의 X-ray
이미지들에 각각 정합하여 척추 형상들을 3차원 공간 상에 정렬한 후 PCA를 통해 척추 형상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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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osture and motion prediction
체표 변형 특성이 반영된 템플릿 모델 정합을 통해 표준 자세로 촬영된 3차원 스캔 원본을 다양한 자세로 변형할 수 있다. 인체의 3차
원 스캐닝 시 일반적으로 T 자세, A 자세, 또는 Y 자세로 3차원 스캔을 하는데, Ballester et al. (2014)는 상이한 자세(예: 팔 벌림 각도,
다리 벌림 각도)로 측정된 3차원 스캔 영상을 템플릿 모델을 정합하여 자세가 A자세로 동일하게 되도록 하였다. 자세를 통일시킴으로
써 인체측정 시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3차원 스캔 이미지의 자세 변경 및 동작 적용 시 관절 부위의 체표 변형이 실제와 유사하
도록 되는 것이 중요하다. Anguelov et al. (2005)의 SCAPE는 한 자세에서 3차원 스캔 된 여러 사람들의 형상 변동성을 PCA를 이용하
여 분석하고, 같은 사람의 다양한 자세에 관절 구조가 포함된 템플릿 모델을 정합하여 자세에 따른 인체 부위별 형상 변형 정도를 기
계학습을 통해 모델화(pose deformation model)한 후, 이 둘을 통합함으로써 표준 자세로 3차원 스캔 된 어떤 사람의 형상이라도 자
세를 변형시킬 수 있게 하였다. Loper et al. (2014)는 템플릿 모델에 동작 분석에 사용되는 47개의 marker set을 표시하고 동작 분석
(motion capture)을 통해 특정 동작 시의 marker set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템플릿에 정합된 이미지가 동작 분석용 marker set를 기
반으로 움직이도록 하였다. Pons-Moll et al. (2015)는 3dMD scanner (3dMD LLC, Atlanta, GA, USA)의 4차원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몸
을 움직일 때 신체 soft tissue(근육, 피하지방 등의 연조직)가 흔들리거나 변형되는 양상을 초당 60 frame의 속도로 촬영함으로써 soft
tissue가 변형되는 과정을 1,800개(30초 분량)의 3차원 이미지로 기록하였다. 이후, 템플릿 모델을 이들 이미지에 각각 정합한 후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soft tissue의 변형 양상을 분석하였다.

4.5 Customized product design
템플릿 모델의 치수 및 형상 정보와 제품 설계 인자 간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특정 3차원 스캔 된 인체 형상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인체 치수를 변수로 하는 맞춤형 제품의 크기 및 형상은 (1) 제품 설계 인자(design dimension, DD) 정의, (2) 인체 변
수(anthropometric dimension, AD) 정의, (3) 설계 변수와 인체 변수 간의 연관관계(DD×AD) 분석, 그리고 (4) 템플릿 모델 정합을 이용
한 사용자 맞춤형 설계 치수 분석의 4가지 절차를 통해 설계될 수 있다. 첫째, 제품 설계 시 중요한 설계 인자들은 설계하고자 하는 제
품과 유사한 제품들에 대한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Lee et al., 2011; Lee et al., 2018b). 둘째, 설계하고자 하는 제품의 착
용 또는 사용과 연관된 인체 부위의 인체 변수들을 정하고, 해당 인체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체 참조점을 파악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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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변수와 제품 설계 간의 연관성을 분석(Jung et al., 2010; Lee et al., 2013; Lee et al., 2018b)하고 인체 변수에 따른 제품 크기 및 형
상 설계 algorithm을 템플릿 모델에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모델을 설계 대상 인체의 3차원 스캔 이미지에 정합함으로써, 템플
릿 모델에 정의된 제품 설계 algorithm에 의하여 해당 인체 부위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 크기 및 형상이 자동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어,
Luximon et al. (2016)은 특정 중국인의 3차원 머리 데이터인 Size China 데이터에 템플릿 모델 정합을 적용한 후, 특정 크기 및 형상의
머리에 적합한 헬멧 또는 마스크의 맞춤형 형상을 설계해주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CAD software인 SolidWorks (Vélizy-Villacoublay,
France)의 plug-in 형태로 시스템화하였다(Figure 9).
손에 대한 템플릿 모델 정합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손을 이용하는 조작부/파지부 인간공학적 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 손은 총
27개의 자유도를 가진 18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매우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50개 이상의 참조점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169개
의 세부적인 측정 항목을 가진다(Lee et al., 2017c). 인간공학적 제품 조작부/파지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파지하거나 조작하는
손 자세에서의 손의 형상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3차원 스캐닝을 통해서는 파지 중에 손바닥의 형상을 파악하거나 서로 붙어
있는 손가락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Jung et al., 2018). 그러나 제품을 파지하고 있는 손의 일부분(손등 부위 및 파지로 인
해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 대한 3차원 스캔 데이터에 손 템플릿 모델을 정합함으로써 제품 파지/조작 시의 손 형상을 분석할 수 있다.

(a) 51 hand postures scanned in 3D and used to develop hand template models (Romero et al., 2017)

(b) Automated grasping and posture analysis by
Dhaiba hand model (Endo et al., 2014)

(c) Estimation of hand posture based on a 3D scan of the hand grasping
an object in Wrap X software (Russian3Dscanner, Russia)

Figure 10. Examples of hand template model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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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ro et al. (2017)은 31명의 실험참여자를 대상으로 Figure 10.a에 예시된 것과 같은 56가지 손 자세를 측정하고 이를 기계학습 하
여 손의 크기, 형상, 그리고 자세를 고려한 템플릿 모델을 개발하였다. Endo et al. (2014)은 3차원 스캔 된 손 형상과 동작 분석을 통해
측정된 손 자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Dhaiba model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제품을 파지하게 할 때 제품에 손이 접촉되는 영역을
추정하였다(Figure 10.b). 상용 software인 Wrap X (Russian3Dscanner, Russia)는 Figure 10.c와 같은 손의 템플릿 모델을 정합하는 기능
을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손으로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3차원 스캔 된 손의 이미지로부터 해당 자세를 취하고 있는 손 형상만
분석 해냄으로써 이를 통해 제품의 파지 자세에서의 손 내부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0.c).

5. Discussion
본 연구는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반 기술인 템플릿 모델 정합에 대한 기술 및 활용사례를
고찰하였다. 템플릿 모델은 일반적으로 점군(point-clouds), mesh, 참조점(reference points), 인체 골격 구조(skeletal structure), 인체 분절
(body segments), 그리고 체표 변형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원본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는 이를 구성하는 내용(예: 점군 및 mesh의
개수) 측면에서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 데이터 분석이 아닌 여러 사람의 3차원 스캔 데이터 간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복잡하
고 어렵다. 템플릿 모델 정합은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내용과 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크기와 형상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템플릿 모델 정합은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가 보다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원본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 보정(editing; 예: hole filling, surface smoothing, mesh refinement 등)이 자동으로 또는
수작업에 비해 간단하게 처리된다. 둘째, 인체 계측에 필요한 여러 개의 측정 참조점들이 자동으로 표기된다. 셋째, 다양한 인체 치수
들이 자동으로 계측된다. 넷째, mesh 구조가 동일하게 된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점군의 좌표 데이터를 PCA 분석함으로
써 형상의 변동성이 분석되며 PCA 결과를 이용하면 특정 크기 및 형상을 가진 대표 형상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템플릿 정합된 이
미지의 자세를 변화시킨 후 변화된 자세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간공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도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인간공학적 제품의 형상의 parametric 설계에 활용된다.
템플릿 모델 정합 시에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 간의 mesh 구조가 일관적으로 되는 것은 인체 측정 및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에 있어
중요하다. Mesh 구조의 일관성은 특정 인체 부위를 구성하는 mesh 구조가 모든 사람에 걸쳐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Lee et al. (2017a)
와 Lee et al. (2017b)은 체표 변형 기법 중 하나인 BBW (Jacobson et al., 2014)를 이용하여 템플릿 모델의 참조점들을 정합 대상 이미
지의 참조점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참조점 주변 mesh들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global registration을 시행한 후, non-rigid ICP 방법으로
local optimization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 간의 mesh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는데(Figure 5), 이러한
일관성을 기반으로 인체 참조점 자동 표기가 가능하고(Figure 7)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의 형상 변동성 분석이나 가상 착용성 분석 시
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은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인간공학 분야에서의 연구 가치가 높다. 템플릿
모델 정합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정합 기술 자체에 대해 주로 연구되었고, 인간공학 연구에서는
의복이나 신발 설계를 위해 인체 치수 조사(Ballester et al., 2014), 차량 운전자 또는 산업체 근로자의 자세 및 행동의 시뮬레이션(Reed
et al., 2014), 가상 착용(virtual fitting)을 통한 제품 최적 형상 설계(Lee et al., 2017a; Lee et al., 2020; Lee et al., 2016) 등에 적용되었다.
한편, 3차원 인체 형상 수집은 Size Korea와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방대한 양의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의 원본은
가공 및 분석의 노하우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그러나3차원 인체 형상에 템플릿 모
델을 정합함으로써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 실무자가 인체 치수 및 인체 형상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
도록 시스템화될 수 있다(Lee et al., 2019a; Lee et al., 2018a). 템플릿 모델 정합을 활용한 가상 인체 모델(digital human model; DHM)은
인체에 착용되거나 접촉되는 제품의 인간공학적 설계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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