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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A database of Korean 3D heads was developed using a template model
registration method to increase its applicability for ergonomic product design.
Background: A 3D scanned head database of more than 8,500 Korean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Size Korea project since 2004. While the anthropometric
information of Size Korea has been used in the design of various products, 3D scan
images have been rarely used because post-processing and landmarking are needed.
Method: This study proposed a hybrid template model registration method consisting
of steps of (1) global registration using the bounded biharmonic weight (BBW)
algorithm based on 11 manually defined landmarks and (2) local optimization using
the iterative closest point (ICP) algorithm. A head template containing the locations
of 43 head and facial landmarks was used to create a template-registered head image
database of 8,536 males and females (age: 7 to 77) of Korean civilians.
Results: The template-registered images of Korean heads including the 43
anthropometric landmarks for anthropometric measurement of head dimensions were
generated. The template-registered heads satisfy high correspondence in terms of the
mesh structure.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template model registration for the
head and a database containing 8,536 template-registered heads was established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Application: The head database would be applied for anthropometric measurement
of the head, analysis of a head sizing system,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head
models, analysis of shape variation, virtual evaluation of head wearable products, and
design of ergonomic products such as medical masks, goggles, prosthetic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sportswear, which require good fit and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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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인체에 착용되거나 밀착되는 제품의 설계는 해당 사용자 집단의 인체 치수 및 형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나, 3차원 스캔 데이터의 가공 및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는 인체 밀착성과 착용성이 좋은 제품의 설계에 활용되지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후처리(postprocessing) 과정이 필수적이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예로는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약 10,000명(KATS, 2004; K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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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있다. 이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
에 이들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가공 및 분석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Lee et al., 2016; Lee et al., 2018b). 일반적으로, 3차원 스캔
된 인체 이미지로부터 치수 또는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본 3차원 스캔 이미지에 미측정된 구멍 부위를 메우거나(hole-filling),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surface smoothing), 인체 참조점(landmark)을 표시하는 등의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Lee et al., 2016).
Lee et al. (2018b)은 2,300명의 CAESAR 데이터의 3차원 머리 형상을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후처리(예: 헤어스타일 제거)하였는데, 2,300명
의 후처리에 총 260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템플릿 모델 정합(template model registration)이라는
컴퓨팅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템플릿 모델 정합(Figure 1)은 템플릿 이미지를 그 대상인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에 정합시켜, 템플릿
이미지가 가진 mesh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형상은 대상 이미지에 일치되도록 하는 기술이다(Allen et al., 2003; Anguelov et al., 2005;
Lee et al., 2017a; Lee et al., 2020a). 원본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들은 점군(point-cloud)의 개수와 mesh의 구성이 서로 상이하지만, 템
플릿 이미지를 이들 정합 대상 이미지들에 정합하게 되면, 대상 이미지들의 데이터의 점군 및 mesh의 구성이 동일하게 가공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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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더라도 통계적 처리나 복잡한 컴퓨팅 기술(예: 기계학습)을 통한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Ball et al., 2010;
Baek and Lee, 2012; Luximon et al., 2012; Zhuang et al., 2013; Lee et al., 2017a; Li et al., 2017; Lee et al., 2020a). 또한, 템플릿 모델 정합
의 과정에서 원본 3차원 스캔 이미지에 미측정된 구멍을 메우거나, 거친 표면을 정리하는 등의 후처리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
다(Allen et al., 2003; Hirshberg et al., 2012; Ballester et al., 2014; Yang et al., 2014). 그리고 템플릿 모델 정합을 통해 템플릿 상의 인체
측정 참조점(landmarks)들이 대상 이미지의 상에 복제되어 인체 부위들이 자동 측정될 수도 있다(Tsoli et al., 2014; Ballester et al., 2016).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은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및 평가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Baek and Lee, 2012; Luximon et
al., 2016; 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급 사업인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해 10여년에 걸쳐 한국인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나 활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79년에 제1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을 수행한 이후, 2003년~2004년
에 걸쳐 진행된 제5차 사업에서 8~75세 한국인 남녀 5,000여 명의 3차원 인체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KATS, 2004). 이후, 2010년
~2013년에 추진된 제6차 사업에서 7~69세 한국인 남녀 약 5,000여 명의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를 추가로 수집하였다(KATS, 2010).
사이즈 코리아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는 3차원 치수 측정과 3차원 대표 형상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3차원 대표 형상 자
료 및 관련 보고 자료들은 사이즈 코리아 홈페이지(https://sizekorea.kr)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하지만, 10,000여 명의 사이즈 코리아 3차
원 인체 스캔 원본 데이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후처리 및 가공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이유로 산업 및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
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Lee et al., 2018b; Lee et al., 2019). 따라서 템플릿 모델 정합과 같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의 효
과적인 가공을 통해 활용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이즈 코리아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 중 8,500여 명의 머리 이미지에 템플릿 모델을 정합하여 얻은 템플릿 정합된 머리
(template-registered heads)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템플릿 정합 기술은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Besl and McKay (1992)이
처음 제안하고 이후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iterative closest point (ICP) 방법과 3차원 mesh 데이터의 변형(deformation) 기술 중 하나인
bounded biharmonic weight (BBW) (Jacobson et al., 2014)를 함께 사용하여 템플릿 정합된 모델들 간의 mesh 구조의 유사도를 제고하
였다. 템플릿 모델의 정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11개의 인체 측정 참조점을 정합 대상인 원본 머리 스캔 이미지에 표기하면,
이들 참조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템플릿 모델이 원본 머리 스캔 이미지에 자동으로 정합된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사이즈 코
리아 3차원 머리의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 Precedent Study
2.1 Hybrid template model registration
인간공학 연구에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템플릿 모델 정합된 이미지들 간의 mesh 구조가 일관
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템플릿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는 크기와 형상이 서로 다른데, 두 이미지에서 서로 정합될 부위들(예: 코뿌리,
sellion; 코끝, pronasale; 턱끝, promentale; 입술가장자리, cheilion; 눈구석, ectocanthion; 귀구슬, tragion 등) 간에 연결을 해두어야 여러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의 mesh 구조가 서로 일관적이게 된다(Lee et al., 2016; 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서로 정합될 부위들
이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템플릿 이미지가 대상 이미지에 임의적으로 정합되는데, 예를 들어, 코끝 부위가 콧대 위에 정합되거
나, 눈구석 부위가 뺨 부위에 정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템플릿 모델 정합을 통해 템플릿 모델에 정의되어 있는 인체 측정 참조점들
이 대상 이미지의 해당 참조점 위치에 표기되기 때문에,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을 인체측정학적 연구 및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등
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템플릿 이미지의 인체 부위들이 대상 이미지의 해당 인체 부위에 정확하게 정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는 얼굴의 특정 참조점들을 기반으로 템플릿 이미지의 전반적 크기와 특정 부위의 위치를 대상 이미지에 맞게 대
략적으로 조절(global registration)한 후, 세부적인 형상을 정합(local optimization)하는 하이브리드 템플릿 모델 정합 방법(hybrid template
model registration)을 제안하였다(Lee et al., 2017a; Lee et al., 2019; Lee et al., 2020a). 먼저, global registration에는 체표변형 방법이 적
용되었다. 체표변형은 3차원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점(vertex)들과 참조점들 간의 관계인 변형 계수(weight)를 기반으로 수행되는데, 예
를 들어, 템플릿 정합 과정에서 참조점 중 하나인 코끝점의 조절되면, 코끝점 주변의 점들은 코끝점과의 변형 계수를 바탕으로 그 위
치들이 함께 조절된다. 특정 측정 참조점들을 기반으로 템플릿 이미지의 크기와 형상을 대략적으로 조절하는 global registration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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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on et al. (2014)이 개발한 체표변형(skin deformation) 방법인 bounded biharmonic weight (BBW) 기법이 적용되었다. 그 다음 단
계인 local optimization에는 iterative closest point (ICP) 기법이 적용되었는데, ICP 기법은 템플릿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점과, 해당 점
들과 matching이 되는 대상 이미지의 점들 간의 Euclidean 거리를 최소화하는 아핀 변환(affine transformation)을 반복적으로 계산함으
로써 수행된다. 본 연구는 체표변형을 통해 템플릿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정렬(align)한 상태에서 무강직성(non-rigid) ICP
방법을 적용하여 템플릿 이미지의 형태를 대상 이미지에 맞게 변형(deform)시키면서 정합하였다. 본 선행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템
플릿 이미지 정합 기술을 통해 Figure 2와 같이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 간의 mesh 구조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였다(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 예들 들어, 모든 템플릿 정합 이미지에서 코 끝을 구성하는mesh들은 동일하게 코 끝에 위치하며 그 주변의 mesh 형태
의 유사성이 높다.

2.2 Applications of template-registered head images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는 인체 측정, 형상 분석, 제품 설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템플릿 모델 정합 과정에서 템플릿 이
미지로부터 대상 이미지에 참조점들이 복제되며, 이를 기반으로 인체 크기들이 자동으로 계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선행 연구(Lee
et al., 2019)는 하이브리드 템플릿 모델 정합 방법을 이용하여 Lee et al. (2018b)이 구축한 24개의 참조점들이 표기되어 있는 2,300명
의 머리 스캔 데이터에 템플릿 이미지를 정합하면서 템플릿 이미지에 정의되어 있는 추가적인 19개의 참조점을 자동으로 표기하였다
(Figure 3). 참조점은 템플릿 모델의 특정 점군의 번호로서 정의되는데, 가령, 1,000개의 점군으로 구성된 템플릿 모델에서 123번째 점
이 코끝점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코끝점을 제외한 다른 점들을 이용하여 템플릿 모델 정합 후 코끝점의 위치는 템플릿 정합된
모델의 123번째 점의 위치가 된다. 기존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24개의 참조점을 이용하여 템플릿 모델을 정합한 후, 템플
릿 모델에 사용되지 않은 19개의 참조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 때 하이브리드 템플릿 모델 정합 방법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mesh
구조를 유사하게 정합하는 특성으로 인해 머리의 형태적 특징 상의 해당 참조점이 표기되어야 할 위치에 19개의 참조점들이 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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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43개의 머리 관련 참조점들은 기존 연구들(Hughes and Lomaev, 1972; Hack and McConville, 1978; Alexander et al., 1979;
Clauser et al., 1988; Oestenstad et al., 1990; Young, 1993; Han and Choi, 2003; Ahn and Suh, 2004; Kim, 2004; Kim et al., 2004; KATS,
2004; Yokota, 2005; Zhuang and Bradtmiller, 2005; Oh and Park, 2010; Lee et al., 2013)에서 제시한 122개 측정항목 및 해당 참조점들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세부 치수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템플릿 모델 정합 방법을 이용한 인체 치수 측정은 측정 시간
을 크게 절약한다(Liang et al., 2013; Tsoli et al., 2014; Lee et al., 2019).

둘째,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은 동일한 mesh 구조를 가지므로 같은 mesh에 대한 서로 다른 인체 이미지들 간의 상관관계 및 측정
치의 변동성(variation)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으로 분석될 수 있다. Mesh를 구성하고 있는 점군의 좌표, 점
군의 normal vector, 삼각 mesh의 normal vector, 그리고 삼각 mesh를 구성하는 edge vector 등의 3차원 좌표(x, y, z) 값들을 주성분 분
석의 입력값으로 하여 분석하면 여러 인체 형상들 간의 변동성이 Eigen vector로서 분석될 수 있다(Allen et al., 2003; Xi and Shu, 2009;
Ball et al., 2010; Chu et al., 2010; Baek and Lee, 2012; Zhuang et al., 2013; Lee et al., 2017a; Li et al., 2017). 예를 들어, 코를 구성하는 삼
각 mesh들의 좌표 정보들을 활용하면 사람들 간에 코의 크기와 형상의 변동성(variation)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Lee et al.,
2017a; Lee et al., 2017b)는 어린이용 의료 마스크 설계를 목적으로 템플릿 정합된 0~7세 어린이 얼굴 스캔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모
든 점들의 3차원 좌표를 입력값으로 하는 주성 분석을 통해 얼굴 형상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Figure 4). Figure 4의 빨간색 선은 각 점
의 Eigen vector 방향으로의 standard deviation × ±3 방향만큼의 변동성을 시각화한 것으로, 이는 기존 연구들(Luximon et al., 2010;
Luximon et al., 2012; Zhuang et al., 2013)이 3차원 형상의 변동성 분석 시 제시한 방법이다. Figure 4의 예시에서 해석될 수 있는 바에
따르면, 세 가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PC)은 76.3%의 설명력을 가지며, 첫 번째 주성분을 예로 들면 6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얼굴의 길이 방향(코뿌리점을 원점으로 함)으로의 변동성을 주로 설명한다. 이는 어린아이의 성장과 연관하여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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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은 유한요소(finite element; FE) 분석을 통해 제품 착용 또는 사용 시의 인체에 가해지는 접촉 압
력(contact pressure)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Lee et al. (2018a)는 유한요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의 접촉
압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한요소 분석 방법은 mesh 구조로 된 인체 또는 사물 데이터에 외력을 가하였을 때 mesh들이
어떻게 힘을 받거나 변형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템플릿 정합 방법을 통해 머리 데이터들의 mesh 구조를 일관적으로 만든 후
유한요소 분석을 적용하면, 제품(예: 산소 마스크) 가상 착용 상황에서 특정 인체 부위(예: 콧대)를 구성하는 특정 mesh들(예: 콧대를
구성하는 mesh들)에 가해지는 접촉 압력을 분석할 수 있다(Figure 5). Lee et al. (2020b)는 Lee et al. (2013)이 수집한 336명의 한국 공
군조종사 얼굴과 Lee et al. (2018b)이 구축한 2,299명의 미국인 머리의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각각 공군조종사 산소 마
스크와 virtual reality (VR) 헤드셋의 접촉 압력을 분석하였다. 여러 사람의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에 특정 제품을 가상 착의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르게 분석된 접촉 압력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접촉 압력의 최대치, 평균치, 그리고 분산 측면에서 해당 제품의 형상이 여
러 사람에게 적합한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인체에 보다 적합한 형상은 접촉 압력의 최대치가 낮고, 평균치가 적절하며, 분산(예: 표
준편차)은 작아 적절한 압력이 얼굴에 고르게 분산되는 형태적 특징을 가진다. 해당 제품의 형상을 변형해가면서 유한요소 분석을 통
한 접촉 압력 분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여러 사람에게 적합한 최적의 제품 형상을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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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Database of Template-Registered Heads of Korean Population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템플릿 정합 방법을 적용하여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해 수집된 8,536명의 3차원 머리
스캔 이미지에 대한 템플릿 정합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머리 스캔 원 데이터(raw data)는 구멍메
우기 및 인체 측정 참조점 표기와 같은 후처리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을 제품의 설계에 요긴하게 활용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의 가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1개의 참조점만 표기하면 템플릿 이미지를 정합하는 반자동(semi-automatic)
템플릿 정합 방법을 적용하여 8,536명의 머리에 대한 템플릿 정합된 3차원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3.1 Head scan data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이즈 코리아 사업에서 2004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 측정된 7~77세의 한국인 남녀에 대한 3차원
머리 스캔 데이터이다. 연도별 측정 수는 2004년 5,168명(연령대: 7~77세), 2010년 848명(연령대: 20대, 30대), 2012년 1,228명(연령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2013년 1,292명(연령대: 10대)이며, 남성은 4,302명이고 여성은 4,234명이다. 연령대별 및 성별 측정 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number of 3D head scan data of Size Korea by gender and age groups
Gender

Age group

Total

7~9

10s

20s

30s

40s

50s

≥60s

Male

105

1,335

754

715

462

465

466

4,302

Female

105

1,280

728

721

476

451

473

4,234

Total

210

2,615

1,482

1,436

938

916

939

8,536

3.2 Marking of facial landmarks
3.2.1 The least number of facial landmarks
머리의 템플릿 정합 과정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는 최소 개수의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들이 실험적인 방법으로 파악되었다.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은 템플릿 이미지가 대상 이미지에 정합될 때 대상 이미지들이 동일한 mesh 구조를 가지게 하며, 대표가 아닌 나머지 참
조점들(비대표 참조점)이 대상 이미지 상의 해당 참조점이 표기되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위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인체 측정 참조점들을 추가하거나 제외해가면서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 상에 비대표 참조점들이 정확하게 위치하였는가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들을 선정하였다.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은 눈살점(glabella), 코뿌리점(sellion), 코끝점(pronasale),
코밑점(subnasale), 양쪽 입술가장자리점(cheilion), 앞턱끝점(pronasale), 양쪽 눈초리점(ectocanthion), 양쪽 귀구슬점(tragion), 머리마루
점(vertex), 뒤통수점(occiput)의 13개 점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머리마루점과 뒤통수점의 위치는 대상 이미지의 헤어스타일로 인
해 대상 이미지 상에 직접 표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람의 머리 크기에 대한 직접측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추정하였다.
머리마루점의 수직 방향(Y축 방향) 위치는 머리수직길이(head height)의 직접측정치를 이용하여 결정되었으며, 뒤통수점의 깊이 방향
(Z축 방향) 위치는 머리길이(head length)의 직접측정치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11개의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은 템플릿 정합 과
정에서 수작업으로 표기되었다.

3.2.2 Method of landmark marking
본 연구는 11개의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을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 표기
프로그램은 Matlab 2020a (The MathWork Inc., MA, USA)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본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이즈 코리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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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머리 스캔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와 정면(front view)에서 귀구슬점을 제외한 9개 대표 인체 측정 참조점을 표기하고, 좌우 측면(side
view)에서 왼쪽과 오른쪽 귀구슬점을 각각 표기할 수 있다(Figure 6). 먼저 코뿌리점을 표기하여 이를 원점(0, 0, 0)으로 삼는다. 그리고
앞턱끝점을 표기하여 머리의 상하 방향 각도를 조절한다.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있는 경우 머리를 드는 방향으로 대상 이미지의 각도
가 조절된다. 그리고 나서 양쪽 눈초리점을 표기하여 머리의 좌우 방향 각도를 조절하였다.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4개의 참조점(코뿌
리점, 앞턱끝점, 양쪽 눈초리점)을 표기하여, 머리가 정면을 바라보며 코뿌리점이 원점이 되도록 모든 데이터를 정렬(alignment)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7개 참조점을 순서(눈살점, 코끝점, 코밑점, 오른쪽 및 왼쪽 귀구슬점, 오른쪽 및 왼쪽 입술가장자리점)에 따라 표
기하였다. 참조점의 표기는 Cintiq DTK-2260 (Wacom Co. Ltd., Japan) 디스플레이형 타블렛을 이용하여 해당 참조점 위치를 터치펜으로
표기하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참조점 표기는 인체 측정 전문가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8,536명의 참조점 표기에 약
2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10초/머리).

3.3 Hybrid template model registration approach
하이브리드 템플릿 모델 정합은 Matlab 2020a를 이용하여 개발된 템플릿 모델 자동 정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gure 7.a와 같은 여
섯 단계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3,508개의 점군과 6,974개의 삼각 mesh로 구성된 머리의 템플릿 이미지(Figure 7.b)가 로딩된다(S1).
그리고 템플릿 이미지를 정합할 대상 이미지 및 해당 이미지에 사전 표기해 둔 13개의 참조점 정보가 한 사람씩 로딩된다(S2). 해당
사람의 원본 머리 이미지에 템플릿 이미지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템플릿 이미지 정합 방법에 따라 global registration (S3)
및 local optimization (S4)의 단계를 통해 정합된다. 템플릿 이미지가 정합되는 과정에서 사이즈 코리아에서 직접 측정한 항목(예: 머리
길이, 머리높이, 머리너비, 머리둘레, 얼굴길이, 눈동자사이너비, 입너비 등)의 측정치들을 참고로 하여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의 정합
정확도가 제고되었다. 그리고 나서 정합된 템플릿 이미지 상에서 사전 정의되지 않은 30개의 추가적인 참조점들이 자동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와 총 43개의 머리 관련 참조점들이 파일로 저장된다. 한 사람에 대한 템플릿 모델 정합이 완료되
면 다른 사람의 머리에 템플릿 모델 정합이 진행되며, 모든 8,536명에 대한 템플릿 모델 정합이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었고 총 7시간 정도 소요되었다(3초/머리).

이원섭 등

대한인간공학회지

31 Oct, 2020; 39(5):

3D Template-Registered Image Database of Korean Heads 445

4.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은 데이터 품질의 향상, 데이터 형식의 일원화, 데이터의 용량 감소 및 데이터
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유용하다. 먼저, 데이터의 품질 측면에서 기존의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머리 스캔 데이터는 Figure 6과
Figure 8에 예시된 것과 같이 스캔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mesh의 표면이 거칠거나,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 모양이 부자연스러운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였다. 방대한 양(예: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머리 이미지 8,536개)의 원본 3차원 스캔 데이터의 수정은 시
간과 노력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Lee et al., 2018b).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은 스캔되지 않은 부위를 보간하고 mesh의 표면
을 정돈하고 머리 모양을 보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수작업에 소요된 시간에 있어 본 연구는 11개의 참조점을 표기
하는데 1명에 1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CAESAR 데이터의 머리를 수작업으로 보정(6.8분/1명)한 Lee et al. (2018b)의 방법에
비해 1/40 수준으로 수작업 소요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데이터 형식의 일원화 측면에서 기존 3차원 스캔 데이터는 머리의 크기에 따
라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점군 및 삼각 mesh의 수가 상이하고, 사람들 간 mesh 구조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반면, 템플릿 모델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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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면 템플릿을 형성하고 있는 mesh의 구조가 원본 머리 이미지들에 유사하게 정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도
mesh 구조는 일관적이고 mesh의 개수가 같다. 사람들 간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형식이 동일하게 됨으로써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정합된 데이터(파일 양식: PLY)는 저장 용량 측면에서 8,536명의 원본 3차원 머리 스캔 이미지들
의 파일 용량은 총 29GB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템플릿 정합된 머리 이미지들의 파일 용량은 1.86GB로 93.6% 감소되었다.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인체 측정 및 형상 분석 시 계산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제품의 가상 착용(virtual fitting) 분석이나 형상 시각화
등의 계산에 용이할 수 있다(Lee et al., 2017a; Lee et al., 2020a).

개발된 한국인 머리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인에 대한 머리 치수 및 형상 분석, 제품의 가상 착의 분석, 제품 형상 설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차원 인체 측정은 3차원 인체 형상 상에 정의된 측정 참조점들을 기반으로 측정되는데, 본 연구의 43개의 측정 참
조점들을 이용하면 기존 연구들에서 측정한 122개의 세부적인 얼굴 및 머리 관련 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제품 설계와 관련도가 높은 세부적인 치수들이 측정 참조점들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인체 형상 분석 측면
에서는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들 간의 mesh 구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인체 형상의 변동성(variation)이 주성분 분석 등을 통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Figure 4).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인의 머리 크기 및 형상이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사전 연구(Lee et al., 2020b)는 템플릿 정합된 2,300여 명의 미국인들의 머리에 제품을 가상 착의한 후,
유한요소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제품이 얼굴 부위에 가하는 접촉 압력(contact pressure)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산소 마
스크 및 virtual reality (VR) 헤드셋 디자인의 평가에 활용하였다(Figure 5). 제안된 방법을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인 머리 데이터베이
스에 적용하면, 한국인의 머리에 밀착되는 제품들의 접촉 압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머리에 적합한 제품의 형상(들)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인 머리의 템플릿 정합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밀착성이 중요한 의료용 마
스크 및 고글, 환자용 보철/보형물, 산업용 방진 마스크, 소방관용 및 군용 머리 보호장비, 보호용 고글, 그리고 운동선수의 기량을 증
대시킬 수 있는 운동장비 등의 다양한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 치수 및 형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머리에 착용되는 제품의 인간공학적 설계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치수
및 형상 분석, 제품의 가상 착의 및 제품 형상의 인체 적합성 분석, 제품의 최적 형상 설계 탐색 등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이 요구된다(Lee et al., 2019).
템플릿 정합 방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전자동 템플릿 이미지 정합 기술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원본 3차원 스캔된 얼굴 이미지에 11개의 초기 참조점을 수작업을 표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템플릿 이미지를 정합하였다. 한편,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방법을 활용하면 얼굴 사진에서 눈동자, 코끝, 눈썹끝, 입술가장자리 등
의 참조점들이 자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Fan and Zhou, 2016; He et al., 2017; Johnston and Chazal, 2018; Wu et al., 2018; Paulsen et al.,
2019; Zhang et al., 2019; Kim et al., 2020). 하지만 기존 CNN에 활용된 사진들은 얼굴의 주요 부위들(예: 피부, 눈, 눈썹, 입술 등)의 색

이원섭 등

대한인간공학회지

31 Oct, 2020; 39(5):

3D Template-Registered Image Database of Korean Heads 447

상 정보를 활용하여 참조점의 위치를 예측한다. 반면,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얼굴 스캔 이미지는 색상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해
상도가 낮아 얼굴의 부위(예: 눈 가장자리, 입술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인체 표면의 품질이 좋지 않는 등(Figure 8)의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CNN 방법을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얼굴 스캔 이미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
려웠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템플릿 모델 정합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작업의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1개의
초기 참조점들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단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의 수집에 있어 스캔된 데이터의 품질뿐 아니라, 3차원 인체 스캔 대상자의 자세 및 표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 제공이 요구된다.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는 이미지의 해상도 및 컬러 정보의 유무 측면에서 품질이
좋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안된 템플릿 모델 정합을 통해 그 품질이 향상되었다. 템플릿 모델 정합은 수작업으로 표기하는 11개의 참
조점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원본 3차원 스캔 이미지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컬러 정보가 부재하면 11개의 참조점을 표기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가령, 눈 가장자리나 입술 가장자리의 위치가 불명확하여 해당 참조점을 표기하기 어렵거나, 귀 주변에 스캔되지 않은
영역이 넓으면 귀구슬점을 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 템플릿 모델 정합의 정확성 향상 및 템플릿 모델 정합 절차의 전자동
화를 위해서는 원본 3차원 인체 스캔 이미지의 품질 제고가 요구된다. 한편, 다수의 사이즈 코리아의 머리 스캔 데이터에서 참여자들
의 입술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고 입술 너비가 매우 좁거나 입술이 과도하게 비대칭이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참여자가 긴장함으로
인해 입술 부위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차원 인체 스캔 시 측정치 및 형상 분석의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명확한 가이드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머리 자세 및 표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기울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
- 치아, 턱, 입술, 그리고 눈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도록 함.
- 눈동자점을 파악하기 위해 눈을 감지 않음.
- 귀구슬점을 파악하기 위해 귀구슬점 위치가 머리카락으로 덮이지 않도록 함.

5. Conclusion
본 연구는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얼굴 스캔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템플릿 모델 정합 기술을 이용하여 데
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참조점들을 표기하였다. 사이즈 코리아의 3차원 머리 스캔 데이터는 7~77세의 8,536명에 대한 광범위한
치수 및 형상 정보를 담고 있어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머리 및 얼굴 착용 관련 제품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
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추후 한국인의 얼굴에 대한 세부적인 치수 측정 및 분석, 치수체계 분석, 대표 머리 모델(representative head
model) 개발, 형상의 다양성(shape variation) 분석, 가상 착의 분석, 제품의 대량 맞춤형 설계(mass-customized design) 등의 연구를 통
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추후 다양한 연구자 및 산업체 실무
자들이 한국인의 머리 치수 및 형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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