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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의 망진(望診)은 인체의 외형을 눈으로 관찰하여 병증 
진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진단영역이다. 인체 외형의 정확한 수치화
는 객관적인 진단 및 치료효과 검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다. 과거에는 한의사의 눈으로 관측한 주관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에는 측정 장비들의 발달로 객관적인 수치에 
기반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형 정보는 사상의학, 형상의학, 침구학, 재활의학, 정형외과, 
치과, 성형의학 등 동·서 의학 전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상의학에서는 안면 및 체형 정보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체질진단
에 활용하고 있으며1-3), 안면 마비4), 안면 비대칭5-7) 등의 진단 및 
치료 효과 검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외형의 측정을 위해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사진 
촬영이다. DSLR과 같은 고화질의 카메라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웹 
카메라 등의 간단하고 편리한 촬영까지 임상현장의 상황에 맞게 활
용되고 있다. 
    사상체질 분류를 위한 안면 외형 분석 연구에서는 DSLR 카메

라를 이용하여 안면의 정면 및 측면을 촬영하고 안면의 주요 특징
점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8). 외형분석을 위한 
수치적인 자료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많은 한의원에서 치료 
전후의 외형 변화를 환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치과, 성형외과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중
요한 분야에서는 고품질의 측정을 위해서 3차원 측정이 활발히 활
용되고 있지만 한의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사
상의학과 형상의학 분야에서 3차원 기기를 이용한 외형 분석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9,10) 고가의 장비 가격 및 특징 추출 수작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대규모 데이터 획득이 힘든 실정이며, 결과적
으로 의료기기로서 로컬 한의원까지 보급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Microsoft, Intel 등의 글로벌 대기업을 필두로 범용 깊이 카
메라(depth camer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경제적
이고 실용성 있는 3차원 측정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1-13). 깊이 카메라는 카메라와 측정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지칭하는데, 색상 등의 텍스쳐 측
정을 위한 2차원 컬러 카메라와 결합된 형태로 제품화되어 3차원 
재구성, 모션인식,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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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한의원에서도 고비용 부담 없이 3차원 측정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인체의 외형 측정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의학적 분야 중 가
장 두드러진 분야가 비대칭 분석이다. 인체 비대칭 분석은 경조직
(hard tissue)분석과 연조직(soft tissue)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조직 분석을 위해서는 X-ray 영상 등이 주로 활용되며, 연조직 
분석에는 자기공명 영상이 주로 사용된다. 치과, 성형외과 등의 서
양의학 연구에서는 방사선 영상을 기본으로 뼈, 인대, 근육, 피부층 
내부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는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피부층 바깥의 외형 분석에 초점을 둔다. 
    대부분의 인체 비대칭 연구에서는 기준축 혹은 기준면을 중심
으로 특징점의 위치관계를 분석한다14). 안면 비대칭에서는 관상면
(coronal plane)상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정중면(sagittal plane)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좌우 대칭되는 특
징점들이 정중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비대칭 정
도를 수치화 할 수 있다. 특징점의 위치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수동으로 지정하며15), 정중면, 정중선(mid-sagittal line) 등의 기준
도 수동으로 찾아낸 특징점들에 의해서 설정된다. 예로 3차원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3차원 CT 영상을 살펴보면서, 뼈의 
특정 위치로 정의된 특징점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지정함으로써 
분석이 수행된다. 
    3차원 측정 자체는 정확도가 확보되더라도 분석을 위해서는 
여전히 사람의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작업에 의해서 오
차 요인이 발생한다. 특히 얼굴 형상 분석의 기준면(reference 
plane)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Frankfort plane 은 좌, 우 귓구
멍위점(porion)과 좌측 눈확점(orbitale)을 지나는 평면으로 정의되
므로, 뼈 정보가 보이지 않는 외형 측정 데이터에서 정확히 설정하
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Kinect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면과 체형의 
3차원 측정 시스템 개발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비대칭 분석에 있
어서 기준면 설정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
하고 기존의 수동 분석에 비해 향상된 반복성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깊이 카메라 측정 환경 소개
 1)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측정
    본 연구에 활용한 깊이 카메라는 Microsoft Kinect for 
windows v1으로 깊이 카메라의 한의학 분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기존연구13)와 동일하다. 기존연구에서는 한 대의 고정된 Kinect 
camera를 이용하여 특정 방향에서 피험자 안면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2차원 카메라와 유사한 측정 SOP를 따르면서, 단지 카메라만 
교체한 형태였다. 따라서 제한적인 3차원 측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지 실제 크기 추출을 위해서 2차원 측정 시스템에서 얻을 수 없
었던 거리(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촬영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Kinect 깊
이 카메라 2대를 배치한 형태로 기존연구의 경우보다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측정 방향의 제약 없이 대상 인

체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할 수 있다. Stereo 카메라 형태로 깊이 
카메라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카메라를 움직여가면서 스캔하지 않더
라도 두 카메라로부터 순간 촬영된 영상정보를 정합(alignment)하
여 3차원 재구성이 가능하다. 

Fig. 1. Setup for 3D measuring using stereo configuration of 2 Kinect 
depth cameras.

    측정 대상영역(안면 혹은 체형)의 정면방향을 두 카메라 사이
지점으로 향하게 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 후 3차원 재구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자세보정 후 비대칭 분석과정이 수행될 
것이므로, 2차원 측정 혹은 기존연구13)와 달리 정면방향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측정 당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촬영거리는 안면
의 경우 약 60~70 cm 이고, 체형의 경우 약 90~110 cm 이다. 직
접적인 태양광이 없는 실내 형광등 환경에서 측정하며 대상영역의 
내, 외곽 윤곽선이 구별될 정도의 조명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측정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Visual studio 2013 환경에서 
Kinect SDK v1.816)을 이용하였다.
 2) 스테레오 카메라 보정 (Calibration)
    다수의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할 때 정확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은 카메라 보정이다. 즉 Fig. 2와 같이 3차원 공간상에서 
각각의 카메라가 어떻게 위치하는지 알아내고, 각각의 카메라 영상
에 들어오는 정보가 정확하게 보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25쌍
의 격자패턴을 이용한 보정을 수행하였고, 보정 정확도
(reprojection error) 0.4픽셀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카메라 보정 
프로그램 및 앞으로 설명할 자동 분석 알고리즘은 matlab 
computer vision system toolbox17)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Fig. 2. Camera calibration result of stereo configuration of 2 Kinect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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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분석 방법
 1) 정중면 설정
    인체의 비대칭 분석은 주로 좌우대칭을 의미하는 데, 따라서 정
중면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동일한 3차원 측정 데이터라고 하더
라도 정중면의 설정이 달라지면 비대칭 정도도 변화하게 된다. 사람
에 의해서 수동 지정된 특징점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정중면을 지양
하고자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한 정중면 설정 방법을 제안한다.
    정중면을 자동 설정하는 문제는 입력 3차원 데이터의 자세를 
추정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이를 위하여 Iterative Closest Point 
(ICP) 알고리즘18)과 평면 fitt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ICP 알고
리즘은 동일한(혹은 형태가 유사한) 물체에 대한 두 그룹의 point 
cloud를 정합하기 위해서 스케일, 회전, 이동 변환을 계산하는 방
법이다. 즉, 정면방향이 정의된 기준(reference) point cloud 모델
을 사전에 마련하고, 입력 point cloud의 기준 point cloud 모델
에 대한 스케일, 회전, 이동 변환값을 찾아내면 두 point cloud를 
같은 자세로 정렬할 수 있다. 평면 fitting 알고리즘은 최소자승법
에 의해서 얼굴 영역의 point cloud를 근사하는 평면 방정식을 구
하는 과정이다. ICP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세정렬이 끝난 후 입력 
point cloud 에 대해서 평면 fitting을 수행하여 평면의 법선벡터
로 정면방향을 추가 조정한다. Fig. 3은 정중면을 설정하기 위한 
안면의 자동 자세추정 예시를 보여준다. 

Fig. 3. Pose estimation of 3D face for obtaining a sagittal plane.

    Fig. 3.의 좌측 그림은 ICP 알고리즘에 의해서 입력 3차원 
point cloud가 기준모델에 정렬된 예시를 보여준다. 중앙 그림은 
입력 3차원 point cloud를 대표하는 평면의 예시를 보여준다. 자
세추정이 끝나면 입력 3차원 point cloud는 우측 그림과 같이 3차
원 기준좌표계상에 정렬되며 X축 좌표가 0인 Y-Z 평면이 정중면
이 된다. 모든 과정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Fig. 4. Pose estimation of 3D body shape for obtaining a sagittal 
plane.

    Fig. 4는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체형의 정중면 자동 추정 과정
을 보여준다.
 2) 안면 비대칭 지수 계산
    자세추정이 완료되면 2차원 투영영상(X-Y 평면으로 투영)을 획
득한 후 안면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Gauss-Newton 
deformable part model에 기반한 자동 안면 특징점 추출 알고리
즘19)을 활용하여 안면의 주요 특징점을 추출한다. 안면 특징점을 추
출하는 알고리즘 계열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 가변부분모델
(deformable part model)에 기반을 둔 방법인데, 이는 얼굴을 수
십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들의 외관(appearance) 특징 및 
부분간의 위치변화를 모델링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
법은 가변부분모델 계열의 방법 중 하나로 Gauss-Newton 최적화
를 활용하여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방법이다.

Fig. 5. Facial landmark points extraction and width features for 
calculating facial asymmetry index.

    Fig. 5에 안면의 특징점 추출 결과 예시와 안면 비대칭 지수, 
Facial Asymmetry Index (FAI) 계산과정을 도시하였다. 특징점 
추출 후에 눈, 코, 입 위치에서 얼굴 폭을 이루는 경계점까지 길이
를 추출한다. 정중면으로부터 좌우방향 길이를 비교하여 안면 비대
칭 지수를 수식 (1)과 같이 계산한다. 

  
 
  



 (1)

    정중면은 Y-Z 평면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므로 X-Y평면상에
서 좌우방향 길이만 비교하면 된다. 은 좌우방향 길이를 비교할 
위치의 개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눈, 코, 입의 총 3개의 위치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는 좌측 방향 얼굴 경
계점의 x좌표이며, 는 우측 방향 얼굴 경계점의 x좌표이다. 
는 음수이며, 는 양수이므로, 두 수치의 합의 절대값은 좌우
길이 차이의 절대값과 같다. 좌우 경계점 쌍의 y좌표는 항상 같으
므로 x좌표만 비교하면 된다. 완벽히 좌우 대칭인 경우에 FAI 는 
0이 되며, 값이 커질수록 비대칭 정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3) 체형 비대칭 지수 계산
    체형 비대칭 지수도 안면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안면의 경우에
는 눈, 코, 입 등의 주요 특징점들의 추출이 비교적 용이하나,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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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외형 정보로만 특징점들의 위치를 정의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체형의 주요부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컬러 마
커를 활용하였다. 

Fig. 6. Calculating body index asymmetry index 

    Fig. 6에 컬러마커 기준 위치에서 체형 비대칭 지수, Body 
Asymmetry Index (BAI) 계산을 위한 측정 지점을 나타내었다. 측
정 지점은 사상체질 체형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 겨드랑이, 
가슴, 늑골, 허리, 장골, 곡골 위치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체형의 주요부위에 컬러 마커를 부착하고 자동화된 컬러 마커 검출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위치검출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각 마커의 위
치를 기반으로 안면과 유사하게 정중면 기준으로 좌우 경계점까지 
길이를 비교하여 체형 비대칭 지수, Body Asymmetry Index 
(BAI) 를 수식 (2)와 같이 계산한다. 계산식은 안면의 경우와 동일
하다.

  
 
  



 (2)

3. 실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된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대칭 지수
가 얼마나 반복성 있게 계산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안면
과 체형 모형을 각 10회 측정하고 비대칭 지수의 반복도 평가를 
수행한다. 안면 모형에서는 3종류 길이값을 추출하고 안면 비대칭 
지수를 계산하며, 체형 모형에서는 6종류 길이값을 추출하고 체형 
비대칭 지수를 계산한다. 동일한 각 10회 측정에 대해서 3차원 편
집작업에 숙련된 사람이 3D 모델 편집툴을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서 특징점들을 수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대칭 지
수의 표준편차와 제안된 자동화 알고리즘에 의한 비대칭 지수의 표
준편차를 비교한다.

결    과

1. 3차원 재구성 결과
    Fig. 7에 3차원 재구성된 안면과 체형의 예시를 보였다. 3차원 

모델은 측정 당시 카메라와 이루는 자세에 따라서 초기자세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에서 안면 모델이 기준좌표축에 대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정중
면 자동 설정 방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좌표계로 10회 측정한 각각
의 3차원 모델이 같은 자세로 정렬되고 비대칭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7. 3D face and body reconstruction examples

2. 안면 비대칭 지수
    동일한 안면 모형에 대해서 3차원 측정을 10회 실시하였다. 
10개의 3차원 재구성된 모델에 자동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안면 비
대칭 지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모
든 3차원 모델을 동일한 자세로 정렬한 후, 특징점들을 지정하여 
그 좌표값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안면 비대칭 지수를 계산하였
다. Table 1에 10회 실험에 대한 비교 결과를 정리하였다. 자동화
된 방법에 의한 안면 비대칭 지수의 표준편차가 1.00 mm 이며, 이는 
수동으로 계측했을 때의 2.06 mm 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Repeatability results of facial asymmetry index

자동 (mm) 수동 (mm)
1회 3.76 7.68 
2회 4.36 2.38 
3회 2.61 5.22 
4회 2.22 1.60 
5회 4.98 7.19 
6회 5.48 3.32 
7회 4.08 6.17 
8회 4.27 2.36 
9회 2.71 4.25 
10회 4.11 2.65 
평균 3.86 2.14 

표준편차 1.00 2.06 

3. 체형 비대칭 지수
    체형 모형을 이용한 실험도 안면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동일
한 체형 모형에 대해서 10회 측정을 수행하였고, 10개의 3차원 재
구성된 모델에 대해서 자동 및 수동 방법에 의해서 체형 비대칭 지
수를 계산하였다. 
    Table 2에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자동 계산된 체형 비대칭 
지수의 표준편차가 1.22 mm 이며 수동으로 계측했을 때에는 3.44 
mm 으로, 안면 모형 실험과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방법이 더 반복
도가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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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eatability results of body asymmetry index

자동 (mm) 수동 (mm)
1회 10.51 19.72 
2회 10.50 12.53 
3회 13.05 18.40 
4회 8.88 11.25 
5회 10.22 13.59 
6회 9.40 9.81 
7회 10.48 12.22 
8회 8.49 9.22 
9회 9.32 10.57 
10회 9.43 9.85 
평균 10.03 12.71 

표준편차 1.22 3.44 

고    찰

    인체의 외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상의학, 형상의학, 
근골격계 질환 진단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과거에는 
줄자, 버니어 캘리퍼스, 2차원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외형을 측정
하였으나, 3차원 측정기기의 발달로 점점 3차원 측정의 빈도가 높
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의 치열한 범용 깊이 카메라 시
장 경쟁에 의해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3차원 측정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량 보급이 가능한 범용 깊이 카메
라 기반 3차원 측정을 한의 진단에 응용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2차원 측정과 3차원 측정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연하게도 3차원 형상 정보 유무에 있다. 
즉 2차원 측정은 2차원 상의 거리, 각도 등을 얻게 되는데, 3차원 
측정은 3차원 상의 거리, 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예로, 두 눈
동자 사이 거리는 직선거리(Euclidean distance)와 표면거리
(surface distance)로 나눌 수 있는데, 직선거리는 2차원 측정에서
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표면거리는 3차원 측정에서만 가능하다. 
    둘째는 크기 정보의 측정 가능 여부이다. 2차원 측정은 기본적
으로 단일 측정으로는 실제 대상물의 크기 정보 측정이 불가능한
데, 이는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면 물체가 크게 나오고 멀리서 찍으
면 작게 나오는 당연한 이치이다. 2차원 측정으로 크기 정보를 알
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눈금자 등을 대상물체와 동일거리에 놓고 
같이 촬영한 후 실제 크기를 추정하는 방식 등이 필요한데, 이 과
정에서 불필요한 오차가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3차원 측정은 거리
측정이 가능하므로 크기 정보 측정에 장점이 있는데, 관련된 사전
연구로 Microsoft Kinect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 정보
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3차원 측정이 기존 2차원 측정을 대체하여 
안면 진단기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 적이 있다13).
    셋째는 시점(viewpoint) 변경 가능 여부이다. 2차원 측정은 측
정 당시 카메라와 피험자간의 상대 위치 및 자세에 의해서 시점이 
결정되고 측정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측정 당시 정확
한 시점 제어가 되지 않은 데이터는 큰 오차를 포함하게 되고 추후 
보정도 힘들다. 3차원 측정의 경우에는 측정 후에 3차원 재구성된 
데이터를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람이 이동, 회전 등의 자
세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점 불일치에 따른 오차는 자동화된 알

고리즘 혹은 수동 조작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3차원 측정의 장점 중 자동화된 시점 변경이 가능함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자세보정은 인체의 비대칭 정도 분석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데, 
촬영당시 결정된 카메라와 측정대상과의 위치관계에 의해서 동일한 
측정대상에 대한 비대칭 지수가 변화한다면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
제가 있다. 2차원측정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3차원 측
정에서도 분석과정에서 사람의 수작업에 의한 오차요인 등이 발생
할 확률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깊이 카메라 2대를 스테레오 형태로 배치
한 인체의 3차원 측정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비대칭 분석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동화 알고리
즘을 구현하여 수작업을 동반한 분석보다 효과적임을 보였다. 안면 
모형에 대한 10회 반복 실험에서 자동화된 방법에 의한 안면 비대
칭 지수의 표준편차는 1.00 mm로 수동으로 계측했을 때의 2.06 
mm 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형의 경우에도 자동화된 
방법의 경우 체형 비대칭 지수의 표준편차가 1.22 mm 로 수동으
로 계측했을 때의 3.44 mm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비대칭 분석은 사람의 수작업에 
비해서 반복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
여 알고리즘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큰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사람이 확인하여 수정할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전히 분
석 과정에서 사람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동화된 분석 결과에 
대한 확신도에 해당하는 값을 알고리즘이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사
람의 모니터링 과정이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3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사용
자 입력을 통한 특징점 지정, 수정 작업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2차원 측정에 비해서 카
메라와 피험자의 자세에 대한 제약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어느 정
도 기준 자세는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상할 수 있는 
기준 자세정보는 자동 분석 알고리즘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
으며, 또한 수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도 작업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최근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산업과 연관되어 깊이 
카메라의 하드웨어 성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3차원 영상의 
자동 분석 기술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극적
인 활용이 한의 진단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인체 외형의 3차원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자동화된 방법에 의한 비대칭 분석을 수행하였
다. 깊이 카메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3차원 측정기
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정이나 소규모 
한의원에서도 부담없이 3차원 측정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3차원 측정이 가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여전히 분석에 있
어서 사람의 수작업이 많이 존재하며, 이는 측정 신뢰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기기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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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분석에 있어서 자동
화된 알고리즘이 수작업을 통한 분석보다 반복성이 높음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체의 형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된 알고
리즘이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꾸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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