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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형상의학은 사상체질의학과 더불어  한국 한의학의 독

창 인 학설로서, 개체생리병리 체질론을 형상의학 인 측면에서 

완성한 이론이다. 개인의 특성을 시하는 변증시치가 한방 진단

과 치료기술의 핵심사항인 을 고려할 때, 임상 인 효율을 제

고하기 하여 환자의 형상 인 내용을 심으로 형색맥증의 합

일을 추구하는 진단기법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잘 표 하고 있다.

    형상의학과 사상체질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시 은 

객 인 진단의 표 화, 정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형상 으로 

살펴볼 때, 안면형태 진단으로 가능한 형상의학의 역은 담체-

방 체, 정신기  사과, 오장육부, 육경형이 가능하며, 그리고 안

면형태를 결정하는 특징 인 형상요소는 안면 외곽의 형태, 이목

구비와 안면의 면 ,  코의 형태와 안면부의 돌출함몰여부 등

을 들 수 있다. 이런 객 인 측정요소를 바탕으로 얼굴 용 스

캐 를 활용하여 안면형태의 특성을 유형화 객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자는 그 동안의 형태진단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1-6)
 

객 인 안면형태 진단기기를 개발하고자 먼  기 인 자료

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3차원 얼굴 용 스캐 (RFS-S100)의 개요

    RFS(Renai Facial Scan)-S1000은 사용이 편리하고 성능이 우

수한 고효율의 3차원 얼굴 용 스캐 로서, 기존의 범용 3차원 

스캐 보다 얼굴부분에 특화된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여 기술과 

편리성이 한층 증 된 매커니즘을 구 한 3차원 얼굴 용 스캐

이다. 

    RFS-S100 특징으로는 먼  손쉬운 조작법으로, 버튼의 조작

이나 사용이 간편하여 구나 조작이 가능하다. 한 인체에 무

해한 스캐닝 시스템으로서, 촬 부, 투사 모듈이 얼굴촬 에 특

화되어 있어서 인체에 무해할뿐더러 부심이 거의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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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다. RFS-S100의 하단에 장착된 바

퀴로 인해 가벼운 힘으로도 이동과 설치가 자유롭다. 한 실제 

얼굴을 보는듯한 3차원의 얼굴데이터 추출함으로써, 실제 얼굴을 

보는듯한 착각을 보일 만큼의 생생한 얼굴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1  미만의 짧은 촬 시간으로,  깜박임 정도의 짧

은 시간에 얼굴 촬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촬 기

시간이 필요 없다. 한 뛰어난 이미지 퀼리티로, 얼굴 데이터가 

480×640 해상도로 촬 되기 때문에 가상성형 작업에 최 화로 

정합된 얼굴데이터를 제공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웹기반이 편리

한 사용자 환경을 갖쳐서,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 없이 인터넷 연

결만으로 한 의 스캐 로 여러 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스캐

에서 촬 된 얼굴데이터가 웹서버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얼굴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더불어 기기의 

면에 카메라, 투사장치, 환풍구가 있으며, 후면에는 카메라 

on/off스 치, 수직이동버튼, 원스 치, 이블연결단자, 환풍

구가 있다. 

2. 3D 얼굴 스캐닝시스템 개발

 1) 3차원 데이터 생성

  (1) 공간 부호화 기법 원리

    슬릿  방식의 경우, 측정시간을 이면서 측정 정도를 높

이기 해서 가능한 한 미세한 슬릿 을 많이 투사하여야 하지

만, 동시에 수많은 슬릿 을 투사할 경우에 각각의 슬릿 이 

몇 번째 인지를 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한 측정

법으로 슬릿  방식과 함께  삼각법의 원리에 기 를 두고 있

는 공간 부호화 기법이 있다. 공간 부호화 기법은 투사 학계에 

액정소자 혹은 필름 등을 넣어서 측정할 피사체에 그림과 같은 

이미지 패턴을 투사하는데, 처음에는 큰 폭의 격자를 사용하고, 

다음에는 폭을 1/2씩 여가면서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하게 된다. 이 게 투사된 여러 장의 이미

지에서 빛이 맞았는지(NO), 차단되었는지(OFF)를 순차 으로 

따져서 몇 번째 슬릿 인 지를 악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평면 

방정식과 이미지센서이 직선 방정식의 교 으로부터 높이 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간 부호화 기법에서 측정 정도를 향상시키기 해

서는 격자의 폭을 최 한 가늘게 하여야 하지만, 격자의 폭이 가

늘어지면, 격자의 ON/OFF 가 불확실하게 되어 측정이 어려워

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가늘어진 격자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슬

릿  각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면을 측정하더라도 아주 작은 

삼각 면으로 측정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오차를 해결하기 해 상 처리 필터링으로 해결하 다.

  (2) 공간 부호 상 처리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원시 공간부호 상과 이를 3차원 모

델로 생성한 것으로, 많은 잡음과 함께 데이터 값 오차를 내포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업  가치를 가지기 해 상 처

리 필터링을 구 하여 높은 품질의 3차원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

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기 한 상 처리 필터링을 아

래에 나타내었다.

배경제거

인덱스오류제거

공간부로 세선화

공간부호 보간

홀 채우기

가우시안 필터

그림 1. 처리 과정도

    먼 , 측정 상체와 배경사이에 하는 픽셀의 공간 부호 

값이 일정값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측정 상체

의 역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상체의 상에서 Y방향으

로 공간 부호 값을 검색해 나아가면서 임계치를 벗어난 공간 부

호 값을 가진 픽셀을 제거하게 한다. 다음 과정은 공간 부호 상

을 세선화하고 세선화된 픽셀 사이를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세

분화된 공간 부호를 각 픽셀에 할당한다. 아래 그림은 세선화된 

상과 선형 보간화된 상을 나타낸다. 한 부가 으로 홀 채

우기와 가우시안 필터링을 거쳐 데이터의 품질을 극 화 하 다. 

  (3) 3차원 좌표 계산

    tm캐닝 시스템의 기하학  구조에서 W는 투사면(Stripe)의 

간격이고,  S는 투사된 n번째 Stripe에 존재하는 측정 상체 

표면의 한 (x, y, z)이며, 카메라 CCD 센서의 맺히는 이미지 좌

표(h, v)와 카메라 랜즈 (OL)을 지나는 직선상에 존재한다. 

따라서 평면과 직선 방정식을 통하여 S의 좌표 값을 다음 식으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계수 , , , ,ϴ는 Calibration을 통해서 

구해진다.

     식을 이용하면 상의 각 픽셀에서의 3차원 좌표값을 계

산해 낼 수 있다. 한 템 이트격자 구조를 이용하여 삼각화

를 수행하고 각 픽셀의 컬러값을 참조시킴으로서 최종 으로 컬

러 택스처맵을 가진 3차원 모델을 생성하 다. 아래 그림은 삼각

화를 수행한 3차원 폴리곤 데이터와 Texture Mapping된 형상 

데이터를 각각 나타내었다.

 2) 데이터 정합

  (1) ICP 정합

     일반 으로 상 물체는 부피를 가지며, 이러한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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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으로 인해 한 시 에서 모든 거리정보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얼굴의 완 한 3차원 모델을 구축하기 

해서는 그림과 같이 여러 시 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통합해야 

하며, 이를 해 3차원 스캐 의 지역 좌표 시스템 상에서 정의

된 측정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여러 시 에서 측정된 3차원 데이터는 각각의 지역 좌표 

시스템 상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3차원 데이터들을 하나의 좌표

계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정합(registration)이라고 한다. 즉, 3차

원 데이터가 얻어진 센서의 치와 시 들에 한 상 인 

계를 해석하여 아래식과 같이 모델같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강체 

변환 행렬(rigid transformation matrix)의 계산을 의미한다. 식(1)

에서 Pi, Qi,는 두 데이터간의 응 (corresponding point)  집

합이며, Pc,는 Pi,의 이다. T는 두 데이터간의 의 차이, R

은 공분산 행렬로부터 구한다.

    
E=∑

n

i=0

Q-R (P -P)T  2
        

    재 련 분야에서 ICP(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ICP 알고리즘은 입력된 모델들 간의 

응 을 찾고 이들 간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3차원 변환 라미

터를 반복 으로 구하는 최 화 알고리즘으로서 본 과제에서는 

IC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합을 수행한다.

  (2) Zippering 알고리즘

    Zippering이란 두 개 이상의 정합된 메쉬를 하나의 메쉬 모

델로 병합하는 것이다. 정합된 두 개의 메쉬 모델은 서로 상당부

분 겹치는 역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메쉬 모델로 통합하기 

해서는 겹치는 역을 제거한 후, 두 메쉬의 외곽을 서로 이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정렬된 두 개의 메쉬

를 하나의 메쉬로 통합한다.

정합메쉬모델(P, Q)

겹치는 역제거  

다각형 구성

다각형의 삼각화

통합완료

그림 2. 메쉬 모델의 통합과정도

  (3) Texture Map 합성

  완 한 얼굴 모델을 만들기 해서는 Texture Map이 포함되

어야 한다. 따라서 메쉬 정합뿐만 아니라, 각각의 메쉬가 포함하

고 있는 Texture Map 한 하나의 Texture Map으로 합성해야 

한다. Texture Map 좌표계는 2차원이며, 메쉬의 각 (vertex)은 

좌표값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Texture Map의 합성은 2차원 

평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얼굴의 형태 으로 원통 실린더와 비

슷한 형상이므로 그림과 같이 얼굴의 메쉬를 임의의 크기의 원

통실린더에 투 하고 투 된 Texture Map을 펼치면 2차원으로 

변환할 수 있다. 

 3) 스캐닝 시스템 개발

  (1) 투사 엔진 개발

    투사 엔진은 공간 부호화 방식 스캐 의 핵심 장치로서 

상 신호를 받아 Display 한 LCD소자를 강한 할로겐 원으로 

투 하고 이를 투사 랜즈로 확 하여 투사시키는 장치이다. 

  (2) 제어보드 개발

    제어보드는 PC로부터 명령신호를 받아 정해진 상을 만들

고 투사 엔진의 LCD에 상이 그려지도록 상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어보드의 구성도를 PC로부터 

RS232C 신호를 통해 명령을 받은 MCU가 FPGA칩으로 하여  

정해진 패턴을 그리도록 하며, 7072IC와 6100IC가 상신호로 변

환하여 LCD 패 에 보내 다.

  (3) 3차원 얼굴 용 스캐  개발

    개발된 스캐 의 헤드로 카메라, 투사 엔진, 제어보드, 외

부 조명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카메라는 480×640 해상도의 

IEEE 1394 방식의 CCD 카메라를 사용하 으며, 8 mm랜즈를 장

착하 다. 스캔 헤드의 스캔 역을 나타낸 것이 그 다음 그림이

다. 650 mm 거리에서 240×340 mm의 스캔 역을 가지도록 제

작하 다. 

  (4) 하드웨어 구동  3차원 데이터 생성 로그램 개발

    3차원 스캐 의 카메라와 투사 장치를 제어하여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패턴 투  이미지를 연속, 고속촬 하고, 획득된 

연속 투  이미지를 바탕으로 3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로그

램이다. 카메라 상을 볼 수 있는 창과 스캔에 련한 기능을 

가진 커튼들로 이루어져 있다. 촬 은 정면, 좌측, 우측 순으로 

스캔 헤드를 이동한 후, 해당되는 방향의 스캔 버튼을 르면 패

턴의 투 된 얼굴의 이미지를 약 1  이내로 데이터 생성에 필요

한 Sequence Image를 고속 촬 한다.

 4) 시스템 사양  정 도

항목 규격  처리능력

스캔 역 240*340 mm

스캔 속도 약 1  이내

스캔 거리 650~750 mm

스캔 방식 공간부호화 학식

텍스쳐 맵 24-bit color

카메라 해상도 480*640 pixels

인터페이스 IEEE 1394(Fire Wire), RS232C

원 100V~230V 50/60Hz

원 할로겐 150W 램

밝기 800 Lumens

3. 사용방법 지침

 1) 촬 시 주의  

   촬 할 모델이 앉아 있는 발끝과 기기와의 간격은 약 70cm정

도를 유지한다. 얼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모델의 기기기와의 

거리간격은 변경될 수 있다. 모델 등 뒤의 벽 색상은 단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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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류의 밝은 색상)인 벽이 좋다. 촬 시에 합하지 않은 

장소로는 직사 선이 내리 는 장소, 간  조명이 아닌 천장에서 

모델의 얼굴로 바로 비치는 조명이 설치된 장소 등이다. 그리고 

촬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로젝터를 꺼

도록한다. 장시간 사용 시, 고온 발생으로 인하여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2) 장비 치와 주변환경

    3D 스 인 S100모델은 화상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무엇보

다 조명환경이 요하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한 조명환경을 잘 

따라야 한다. (가) S100은 역  는 측 을 지양하며 주변조명은 

일반 형 등을 권장하며, (나) 불가피하게 역  발생 시 차  할 

수 있는 커튼을 사용하여 원을 가려 다. (외부의 태양 을 완

히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을 사용함)

 3) 피 촬 자의 촬 자세

    피 촬 자는 되도록 일정한 자세로 촬 하는 것이 좋다. 피 

촬 자는 허리를 세우고 시선과 목을 고정한다. 피 촬 자의 시

선은 S100(스캐 )에 부착한 시선 을 몸과 수직이 되도록 응시

한다. 피 촬 자의 면(오른쪽, 왼쪽)촬  시 시선 한 동일한 

높이와 방향을 응시하도록 한다. 

4. 3차원 안면 형상분석 내용

    안면 형상 계측안의 형상진단 역은 담체 방 체, 정신기  

4과, 오장육부, 육경형으로 구성된다7). 

 1) 형상진단 분류내용에 따른 안면형태 계측의 특징  요소

    담체 방 체에서 顔面의 면과 측면의 면 (크기) 비교치로

서 이루어진다. 방 체는 면〉측면이며, 담체는 측면〉 면이

다. 한 안면의 체 인 상태에서, 방 체는 체 으로 둥근 

(모나지않은) 상태이며, 담체는 체 으로 각진(뽀쪽한) 상태이

다. 그리고 코와 입의 상 인 크기 비교에서 방 체는 입이 크

다가 해당하고, 담체는 코가 크다가 해당한다. 

    정신기  4과에서 안면 외곽의 형태 찰이 요하다. 원형( 

둥근 원의 안면 형상), 역삼각형(상부의 두정부 이마가 발달되고 

하부의 턱이 약함), 정사각형이거나 마름모( 각진형으로 사각형 

형태), 계란형․물방울형․둥근 돌출형(상하로 조  긴 원형, 하

부 발달 물방울원형, 측면에서 보면 둥 게 원형으로 돌출한 형

태)를 기 으로 정신기 의 형상을 진단한다. 

    오장육부는 코입귀과 안면 크기(분포도) 비교에서, : 안

면에서 이 가장 크면 간장이 크다, 안면: 안면 비율이 이목구비

에 비하여 가장 크다면 심이 크다, 입: 안면에서 입이 가장 크면 

비장이 크다, 코: 안면에서 코가 가장 크면 폐장이 크다, 귀: 안면

에서 귀가 가장 크면 신장이 크다

    육경형은 , 코의 형태와 안면부의 돌출함몰여부로서 결정

된다.  

 2) 안면계측의 기  

    안면의 면 표  비례치는 안면의 세로 3: 안면의 가로 2 

이다. 세로는 발제에서 양 썹의 앙 ․양 썹 앙 에서 

코끝 ․코끝 에서 턱이 1:1:1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골도법 

기본인 1寸을 사용가능하다. 

 3) 안면형태 계측의 요 형태 부  요소

    顔面의 면과 측면의 면 (크기) 비교치 & 안면의 체

인 상태에서 담방 체를 구분한다. 즉, 면의 크기(면 )와 측면 

크기 계산에서 세로는 동일값이므로 면과 측면의 횡선 길이를 

비교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과 측면의 세로길이

    이마 정 앙 과 하악 정 앙  사이의 길이

  (2) 면의 횡선길이

    양 골  사이의 수평 길이 간격

  (3) 측면의 횡선길이

    귀 앞 에서 골사이의 수평 길이 간격  

  (4) 면의 면

    면의 세로길이* 면의 가로길이

  (5) 측면의 면

    측면의 세로길이* 측면의 가로길이 

     그 결과 방 체는 면의 면 >측면의 면 이며, 담체는 측

면의 면 > 면의 면 에 해당한다. 뿐만아니라, 형 인 방 체 

담체 사진 각각 10장씩 비하여, 사진 자료로서 표 인 모델 작

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형 인 사진에서 표 자료 탐색작업과 

면측면면  비교하는 두가지 방안 병행으로 작업 진행한다.

    안면 외곽의 형태의 정신기 은 먼  두정부와 두유 의 연

결선의 각, 정 앙 아랫 턱의 각, 측면 턱의 각, 골의 각을 심

으로 그 각도를 고려하며, 이마의 길이와 폭, 양 골 의 길이, 

양 턱의 길이와 폭을 비교 그리고 이마 정 앙 과 양 골  사

이의 길이를 비교한다. 그 결과 신과는 이마의 길이와 폭이 크고, 

두정부와 두유 의 연결선의 각이 크며, 하악 턱의 상호간의 길

이와 폭이 작다. 과는 하악 턱의 상호간의 길이와 폭이 크고, 이

마의 길이와 폭이 크고, 두정부와 두유 의 연결선의 각이 크다. 

정과와 기과는 차후 연구를 필요로 한다. 뿐만아니라, 형 인 정

신기  사과 사진 각각 10장씩 비하고 사진자료로서 표 인 

모델 작업을 함으로써, 형 인 사진에서 표 자료 탐색작업과 

각도 길이 폭 비교하는 두가지 방안 병행으로 작업 진행한다.  

    코입귀과 안면 크기(분포도) 비교의 오장형상 내용은 이목

구비의 길이와 크기 측정, 안면에서의 분포도 (모여있나 흩어져 

있나), 안면 체 크기와 비교함으로써 진행한다. 뿐만아니라, 

형 인 오장형 사진 각각 10장씩 비하고 사진 자료로서 표

인 모델 작업을 함으로써, 형 인 사진에서 표 자료 탐색작

업과 안면면  이목구비 크기 비교하는 두가지 방안 병행으로 

차후 작업 진행한다. 여기서 귀의 굴곡 인 입체  특성상 사진 

촬 과 감별 난해함을 극복하여야하는 문제가 있다. 

결    론 

    형상의학은 형색맥증의 합일을 추구하여 변증의 효율성을 

고취하는 한국 한의학 특유의 진단치료 방법이다. 형상의학의 핵

심인 형상 진단을 해서는 객  정량 으로 형상 유형을 구

분하는 진다기기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얼굴 용 스캐 를 활용함으로써 안면의 특성을 정량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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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에 형상의학 인 다양한 형상 유형을 구분하게 된

다. 안면에 한 면, 측면의 사진을 종합함으로써, 입체 인 안

면 형태를 구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담방 체․정신기

․오장육부․육경형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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