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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맞춤형 의류를 설계 및 제조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의복 설계의 근거 데이터를 얻는 
단계로 인체의 주요 치수를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체의 치수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줄자를 이용하는 것이나, 피측정자와 
측정자 간의 신체적 접촉에 의한 불편, 측정 
부위의 한정 및 측정 정밀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광학 
및 화상을 이용한 신체 측정 방법이 일부 
보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신체 측정으로 Texas Austin 및 Cornell 
대학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1), 2) 기본 
원리는 다수의 레이저를 이동하면서 인체에 
조사하여 인체 표면에서 산란 혹은 반사되는 
신호를 감지하고 레이저 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3 차원적인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러한 방법은 
[TC]2, Acustom Apparel, SYMCAD, BOSS-21, 
VITUS, Human Solution 등의 다수의 업체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레이저 스캔 방식은 
정확하고 밀도있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탈복 혹은 
환복이 필요한 취약점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지점에서 획득한 화상을 이용하여 3 차원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는  스테레오 방식 3),4) 및 
백색광과 프로젝터를 사용한 방식 5)도 있으나 
의복 불투과성으로 인한 정밀도의 한계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맞춤형 의류 제작시 
필요한 스캐닝 기술과 공정 연계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인체 측정 방법 
 

일반적인 신체 치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는 
물리적 신호 감지 단계로 인체에 물리적인 
에너지를 가하여 표면에서 반사 혹은 산란되는 
신호를 감지하여 감지된 위치와 같이 메모리에 
기억한다. 물리적 매체를 발생하는 신호원 
(source)와 검출기(detector)가 항상 세트로 같이 
사용된다. 신체 측정에 사용 가능한 물리적 
매체는 레이저, 가시광 등이 있으나, 의복 
투과형 매체가 필요하다. 투과형 매체로 
대표적인 것은 X-ray 로서 상당히 정밀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피폭 문제로 
측정에 제한이 많다. 일부에서는 RF 의 일종인 
밀리미터파(MMW)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6)  
밀리미터파는 의복만 투과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상도가 
낮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체는 측정 대상으로는 사이즈가 큰 
편이므로 신호원에서 매체에 의한 신호 발생과 
검출기에서 신호의 수집이 고속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신호원과 검출기가 이동하면서 
위치 정보와 검출 신호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므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발생하고 저장이 
필요하다. 

둘째, 재구성(reconstruction) 단계로 메모리 
상의 감지 신호와 신호 감지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 3 차원 
이미지로 복원한다. 신호 수집시 취득한 
원신호 데이터는 수 GB ~ 수 TB 에 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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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수학적인 변환을 하고 위치 데이터와 
연동시켜야 하므로 GPU 나 FPGA 등의 
H/W 레벨의 고속 연산 장치 및 분산/병렬 처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는 개인의 신체 정보로서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므로 정보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치수 획득 단계로 3 차원 이미지로 
부터 인체 포인트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인체 
인식 알고리즘으로 주요 치수를 연산한다. 
3 차원 이미지에서 경계를 추출하고, 신체의 
주요 부위를 인식할 수 있는 연구 사례가 이미 
상당수 개발되어 있다. 

 

 
Fig. 1 Constructions of 3D image processing H/W 

 
3. 신호 처리 H/W 구성  

 
일반적으로 3 차원 이미지를 위한 고속 

신호 처리 H/W 는 신호 수집, FPGA, GPU 모듈 
등이 PC 와 함께 사용된다. 각각의 보드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DMA 로 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OS 는 메모리 용량관계로 64bit 로 구동되어야 
한다. Fig. 1 은 고속 신호 처리 모듈을 조합한 
것이다. 신호 수집 및 GPU 보드가 사용되는 
경우는 상용 H/W 로 구성이 가능하나 보드 
사이의 전송되는 정보량이 많아 병목 현상을 
보일 수 있고 CPU 에서 전체 동작을 
제어하므로 S/W 해킹 가능성이 있다. 신호 
변환을 위하여 FPGA 를 신호처리 보드나 CPU 
보드쪽에 장착하는 경우는 상용 H/W 가 
비교적 적은 편이므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던다 대부분 직접 제작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구동 S/W 뿐만 아니라 FPGA 로직도 
제작해야 하는 점도 있으나, 정보가 FPGA 
레벨에서 처리되고 CPU 에서는 최종 결과만 
참고하면 되므로 보안성이 높다. 특히 초고속 
신호 수집 장치와 FPGA 가 하나의 보드로 
통합된 경우가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최근 인텔 등에서는 CPU, GPU 및 
FPGA 통합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경우 처리속도는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보안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의류 제조를 위한 

측정 원신호, 신호 처리 장치, 알고리즘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신호 처리 부분에서는 측정 
신호와 동시에 발생하는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성에 대하여 GPU 
혹은 FPGA 를 활용한 구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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