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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을 이용한 3D 헤어스타일 시뮬레이터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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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3D Hair Style Simulator using Aug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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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신 증가현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연구 및 

개발되어지고 있다. 특히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실시간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헤어스타일 시뮬레

이터에 대한 연구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왔으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제품들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2D 헤어스타일 시뮬레이터가 대부분이고,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3D 헤어스타일 시뮬레이터일지라도 NUI의 기능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의 핵심

인 NUI와 EHCI 기반의 3D 헤어스타일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그리고 10명의 사용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3D 

헤어스타일 시뮬레이터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주제어 : 증강현실, 3D 헤어스타일, 시뮬레이터, OpenCV, 웹캠, NUI

Abstract  Recent,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AR(Augmented Reality). And various AR application programs 

using the latest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In particular, researches about hair style 

simulator have been conducted for a long time. It can experience real-time a variety of hair styles to fit the 

taste of the customer. And some company has conducted the hair style simulator services. However, the most 

service products are the 2D hair style simulator did not apply the AR technology. Even though 3D hair style 

simulator has applied AR technology, a function of the NUI was lack. Therefore, in this paper have developed 

the 3D hair style simulator based on the core technology of AR like NUI as well as EHCI. 10 people was 

experienced the 3D hair style simulator. Finally, in this paper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3D hair styl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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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C 환경에서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된 증강 실은 사

용자가 으로 보는 실세계에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의 

객체를 겹쳐서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는 가상 실 기술

의 한 분야이다. 증강 실을 구 하기 해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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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실 SDK는 컴퓨터의 운 체제, 개발환경  사용

기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증강

실 SDK의 종류는 [1]과 같다. 그러나 증강 실 SDK의 

부분은 Marker를 기본 으로 사용하여 카메라가 

Marker의 네 모서리를 모두 보여  때만 증강 실의 기

능을 제 로 발휘하게 되는 것들이 부분이다. 물론 

Markerless 증강 실 SDK도 있지만 충분한 데이터베이

스가 구축되어지지 않으면 실용화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강 실 SDK를 사용

한 증강 실 응용 로그램 개발을 해 HCI(Human 

Computer Interface)의 기능을 향상시켜왔으며 증강 실 

응용 로그램 개발에 필수 인 요소가 되었다. 그 에

서도 NUI(Natural User Interface)는 HCI의 성장과 함

께 증강 실 응용 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필수 인 

UI(User Interface)가 되었다. NUI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

과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웹캠 등과 같은 카메

라를 기반으로 인체의 동작 등을 UI의 기본 도구로 사용

하는 최신 기술이다. 최근 3D Virtual Fitting Room[4]  

3D Virtual Hair Style Simulator 등과 같이 NUI를 사용

한 응용 로그램들이 출시되었다. 그러나 3D Virtual 

Hair Style Simulator는 아직도 키보드나 마우스를 기본

으로 사용하면서 부분 으로 NUI를 사용하고 있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캠을 사용한 증강 실 기술 

기반의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를 설계하고 구 하기 

해 OpenCV[3]  EHCI[2]를 사용한다. EHCI(Enhanced 

human computer interface through webcam image 

processing library)는 인간의 머리, 손  신 등의 움직

임으로부터 이벤트를 생성하기 한 OpenCV 기반의 웹

캠 이미지 처리 라이 러리이다.

본 논문의 구성과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논문의 주제와 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체 시스템의 구성에 하여 기술

한다. 4장에서는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에서 사용될 헤

어스타일 모델링에 하여 기술하고, 5장에서는 NUI의 

설계에 하여 기술한다. 6장에서는 시스템의 구  결과

에 하여 기술하고, 마지막 7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

구 과제에 하여 기술하고 끝을 맺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2D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 개발과 련된 다수

의 연구결과들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를 개발하기 해서는 얼굴의 특징 을 인식하고 

추 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OpenCV 환경에

서 4개의 얼굴 특징 을 기반으로 3D 얼굴 자세 추  시

스템[5]이 개발되어졌으며, 한 얼굴 특징 을 기반으

로 가상 안경 시뮬 이션[6]을 개발한 연구 결과도 있었

다. 그리고 3D 얼굴 추 을 이용한 증강 실 시스템[7]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 결과들은 얼굴 특징 을 

이용한 얼굴 추 이 목 이므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  

활용 부분과는 직 으로 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

론 얼굴 추 에 한 부분은 참고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연구결

과로는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션 시스템[8], Optimus 

Prime, Virtual hairdresser[9]  HairART[10] 등이 있는

데, [8, 9]는 사업성이 가능한 결과들이며, [10]은 이미 기

업체에서 제품화하여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좋은 사

례이다. 그러나 증강 실 기술을 사용하는 비 이 본 논

문과 비교하면 다소 약하며 기존의 HCI와 같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NUI의 기능이 불편

하다. 추가 으로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한 3D 가상 피

룸 시뮬 이터의 개발[11]에 한 연구가 있었는데, 웹캠 

상의 가운데에 의상을 고정시켜놓고 고객이 본인의 신

체에 맞게 조 해보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한 2D 헤

어스타일 시뮬 이션의 사례 연구[12]가 있었고, 증강

실  가상 체험기반 헤어스타일 앱 사용자 데이터 해석

과 평가분석[13,14]이 있었으며, 웹캠을 이용한 실시간 얼

굴인식과 이상  헤어스타일 용방법에 한 연구[15]

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체험해볼 수 있는 시뮬 이션으

로 구 되지 않고 분석  이론 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3.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본 논문은 웹캠으로 실시간 캡처한 얼굴 상에 3D 헤

어스타일 모델을 사용자의 머리에 시뮬 이션해볼 수 있

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Development of the 3D Hair Style Simulator using Augmented Rea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1

[Fig. 1] System Configuration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시스템의 구성

도이다. 3D 헤어스타일 모델은 3D Studio MAX를 사용

하여 모델링하고, 모델링한 헤어스타일은 Wavefront 

OBJ 일(*.obj, 이하 OBJ 일)로 장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Obj 일은 객체의 Material 일(*.mtl)을 함

께 생성하게 되는데, Texture Mapping에 사용된 2D 이

미지 일을 Portable Network Graphics 일(*.png, 이

하 PNG 일)로 장하여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투명도 

값을 가질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

문에서 실험에 사용한 웹캠은 720p 이상의 해상도를 지

원한다.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는 MS Visual Studio 

C++ 환경에서 최신 버 의 OpenCV, OpenGL  EHCI

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진다.

4. 헤어스타일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는 

2D  3D 환경을 기본 으로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2D 헤어스타일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션

을 각각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분한다. 그래서 2D 헤어스

타일 모델은 [Fig. 2]와 같이 헤어스타일 사진을 

Photoshop에서 헤어스타일 시뮬 이션에 맞게 편집하고 

투명도를 해 PNG 일로 장하여 사용한다. 한 

[Fig. 3]과 같은 3D 헤어스타일 모델은 3D Studio MAX

를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약 10,000개 내외의 정 들로 

구성되어진 3D 헤어스타일 모델은 OBJ 일로 장하

며, Material 일(*.mtl)을 함께 생성한다.

[Fig. 2] Models of 2D hair style

[Fig. 3] Models of 3D hair style

이때 Material 일에서 호출하는 Texture Map 일

은 투명도를 해 PNG 일로 장한다. 헤어스타일 시

뮬 이터에서 사용할 2D  3D 헤어스타일 모델을 생성

할 때 주의할 은 시뮬 이터에서 웹캠으로부터 캡처된 

상 에 2D  3D 헤어스타일 모델을 올려놓는 방법으

로 실행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모델의 뒷부분 즉, 뒤통

수 부분의 헤어가 사용자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 그러

므로 사용자의 얼굴이 잘 보여 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

분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5. NUI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는 웹캠

이 설치된 PC에서 쉽게 시뮬 이션해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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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NUI를 기반으

로 하고 있으며, 표 인 기능으로는 헤어스타일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좌우 이동, 축소  확 , 카메

라 사진 촬   동 상 촬  등이 있다.   [Fig. 4]는 이

와 같은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안이다. 아래 부분의 헤어스타일 이미지들은 사용자가 

2D  3D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재 선택한 헤어스타

일의 치를 악하고 이   이후의 헤어스타일을 선

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것이다.

[Fig. 4] Design of NUI

그리고 NUI들은 사용자가 손  손가락 등으로 모니

터를 보면서 선택하게 되면 실행되는 메뉴들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손동작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  사용할 수 있으며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6. 시스템 구현결과

본 논문의 결과물인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는 웹캠이 

설치된 PC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다양한 

2D  3D 헤어스타일을 사용자의 머리에 맞게 직  시뮬

이션해볼 수 있도록 하기 한 시스템이다. [Fig. 5]는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2D 헤어스타일을 시

뮬 이션해본 결과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NUI를 기

반으로 헤어스타일의 크기를 축소  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의 종류를 좌우 이동 버튼을 사

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니터만 

보면서 손동작으로 모든 메뉴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를 10명의 학생들

로 하여  체험을 시켜본 결과, NUI 기반의 메뉴들을 손

동작으로 선택하 을 때 그 기능들이 매우 직감 이고 

편리하다고 하 다. 한 웹캠을 기반으로 하는 NUI 방

식으로 모든 메뉴들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모니터로부

터 1∼3M 정도 당히 떨어진 거리에서도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어 의상과 함께 헤어스타일 코디를 해서도 매

우 유익하다고 하 다.

[Fig. 5] Result of 2D hair style simulation

그러나 2D 헤어스타일 시뮬 이션의 경우에는 웹캠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만 제 로 시뮬 이션해 볼 수 있

도록 제한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2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는 좌우 이동  회 에는 부 합하다는 단 을 가

지고 있다.

[Fig. 6]은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3D 헤

어스타일 시뮬 이션을 해본 결과이다.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서 2D 헤어스타일 시뮬 이션과 다른 부분은 사용

자가 머리를 좌우 이동  회 을 할 때 3D 헤어스타일 

모델이 사용자 얼굴의 치  회  각도를 인식하여 동

일하게 이동  회 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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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facial feature point extracting

(B) Select of a 3D hair style model

(C) Screen shots of 3D hair style simulation

[Fig. 6] The result of 3D hair style simulation

이를 해서 사용되는 것이 EHCI이다. 즉, 사용자의 

얼굴 특징 을 인식하고 연속된 임에서 추 해나감

으로서 3D 헤어스타일 모델의 치와 회 을 가능하게 

한다. 한 머리의 크기, 웹캠으로부터 머리까지의 거리 

 치 등은 Calibration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되어 별

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3D 헤어스타

일 시뮬 이터를 10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체험  평

가를 실시하 으며, 체험과 평가 항목  결과는 <Table 

1>과 같다.

Question Item Num

Which is the good performance better 

in 2D and 3D?

2D 3

3D 7

Does the hair style model go well along 

your head part when you move or 

rotate your head part?

Yes 8

No 2

What is the limit range of the angle in 

which the 3D hair style simulator 

works best ?

Up

<Table 2>
Down

Left

Right

<Table 1> Questionnaire for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그 결과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가 2D 헤어스타일 

시뮬 이션보다 훨씬 더 직감 이고 입체 이어서 성능 

 효율성 부분에 한 정 인 평가를 보 다. 그러나 

<Table 2>와 같이 상하좌우로 머리를 각각 회 시킬 때 

3D 헤어스타일 모델이 제 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이 

발생하는 단 이 있어 향후 보완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Angle

Dir
0 30 45 60 90

Up 100 100 100 90 0

Down 100 100 50 0 0

Left 100 100 100 90 0

Right 100 100 100 90 0

<Table 2> The success ratio of hair style 

simulation by recognition of face 

feature point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and angle.(%)

<Table 2>의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의 성공률은 머

리를 상하좌우로 회 시킬 때 헤어스타일 모델이 머리의 

방 각에 맞게 얼마나 합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따

라가는지에 해 실험한 성공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공률이 낮은 것은 머리를 상하좌우로 회 할수록 웹캠

으로부터 얼굴 특징 이 제 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때

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알고리즘의 개선  향상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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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3D 헤어

스타일 시뮬 이션의 정 실행 환경은 Windows 

XP/7/8, 2GB 이상의 RAM이 설치된 PC에 웹캠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웹캠은 720p 이상 의 고화질일수

록 좋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의 결과물은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로서 

720p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웹캠이 설치된 PC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시뮬 이션해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본 논문의 결과물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연동하

면 실시간으로 본인의 머리에 잘 맞는 각종 헤어스타일

을 2D  3D로 직  체험해볼 수 있는 매우 효율 인 장

 때문에 미용 분야 업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고 기 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는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가발, 수염  모자 등과 

같이 머리에 쓰고, 각종 액세서리 등과 같이 귀에 걸고, 

안경 등과 같이 에 쓰는 등의 다양한 시뮬 이션 분야

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으로 연구  개

발해야할 분야이기도 하다. 3D 헤어스타일 시뮬 이터에

서 사용하고 있는 3D 헤어스타일 모델은 2D 헤어스타일 

모델에 비하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

하면 3D 헤어스타일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한 올씩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형식으로 모델

링하고 Texture Map을 사용하여 Mapping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3D 헤어스타일 모델이 2D 

헤어스타일 모델처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한 방법에 해서도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한 사

용자의 머리의 크기와 형태에 맞게 헤어스타일 모델이 

자동 으로 맞도록 조정되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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