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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 특히 얼굴  피부색은 칼라 상의 화질 평가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칼라를 용하는 장치에는 효과

으로 피부색을 보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의 방법은 선호 피부색 역의 심 값을 기 으로 피부색을 보정하 다. 하지

만 피부색에 한 찰자의 주 인 평가를 통하여 선호 피부색을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피부색이 선호 피부색 역의 

심과 일치하지 않으며 한 하나의 우세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인종에 한 다 의 선호색을 이

용하여 선호 피부색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 , 각 인종에 하여 밝기에 따른 다 의 선호 피부색을 결정한다. 그 

후 피부색 역을 검출하고 각 인종의 평균 피부색과 검출된 각 피부색 역의 평균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검출된 피부색 

역에 한 인종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각 선택된 역에 하여 다 의 선호피부색  하나의 응되는 선호 피부색을 결정한

다. 마지막으로 입력 피부색은 부드러운 피부색 재 을 해 선택된 선호 피부색과의 차이에 비율 으로 보정된다. 실험을 통

하여 제안한 방법과 이  방법을 비교하 고, 주  평가에서 제안한 방법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a color image, people and especially facial patterns are important and interesting visual objects. Thus, effective skin 

color reproduction is essential, as skin color is a key memory color in color application systems. Previous studies 

suggested skin color reproduction by mapping only to the center value of preferred skin region. However, it is not suitable 

to determine one preference color because preference color from the observer’s preference test is not dominant. In this 

paper, skin color reproduction using multiple preferred skin colors for each race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first 

defines multiple preferred skin colors for each race according to their luminance level. After that, skin region is detected in 

an image. The race is then selected by calculating distance between average chromaticity of detected region and that of 

each racial skin from a database to assign preferred skin color for each race. Next, each corresponding preferred skin color 

is determined for each selected race. Finally, input skin color is proportionally mapped toward preferred skin color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put skin color and the preferred skin color for a smoothly reproduced skin color.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method gives better color correction o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valuation 

than the previous methods.

      Keywords : color reproduction, preferred skin color 

Ⅰ. 서  론

상 출력 장치의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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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LCD, PDP, 린터, 복합기 등의 여러 기술들

이 개발되어 리 상용화 되고 있다. 이러한 디스

이 장치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상을 출력함으로써 서

로 다른 색을 재 하기 때문에, 재 된 색이 얼마나 사

실 이고 자연스러운 것인가가 주된 심사가 되고 있

다. 한 사용자는 디스 이 장치의 상 정보가 보

다 사실감 있게 는 더 향상된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

한다. 따라서 색상 개선, 잡음 제거  고선명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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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색상 개선

은 디스 이 장치의 화질을 개선하기 한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디스 이 장치에서 화질을 평가하는 요소들  하

나가 사람의 기억색(memory color)이다. 기억색은 사용

자의 선호도와 선호색 재 에 요한 역할을 한다.[1～4] 

를 들어 하늘색이나 잔디색, 과일색, 피부색 등은 측

색에 의한 재 보다는 오히려 채도를 좀 더 높게 함으

로써 고화질의 상을 재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

이 원 상의 정확한 측색 인 재 보다도 자신들이 기

억하고 있는 기억색으로 재 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

다. Huib de Ridder은 채도와 화질의 계를 실험을 통

해 확인하 고, 그 결과 이미지의 화질은 평균 채도보

다 높을 때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여러 가지 기

억색 에서 특히 인간의 피부색은 TV화면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색으로, 화질 평가의 요한 

기억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디스 이의 화질 

개선을 해 피부색 재 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부색 재 과 련된 여러 연구들  Kao는 색 

변환 행렬을 사용하여 피부색을 재 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4] Sanger는 각 인종에 한 선호색 역을 타

원형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부색을 재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5] Ko는 선호 피부색을 향한 채도와 

색상 히스토그램을 이동을 사용하여 피부색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6]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상 체

에 하여 하나의 선호색 역의 심 값 는 하나의 

표 값 용하여 선호 피부색을 재 하여 정확한 선호

색 재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 의 선호 피부색을 사용하

여 피부색을 재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먼 , 각 인

종에 하여 밝기에 따른 다 의 선호 피부색을 결정한

다. 그 후 피부색 역을 검출하고 각 인종의 평균 피부

색과 검출된 각 피부색 역의 평균 값의 차이를 이용

하여 검출된 피부색 역에 한 인종을 선택한다. 다

음으로 각 선택된 역에 하여 다 의 선호피부색  

하나의 응되는 선호 피부색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입력 피부색은 부드러운 피부색 재 을 해 선택된 선

호 피부색과의 차이를 사용하여 비율 으로 보정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과 이  방법을 비교하 고, 

주  평가에서 제안한 방법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었다.

Ⅱ. 선호 피부색 재현 기법

본 논문에서는 다 의 선호 피부색을 사용하여 피부

색을 재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찰자에 의한 주

인 선호 피부색 실험을 통하여 인종별 다 의 선호 

피부색을 정하고, 입력 피부색에 응되는 선호 피부색

을 선택하여 이를 기 으로 피부색을 재 하고자 한다.

그림 1. 주  등  실험에 사용된 밝기 0.7에서의 얼

굴 패턴 상과 그 결과 

Fig. 1. The sample of 180 facial images in luminance 

level 0.7 and the result of preference test.

1. 선호 피부색의 분석 및 결정

선호 피부색에 한 찰자의 주  등 평과를 수

행하여 인종별 선호 피부색을 결정하 다.
[5]
 20  반

의 남자 62명과 여자 32명의 총 94명의 찰자에 하

여 암실에서 D65 원하에서 5분간의 빛에 한 순응을 

거친 다음 밝기에 따른 180개의 린트된 얼굴 상을 

찰하게 하 다. 이 실험을 통하여 찰자는 밝기에 

따른 선호하는 백인, 황인, 흑인의 피부색을 각각 우선

순 로 선택하게 하고 이를 등 에 따라 5 부터 1 까

지 부여하여 인종별 선호색을 결정하 다. 그림 1은 밝

기 0.7에 한 주  선호 피부색 등  조사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사람마다 선호색이 다르

지만 부분 상  4개의 얼굴패턴 한 평가가 체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색을 향하여 선호색 재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  4개의 선호색을 고려하여 선택 으로 선호

색을 재 하고자 한다. 이 게 결정된 인종별 밝기에 

따른 상  4개의 선호피부색은 분  도계(CS-1000)

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YCbCr 색 공간으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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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호색 사상에 용한다.

  

2. 영상에서의 피부색영역 검출

상에서 피부색은 Green 채 이나 Blue 채 의 값

보다 Red 채 의 값과 더 높은 상 계를 가지기 때

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Red, Green, 그리고 Blue 

성분에 의한 밝기 성분과 Green 과 Blue 성분에 의한 

밝기 성분의 차이를 이용하여 피부색의 역을 검출한

다. 즉, 피부색과 상 계가 높은 Red 채 을 포함한 

밝기와 제외한 밝기의 차이를 이용하여 피부색의 역

을 검출한다.[7] 모든 채 을 포함한 밝기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1)

Red 채 을 제외한 밝기 성분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2)

여기서  는 상의 픽셀 값(RGB)을 정규

화한 값이고 은 상의 총 픽셀수를 나타낸다. 이 게 

얻어진 두 밝기 성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한  식을 통해 얻어진 두 밝기 성분의 차이를 피부색 

상의 실험 결과에 의해 구해진 아래의 임계치를 용

하여 임계치 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부색 역으로 

검출한다.

백인 황인 흑인

밝기 픽셀수 분포 밝기 픽셀수 분포 밝기 픽셀수 분포

0 2 0% 0 151 0% 0 71304 2%

0.1 131 0% 0.1 5223 0% 0.1 449598 15%

0.2 7868 0% 0.2 69243 2% 0.2 661414 22%

0.3 113503 3% 0.3 266287 7% 0.3 577579 19%

0.4 335451 9% 0.4 507126 14% 0.4 483881 16%

0.5 572819 16% 0.5 689717 19% 0.5 332433 11%

0.6 687160 19% 0.6 734355 20% 0.6 196735 6%

0.7 722907 20% 0.7 652555 18% 0.7 108303 4%

0.8 613556 17% 0.8 381624 11% 0.8 69609 2%

0.9 388748 11% 0.9 201873 6% 0.9 48243 2%

1 147399 4% 1 83586 2% 1 52608 2%

표 1. 각 인종별 피부색의 밝기별 분포

Table 1. Distribution of skin for each race according to 

luminance level.

       ≤  ≤  
(4)

3. 검출된 피부색영역의 인종 선택

사진에 존재하는 인종에 해 선호색 재 을 해 우

선 상에서 검출된 피부색 역을 역별로 인종을 선

택한다. 이때 라벨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출된 피부

색 역을 블록별로 구분하고 각 블록의 평균 밝기와 

평균 색도를 구한다. 각 블록 별로 먼  평균 밝기를 이

용하여 구분하고 정해진 평균 밝기에 해서 구해진 평

균 색도 값과 각 인종의 피부색의 평균 값 사이의 유클

리드 거리를 최소로 하는 인종을 선택한다. 여기에 밝

기별 분포를 가 치로 용한다. 표 1은 각 인종별 피

부색의 밝기별 분포를 나타낸다. 한 여기에 사용되는 

각 인종의 피부색의 평균값은 앞서 선호 피부색 조사에 

서 얻어진 피부 역의 밝기별 색도 평균값을 사용한다. 

피부색 검출 역의 각 블록별 인종 선택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  첫 번째 선택된 블록의 평균 색도 값과 

각 인종의 평균 색도 값의 유클리드거리를 구하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 백인황인흑인   이고  과 은 
검출된 피부색 역의 각 블록 별로 구해진 평균 색도 값

이다. 그리고 은 각 인종별 피부색의 밝기별 분포를 

이용한 가 치이고, 과 은 각 인종별 피부색 

역의 평균 색도 값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각 인종의 피

부색의 평균 색도와 블록의 평균 색도의 유클리드 거리

를 최소로 하는 인종을 선택한다. 

     (6)

여기서 은 순서 로 백인, 황인, 흑인종을 나타내고, 

은   최소의 값을 가지게 하는 선택된 인종을 나타낸

다. 이 게 첫 번째 선택된 블록의 인종을 선택하 다. 다

음으로 피부색 역으로 검출된 역의 각 블록은 의 

과정을 수행하여 블록별로 용될 인종을 선택하게 된다.

4. 입력 피부색에 따른 선호 피부색 선택

입력 피부색에 따라 입력 픽셀을 포함하는 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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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선택하 다. 입력 픽셀에 따른 픽셀별 선호 피부

색을 선택하고자 한다. 앞서 결정된 인종별 4개의 선호 

피부색을 입력 피부색에 따라 선택 으로 용한다. 그

림 2는 입력 피부색에 따른 선호 피부색 선택 과정을 

나타낸다. 먼  입력 픽셀이 치한 역의 평균 색도 

값과 해당 역의 밝기에 해당하는 4개의 선호 피부색

의 색도 값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고 그 식은 다

음과 같다..

   
   

 (7)

여기서

    

 


이고 이는 다 의 선호 피부색 에 한 가 치 이다. 

즉, 선호 피부색 가 선호도 실험을 통해 획득한 수에 

한 비율을 에 한 가 치로 용한다. 는 입력 

픽셀이 치한 역의 밝기에 해당하는 4개의 선호 피부

색을 나타내고, 과 는 입력 픽셀이 치한 

역의 평균 색도 값을 나타내고, 와 는 다 의 선

호 피부색 각각의 색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선호 피부

색과 재 픽셀 블록의 평균 색도간의 최소의 유클리드 

거리를 가지게 하는 선호 피부색을 선택하고 그 식은 다

음과 같다.  

   
 

(8)

그림 2. 입력 피부색 역에 따른 선호 피부색 선택 

Fig. 2. Corresponding preferred skin color selection for 

each race.

여기서 는 입력 픽셀이 치한 역의 밝기에 해당하는 

4개의 선호 피부색을 순서 로 나타낸 것이고, 는 최

소의 유클리드 거리를 가지게 하는 입력 픽셀이 속한 

역에 해 용할 선택된 선호 피부색이다. 

5. 선택된 선호 피부색으로의 피부색 재현

앞 에서 검출된 피부 역의 인종을 선택하고 입력 

픽셀이 속한 역에 해 선호 피부색을 선택하 다. 

각 역별 열화된 피부색을 선호 피부색으로 피부색을 

보정하기 하여 입력 피부색과 선호피부색과의 차이에 

해 비율 으로 재 하여 피부색의 부드럽게 재 하고

자 한다. 즉, 입력 피부색과 선호 피부색간의 차이가 

으면 은 비율로 선호색 방향으로 색을 보정하고, 입

력 피부색과 선호 피부색의 차이가 크면 높은 비율로 

선호색 방향으로 색을 보정한다. 그림 3은 선호 피부색

으로의 비율 인 피부색 보정을 나타낸다. 선호 피부색

으로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9)

      (10)

여기서

     


      


이고, 와 는 보정된 피부색을 나타내고, 과 

는 입력 피부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각 

역에 해 선택된 선호 피부색을 나타낸다. 과 

그림 3. 선택된 선호 피부색으로의 피부색 재  

Fig. 3. The skin color correction toward selected 

preferred skin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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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드러운 색 재 을 한 비선형 인 가 치이고, 선

택된 선호 피부색과 입력 피부색의 차이에 피부색 역

의 와 의 최 값과 최소값의 차이(  와 

  )를 나  비율만큼을 선호 피부색 방향으로 보정

하기 해 사용된다.

Ⅲ. 실  험

일반 으로 선호색 재  알고리즘들은 기 이 되는 

실제 장면의 색 정보를 획득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에 의해 주 으로 평가된다. 제안한 선호색 재  

방법에 한 평가를 하여 주 인 평가방법인 

Z-score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실험은 20  반의 

45명(남자 35명, 여자 10명)의 찰자가 참여 하 고, 

린트된 입력 상과 Ko의 방법 그리고 제안한 방법

의 린트된 상  서로 비교하여 더 좋다고 생각되는 

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그림 4과 5는 

하나의 인종이 있는 그림 4(a)와 그림 5(a)는 원 상을 

(a)

  

(b)

(c)

그림 4. 선호 피부색 재  결과 

(a) 입력 상 (b) Ko의 방법 (c) 제안한 방법 

Fig. 4. Resulting images for preferres skin color 

reproduction. (a) input image (b) Ko et al. 

(c) proposed method.

(a) (b)

(c)

그림 6. 선호 피부색 재  결과 

(a) 입력 상 (b) Ko의 방법 (c) 제안한 방법 

Fig. 6. Resulting images for preferres skin color 

reproduction (a) input image (b) Ko et al. (c) 

proposed method.

(a)

  

(b)

(c)

그림 5. 선호 피부색 재  결과 (a) 입력 상 (b) Ko의 

방법 (c) 제안한 방법 

Fig. 5. Resulting images for preferred skin color 

reproduction (a) input image (b) Ko et al. 

(c)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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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Z-score를 이용한 선호 피부색 재  성능 평가

Fig. 7. Evaluation of skin tone reproduction using 

z-score.

나타내고, 그림 4(b)와 그림5(b)는 Ko의 방법으로 선호

색 재  후 결과 상이다. 그림 4(c)와 그림5(c)는 제

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 상이다. 그림 6은 다른 인종

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에 한 결과 상이다. 한 

그림 7은 그림 4, 5, 6을 포함한 6장의 상에 하여 

Z-score를 이용한 주 인 평과 결과이다. 그 결과 

상에 해 주  평가 결과 하나의 인종의 인물 상에 

해서는 이 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이 유사한 결과를 

보 으나, 여러 인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에 하여

는 제안한 방법이 여러 인종에 하여 동시에 선호색으

로 보정하여 타사의 방법 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

호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인종별 다 의 선호 피부색을 이용하여 피

부색을 재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먼  주

등  평가를 통해 인종별 선호 피부색을 결정하고, 

상에서 피부색 역을 검출하여 그 부분의 인종을 선택

하고 인종에 해당하는 다 의 선호 피부색과 입력 피부

색과의 계를 이용해 하나의 선호 피부색을 선택한다. 

그 후 선택된 선호 피부색으로 재 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선호 피부색 재 이 이  방법과

의 주 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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