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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 추출과정에서 그림자나 조명에 의해 얼굴 표면이 손실되어 피부색 추출이 되지 않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된 얼굴 피부색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HSV를 이용한 방법은 조명에 의해 얼굴표
면이 밝게 비춰지는 경우에 피부색 추출과정에서 피부색 요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얼굴표면에 손실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부색을 추출한 뒤 손실된 피부 요소 중 HSV 색공간에서 피부색의 H 채널 값
범위에 있는 요소들을 판단하여 손실된 부분의 좌표와 원본 이미지 좌표의 결합을 통해 피부색이 손실되는 부분을 최소
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얼굴 검출 과정으로는 추출한 피부색 이미지에서 질감 특징정보를 나타내는 LBP Cascade
Classifier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였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RGB와 HSV 피부색 추출과 LBP 
Cascade Classifier 방법을 이용한 얼굴검출보다 검출률과 정확도는 각각 5.8%, 9.6%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주제어 : HSV 색변환, LBP, 캐스케이드 분류기, 피부색추출, 얼굴검출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facial skin color extraction method to solve the 
problem that facial surface is lost due to shadow or illumination in skin color extraction process and 
skin color extraction is not possible. In the conventional HSV method, when facial surface is brightly 
illuminated by light, the skin color component is lost in the skin color extraction process, so that a 
loss area appears on the face surfac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extract the skin color, 
determine the elements in the H channel value range of the skin color in the HSV color space among 
the lost skin elements, and combine the coordinates of the lost part with the coordinates of the original 
image, To minimize the number of In the face detection process, the face was detected using the LBP 
Cascade Classifier, which represents texture feature information in the extracted skin color imag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detection rate and accuracy by 5.8% 
and 9.6%, respectively, compared with conventional RGB and HSV skin color extraction and face 
detection using the LBP cascade classifi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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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가전제품, IOT, CCTV, 보안프로그램, 휴대폰, 
생체인식 등 많은 곳에서 얼굴 인식이 사용되고 있다. 얼
굴 검출[1,2]은 얼굴 인식[3,4]의 기초가 되는 기술로써 
정확하고 빠른 얼굴 검출 알고리즘이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얼굴 검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까지 향상 되었고 
보안에서의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객체 검출[5,6] 및 얼굴 
인식 처리 등 최근에는 검출률 향상 및 빠른 검출이 가능
한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7-11]

그러나 얼굴 검출은 얼굴의 방향, 조명의 변화, 얼굴의 
표정, 얼굴과 같은 형상, 폐색등과 같은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매우 민감해 얼굴 검출에 실패하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얼굴 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은 보안 등 중요한 얼굴 검출의 상황에서 검출을 실패하
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른 적절한 얼굴 검출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조명의 변화에 의해 피부색이 밝아짐
에 따라 피부색 추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얼굴을 검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손실된 피부색 영역에서 이미지의 피부색 요소를 
원본 이미지와 결합 하여 개선하였다.

2. 관련연구

2.1 Skin Color Extract
피부색 추출은 얼굴 검출 과정에서 배경과 얼굴을 판

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피부색 검출 
방법으로는 RGB, HSV, YCbCr 색공간을 이용한 방법들
이 있다. 그 중에서도 HSV와 YCbCr 색공간을 통한 피
부색 추출은 RGB 색공간에 비해 더 간단한 식을 통한 
명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피부색 추출은 객체와 
배경을 분리 한다는 특징을 가져 Cascade및 SVM등 분
류기를 이용한 얼굴 검출과정에서 향상된 실행속도와 검
출률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식 (1)은 RGB 색공간을 이용한 피부색 검출 수식이
다.

 and and  andmaxmin  and
 andand



RGB 색공간을 이용한 피부색 검출은 식 (1)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식 (2)는 YCbCr 색공간[12,13]을 이용한 피부색 검출 
수식으로 RGB 색공간에 비해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Y는 휘도를 나타내며 Y값이 커지면 색이 밝아지고 작
아지면 어두워진다. Cb와 Cr은 색차 성분이다. Y, Cb, 
Cr 각각 0~255 사이의 값을 가지며 다른 색공간에 비해 
빛에 의한 변화에 둔감한 장점이 있다. 식 (3)은 HSV 색
공간[14]을 이용한 피부색 검출 식이다. 

   ≤ 
 ≤    
 ≤  ≤ 

H 채널은 색상에 대한 채널로 ∼의 색공간
을 가지고 있으며 값을 255로 정규화하여 피부색의 범위
를 나타내면 ∼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S 채널은 채
도에 대한 채널로 색의 농도를 결정한다. 0에 가까워질수
록 무채색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V 채널은 명도
에 대한 채널로 0에 가까울수록 검정색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값이 올라가면 점점 밝아지는 형태이다. Fig. 1은 
각각 색 공간에서의 피부색검출 결과이미지를 나타낸다.

      (a)           (b)          (c)          (d)
Fig. 1. Face Skin Color Extraction
       (a) Original Image
       (b) RGB Skin Color Extraction
       (c) YCbCr Skin Color Extraction
       (d) HSV Skin Color Extraction

2.2 LBP Cascade Classifier Detection
질감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형상 분석에 사용되는 

LBP[15,16]와 분류기를 여러 단계로 배열시켜 얼굴을 
검출하고자 하는 Cascade Classifier[17]의 결합된 모
습을 나타낸다. Fig. 2에서 분류기에 거치는 얼굴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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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징을 찾는 단계 하나가 1stage를 나타내며 제안
하는 방법은 총 19단계의 stage로 구성되어있다. LBP 
마스크가 입력이미지에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진행하며 
사전에 학습되어있는 얼굴 정면 사진 데이터의 얼굴 형
상과 비슷한 형상들을 기반으로 Fig. 2의 (b)와 같이 얼
굴에 대한 형상을 찾는다. 얼굴에 대한 형상을 원본 이미
지에 검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얼굴이 검출된다.

      (a)                (b)                 (c)
Fig. 2. 19stage facial features
       (a) Original Image
       (b) stage1 ⋯ stage19
       (c) LBP face feature

Fig. 2는 LBP 마스크를 얼굴에 적용하였을 때 얼굴의 
구조적 형상을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얼굴의 눈, 코, 입을 
기반으로 주변 픽셀의 질감 차이를 비교하여 얼굴의 구
조적 형상을 만든다. 입력된 이미지에서 얼굴이 아닌 이
미지를 계속해서 제외시키면서 마지막 노드에서 얼굴이 
아닌 이미지는 대부분 제외된다. 이러한 방법은 배경의 
질감과 얼굴의 질감이 비슷한 이미지의 경우에 오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Fig. 3. Face LBP feature

3. 제안하는 방법

Fig. 4는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얼굴을 검출하
고자 하는 이미지를 삽입시키고 HSV 색공간을 이용하여 
피부색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이미지에서 조명에 의하여 
피부색 요소가 손실되어 피부 표면에 검정색의 형태로 
화소가 손실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피부색 추출을 진행하였다. 검출 방법으로는 추출
된 이미지에서 사전에 학습되어있는 데이터셋과 LBP 
Cascade Classifier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얼굴을 검
출하였다. 

Input Image

Improved Skin Color 
Extraction

LBP Cascade Classifier

Face Detection

Fig. 4.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3.1 피부색 추출
얼굴의 특징적 형상만으로 얼굴을 검출하는 LBP의 경

우 복잡한 배경에서 얼굴과 비슷한 형상이 존재할 때 오
검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오검출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얼굴 영역을 배경과 분리하는 작업을 진
행하였다.[18,19] 분리하는 작업에는 HSV 색공간을 이
용한 피부색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HSV 피부색 추출
은 피부색의 색상 값 뿐만 아니라 밝기 값이나 채도 값을 
이용한 추출을 하기 때문에 RGB 피부색 추출보다 손실 
없는 피부색 추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HSV 피부색 추출 
방법도 조명이나 그림자에 의해 피부색 손실이 일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로 분류기를 이용한 검출 과정
에서 사람의 이목구비가 잘못 판단되어 얼굴 검출 시 오 
검출의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 (3)의 HSV 색공간을 이용한 피부색 추출 결과에
서의 H채널과 원본이미지를 결합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
였다.

         (a)              (b)              (c)
Fig. 5. Skin Color Extraction
       (a) Original Image
       (b) RGB skin extraction image
       (c) HSV skin extrac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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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RGB와 HSV를 사용하여 피부색을 추출 하
였을 때 각각의 추출된 이미지를 나타낸 결과이다. Fig. 
5(b)의 RGB 피부색 추출 이미지는 RGB의 색상 값만 갖
기 때문에 얼굴의 경계선이 제거 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
으며, 배경역시 세밀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
다. Fig. 5(c)의 HSV 피부색 추출 이미지결과, RGB 피
부색 추출 결과보다 세밀한 경계선 제거와 배경제거 결
과를 보였다. 따라서 HSV 색공간을 적용함으로써 Fig. 
5(c)와 같이 HSV색공간이 RGB 색공간에서의 피부색 추
출보다 세밀한 결과를 나타내어 제안하는 피부색 추출에 
사용하였다.

3.2 피부색 영역 손실 개선 방법
3.1절과 같이 RGB와 HSV를 활용한 피부색 추출 시 

Fig. 6과 같이 빛에 반사되어 피부의 일부분이 피부색을 
벗어나 배경 요소로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부색 
추출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얼굴 검출 과정에서 손실된 
영역을 얼굴의 눈, 코, 입 등의 형태로 잘못 판단하여 손
실된 부분을 얼굴 요소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은 오검출의 결과를 보인다. 

               (a)                   (b)  
Fig. 6. Skin Color Extraction
       (a) Original Image
       (b) HSV skin extraction image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조명 등
에 의한 빛에 반사되어 픽셀 값이 피부색 추출 범위이상
으로 올라가 피부색으로 추출하지 못한 화소들 중 주위
의 피부색을 참조하는 영역의 화소 값이 손실되어 빈 공
간이 나타날 경우에 손실된 부분을 원본 이미지로 대체
하여 픽셀을 채워 넣어 개선된 피부색 추출 방법을 제안
하였다.

   ⋯   

  or  ⋯  or  

식 (4)는 원본 이미지의 HSV 색공간의 H 채널 값이 
   ≤ 에 해당하는 좌표를 나타내고, 식 (5)는 원
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좌표 집합을 표현한 식이다.

i f     ⇒    

식 (6)에서 는 피부색 추출 이미지의 픽셀 좌
표의 위치 값을 나타내며 피부색이 손실되었을 때의 좌
표 값을  로 나타내었다.

    ⋯    

식 (7)에서 검출된 피부색에서 값이 손실된 영역인 
 의 좌표 값을  로 대입하였으며, 식 
(8)은 손실된 피부영역에 대한 원본 이미지 결합 방법을 
나타낸 식이다.

 ′      
 

  ∈  

피부색 검출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픽셀 값
을 잃게 된다. 따라서 식 (8)과 같이 손실된 영역 픽셀 
     주변의 픽셀이 HSV 색공간에서의 피부색 영역 
범위  의 값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면 피
부색 영역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마스크에 원본 이미지 
 의 픽셀로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                   (b)                (c)  
Fig. 7. Combine Skin Extraction image
       (a) Skin Color Extraction Image
       (b) Original Image
       (c) Improved Skin Color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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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을 나타
내며, 는 집합 h가 원본 이미지에서     좌표 
위치에    ≤ 의 픽셀 값이 존재하면 원본 이미지
의 해당 좌표  의 값을 삽입하여 Fig. 7과 같이 나
타내었다. 결합된 이미지는 Fig. 8(b)와 같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a)                (b)
Fig. 8. Comparison Skin Color Extraction
       (a) HSV Skin Color Extraction
       (b) Proposed method result

4. 결과 및 고찰

실험 데이터로는 FDDB 2002[20]에서의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하였으며, 2290장의 이미지에서의 3807명의 
얼굴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는 기존의 HSV 피부색 
추출과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비교, 기존의 LBP 
cascade classifier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과 제안하
는 방법의 얼굴 검출의 비교로 구성되어 있다.

Fig. 9. FDDB 2002 Dataset

Fig. 10 이미지는 데이터 셋에서의 기존의 피부색 추
출과 LBP Cascade Classifier을 결합한 방식과 제안하
는 얼굴검출 방법의 비교이다. 기존의 얼굴검출 방식은 
얼굴색이 조명에 의해 피부색으로 검출이 되지 않아 얼

굴검출이 실패하거나 얼굴 이외의 피부색과 비슷한 요소
들을 얼굴로 오검출하여 얼굴검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
였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조명에 의한 피부색 손실을 최
소화하여 얼굴을 검출하였다.

         (a)              (b)              (c)
Fig. 10. Experimental results
        (a) Original Image 
        (b) HSV skin extraction face detection  
        (c) Proposed method

Fig. 11은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과 
기존의 LBP cascade face detection을     비교한 결
과 이미지이다. 기존의 LBP cascade classifier는 복잡
한 배경에서 얼굴이 아닌 다른 객체를 검출하는 오검출
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을 통한 얼굴 추
출은 복잡한 배경이 나오더라도 정확히 얼굴만을 추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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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1. Face detection comparison ①
        (a) Original Image 
        (b) LBP cascade face detection
        (c) proposed method

          (a)             (b)            (c) 
Fig. 12. Face detection comparison ②
        (a) Original Image 
        (b) LBP cascade face detection
        (c) proposed method

Fig. 12는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는 동상이나 조각상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얼굴 검출 비교 이미지이다. 동상
이나 조각상 또는 예술작품 등 기타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는 이미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검출을 하지 않아
야 한다. 기존의 LBP Cascade Classifier는 사람의 형
상을 띄고 있다면 무조건 검출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
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피부색 추출로 사람만을 정확히 
검출하였다.

Pr 




 




실험결과 기준으로써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 (Recall)
로 나타내었다. 식(9), (10)에서 (True Positive)는 실
험 결과가 실제 얼굴의 정답과 같은 이미지를 의미하며, 
(False Positive)는 실험 결과에서는 얼굴로 검출하였

지만, 실제 정답에서는 얼굴이 아닌 경우, (False 
Negative)는 실험결과 얼굴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를 의
미한다.

　Algorithm Precision[%] Recall[%]

Skin Color Extraction 65.41 81.66

LBP Cascade 67.81 86.90

Proposed method 75.04 87.42

Table 1. Comparison table of other algorithms

Table 1은 FDDB 2002 데이터베이스에서의 2290장
의 얼굴사진에서 3807명의 얼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
과표이다. 기존의 피부색 추출 방법과 제안하는 피부색 
추출 방법의 precision과 recall은 기존 LBP Cascade 
Classifier와 제안하는 피부색 추출방법을 이용한 얼굴
의 검출률과 재현율의 수치이다. 기존의 피부색 추출 방
법과 제안하는 피부색 추출 방법의 precision은 각각 
81.66%, 87.42%로 제안하는 피부색 추출을 이용한 얼
굴 검출 방법이 5.8% 향상 되었으며, recall는 각각 
65.41%, 75.04%로 9.6%향상 되었다. LBP Cascade 
Classifier와의 비교에서는 precision은 약 1.5% 향상 
되었으며, recall은 7.2%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을 위한 피부색 추출 시 그림
자나 조명에 의해 얼굴 표면이 손실되어 피부색 추출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된 얼굴 피부
색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부색 추출 시 얼굴 표면의 
손실은 얼굴 검출 시 오검출이나 검출실패의 결과를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된 피부색 추출 방법을 통해 피
부 표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완하였다. 그 결과 기
존의 피부색 추출 방법보다 precision은 5.8% recall은 
9.6% 향상 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얼굴 검출뿐만 아니라 
보행자 검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얼굴 인식과 딥러
닝을 접목시킨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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