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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의 향

상과 함께 웰빙 문화가 맞물리면서 대중들의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이다. 기존의 1회성 소비로 그쳤던 피부 관리

도 이제는 일상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레이저 의

료기기 전문 기업 루트로닉은 실제로 20대부터 50대

까지의 여성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 및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 77.2%가 

피부미용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중 29.0

%는 피부 개선 및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다니

고 있고, 21.2%는 피부 관리실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

며, 최근 2년간 실제로 병원 또는 피부관리실에서 피

부관리를 받는 경우는 54.1%로 나타났다[1]. 더구나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생기

는 피부 질환도 점점 증가함에 따라 피부 관리에 따

른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피부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피부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피부의 산도(ph), 유수분 및 

탄력도를 측정하고, 피부 표면의 주름이나 피부 표면

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결과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은 

높지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장비를 사용하고,

측정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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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용은 거의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이 크게 발전하면서 IoT를 

기반으로 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피부 상태 측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사

물인터넷 전문 기업인 ㈜이노인사이트는 단순히 피

부의 산도(Ph)를 측정하거나, 수분 및 유분의 양을 

측정하는 기존의 기기를 업그레이드하여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기기를 연결, 기기로 피부를 측

정하면 정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돼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기존

의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 색이 변하는 정도로 산도

를 측정한 것에 비해 수치가 표시되어 매우 편리하긴 

하지만, 단순히 피부의 산도와 유수분 양을 측정해주

는 데 그치기 때문에 소비자는 또 다른 소비로 이어

지게 되며, 피부 관리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처음 접하기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가구 전문회사 한샘은 이용자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피부 타입을 측정하고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피부관리법, 적절한 미용제품 등을 추천해주는 스마

트 미러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 제품은 사용자로부

터 피부 데이터를 입력받아 피부의 상태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으며, 해당 점수에 대

한 신뢰도를 얻기 힘들다. 더구나 100만원에 가까운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최근 판매를 중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부 진단 기기의 문

제점은 피부 질환의 상태를 검사, 진단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가 쓰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사용

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피부의 상태는 매일, 매분마다 상태가 변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피부의 상태 측정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면 과거와 현재의 피부 상태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피부에 대한 약점을 파악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적절하게 검출된 특징 결과들

이 누적되어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미래의 피부 상태

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용의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고 피부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된 얼굴 영상을 영상처

리기술을 통해 피부 질환의 유무, 새로 생긴 점 또는 

주름의 분포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부의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용이하

며 별다른 소비 없이 자신의 피부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도 증대할 것이다. 결과적으

로 간편하게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피

부 측정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의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법들의 단점들이 개선

된다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특수 현미경이나 장비가 

아닌 일반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얼굴 피부의 상태

를 체크하여 주는 편의성에 기반을 둔 피부 상태 측

정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간단하게 촬영한 영상의 

가장 큰 단점인 잡음을 조명 제거 알고리즘을 통하여 

제거하고 가버 필터를 통하여 피부 질환, 이상 영역

의 대한 반응도를 얻은 후, 반응도 영상을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피부 질환을 분류하기 위해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DBSCAN) 기법[2]을 적용하여 피부의 

이상 영역을 검출한다. 실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

해 실험한 결과 개별적으로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분포하는 피부 질환과 주름까

지 높은 성능으로 검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2. 관련 연구

지금까지의 피부상태 처리 연구는 피부 표면 확대

경 및 피부 현미경과 같은 특수 장비로 촬영된 영상

에 국한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3,4,5]. 실

제로 국내에서는 얼굴 인식에 대한 요구로 인해 피부

색을 이용한 얼굴 영역의 검출이나, 눈 검출, 입 검출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6,7,8,9],얼굴

의 피부 이상 유무를 검출해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료용 장비가 아닌 일

반 카메라를 통해 피부의 이상 유무를 검출해내는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연구

에서는 류 양 외 3인[10]은 YCbCr 색 좌표계의 Cb,

Cr 성분에 대하여 피부 색상을 GMM-EM 클러스터

링 기반 피부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피부 영역을 검

출한 뒤 I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헤모글로빈 및 멜

라닌 성분으로 분리한 후 색소 침착 영역을 검출하였

다. 이강규 외 4인[11]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얼

굴 피부 영상을 입력받고, 촬영 거리에 적응적인 피

부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본 논문에서 지향하는 연구방향과 가장 비슷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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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피부 특성 중 거리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모공 검출에만 집중하였다.

해외의 연구의 경우에는 주름 및 점을 검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화된 얼굴 영

역을 검출해 낸 후 이 영역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산업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Nazre Batool 외 1인

[12,13]은 MPP(Marked Point Processes)를 통해 주

름을 선분의 확률적 공간 배열로 간주하여 주름의 

위치에 추정한 뒤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

을 이용하여 추정된 공간에서 주름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Choon-Chung Ng 외 3인[14]은 헤시안 

행렬을 통해 선분에 해당하는 성분을 트래킹하여 주

름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Chuan-YuChang

외 4인[15]은 얼굴 영상에서 피부 영역의 대한 ROI를 

정한 뒤에 점과 주름을 찾기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시켰는데, 점을 찾기 위해서는 SVM을, 주름을 

찾기 위해서는 가버 웨이블렛 변환을 수행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Alamdari[16]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기반으로 텍스처 분석, HSV 컬러모델, K-

means 군집화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기계학

습을 통하여 여드름과 흉터 등의 피부질환을 검출하

는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들을 요약해보면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외선 카

메라(UV Camera) 혹은 다른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

여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나 굴곡이 많고 조명에 

변화에 따라 피부 상태의 변화가 많은 얼굴 영상에서

는 피부 상태를 측정하기에 미흡하며, 한 번에 여러 

종류의 피부 상태를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명 제거 

알고리즘을 통해 피부 영상에서 조명에 따른 피부 

상태의 변화를 하여 균일하게 조정하여 조명에 의한 

변화에 강건하면서 크기와 방향에 유동적인 가버 필

터(Gabor Filter)를 이용하여 피부 질환 개체의 크기,

기울기, 방향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여러 종류의 피부 이상 영역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는 추가적으로 검출한 이상 개체와 영역을 그룹화 

하는 기술도 제안한다. 점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서 

하나의 개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논문들이 제안

한 기술들도 파악할 수 있지만, 피부 질환의 경우에

는 영역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각 개체의 대한 정보뿐

만 아니라 질환 영역의 정보를 알아낼 필요성이 있

다. 이를 위해 DBSCAN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한 피

부 질환을 그룹화 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피부 질환 

영역의 크기와 영역에 포함된 이상 개체의 수를 파악

할 수 있어 피부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표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3장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시스템에 사용된 알

고리즘들의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4장에서는 시

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실험에 사용된 영상 및 실험

방법, 실험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어 5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며 결론을 맺는다.

3. 제안하는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피부의 이상 영역 알고리즘

의 전체적인 과정은 Fig. 1과 같다. 먼저 얼굴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여기서 얼굴 영상은 일반적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다. 입력된 영상 데이터는 여

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조명이 불균일할 수 있다. 따

라서 조명으로 인한 왜곡(잡음이나 색, 형태의 변형)

을 보정하기 위해 LAB 컬러 모델로 변환하여 각 채

널을 분리한 뒤, L채널에 대한 반전영상을 생성하여 

원래의 L채널의영상과 합성함으로써 불균일한 조명 

효과를 제거하였다. 조명을 제거한 후에는 가버(gabor)

필터를 사용하여 불연속 영역에 대한 반응도를 계산

한다. 적절한 형태의 가버 필터를 사용하면 깊은 주

름이나 흉터의 경우에는 반응도가 연속적으로 강하

Fig. 1. Overall proces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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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반면, 붉은 반점이나 흑점의 경우에는 

반응도의 크기는 크지만 영역의 크기는 작게 나타난

다. 또한 뽀루지와 같은 작은 크기의 피부 질환에는 

반응도가 작게 나타나고, 주근깨, 기미의 경우에는 

반응도가 근접한 영역에서 불규칙적으로 자주 나타

나게 된다.

가버 필터를 통해 얻게 된 복잡하게 구성된 피부

의 반응도 영상에서 여러 형태의 피부 상태를 분류하

기 위해 밀도기반의 공간 클러스터링(DBSCAN) 기

법[2]을 적용하여 인접한 유효한 데이터의 거리와 개

수에 따라 영역을 분할하여 최종 검출 결과를 얻는

다. 이 영역 분할 결과는 향후 점, 주름, 여드름 등 

피부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분류되어져야 한다.

3.1 LAB 컬러 모델을 이용한 조명 제거

LAB 컬러 공간은 RGB 색 공간과 달리 인간의 

시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의한 모델로, RGB

와 CMYK의 범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색상 범위

를 가진다. L채널은 인간이 받아들이는 밝기의 정도

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고, A채널과 B채널은 서로 

대비 되는 보색간의 관계를 다루는데 A채널은 빨강

과 초록의 차이, B채널은 노랑과 파랑의 차이를 수치

로 표현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LAB 컬

러공간은 가시 영역안의 모든 색상을 변환 과정에서

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을 이

용하여 전처리 작업으로 LAB 컬러 모델을 이용한 

조명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Fig. 2는 LAB 채널을 사용한 조명 제거 알고리즘

을 보여준다. Fig. 2의 조명 제거 알고리즘은 먼저 

RGB 색 공간의 입력 영상을 LAB 채널로 변환한 뒤,

L채널을 분리한다. 분리된 L채널은 명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 채널에 대해 미디언 필터(median fil-

ter)를 통과시켜 강한 조명이 비추고 있는 영상 내 

형태정보를 찾아낸다. 이렇게 처리된 L채널의 영상

에 대해 반전영상을 만든 후, 반전영상과 처리된 영

상을 합한다. 이렇게 처리된 L채널의 영상을 기반으

로 다시 RGB 영상으로 변환하면 원 영상에 비해 조

명에 의한 왜곡, 즉 강하게 가해진 조명효과를 보정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은 얼굴 영상에 대해 조명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예를 보여준다. Fig. 3(a)는 위로부터 비

춰지는 조명으로 인해 얼굴의 피부색, 밝기의 정보가 

왜곡되어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Fig. 3(b)는 제안하는 조명 제거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영상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한 명도를 가지

도록 하여 조명이 강하게 비추어진 부분에 대한 손실

된 색상 정보를 복원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3(a)의 

영상에서 목 부분을 보았을 경우 위에서부터 내려오

는 조명으로 인해 검게 변하여 육안으로 보아도 어떠

한 정보도 알아내기 힘들다. Fig. 3(b)의 결과를 보면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보가 손실된 목 부분의 

색 정보를 복원한 것을 볼 수 있다. 조명으로 인한 

잡음이나 너무 어두워서 상태 측정이 불가능하던 영

역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필터일지라도 정보

가 손실된 부분에서는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두운 영역에서

Fig. 2. Process of illumination removing.

Fig. 3. Example of removing illumination (a) original im-

age (b) process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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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부 상태를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명제거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다.

3.2 가버 필터를 통한 이상 영역 검출

기존의 가버 필터는 전경과 배경 분리를 위한 알

고리즘에 많이 사용되었다. 배경에서 도로만을 추출,

얼굴에서 눈이나 입 영역을 검출, 지문 인식등을 위

해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얼굴 인식을 하기위한 특

징 정보 추출의 용도로 많이 이용되었다. 스케일과 

방향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어떤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특징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피부 검출

에 적용하였다. 조명을 제거한 영상으로부터 피부의 

이상 영역과 같이 복잡한 질감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

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가버 필터를 사용하였다. 기존

의 영상의 불연속적인 부분을 감지하는 탐지기로 대

표적인 것이 소벨 연산자(Sobel Operator), LoG(La-

placian of Gaussian), 캐니 에지 검출기(Canny Edge

Detector)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중 해상도

와 함께 다중 방향을 가지는 가버 필터를 사용하였

다. 가버 필터는 싸인 함수(sine function)로 변형된 

가우시안(gaussian) 함수로 방향 선택성과 주파수 

선택성을 가진 필터로써, 가버 필터를 통해 특정 주

파수 성분과 방향성을 가지는 영상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적인 정보를 효과적으

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버 필터는 특정 

위치에서 특정 방향을 가진 불연속영역에 민감한 반

응도를 보인다.

Fig. 4는 σ, θ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 가버 

필터를 보여준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θ값이 

커지면서 필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σ의 값에 따라 가우시안 함수의 크기가 

변하여 필터가 반응하는 영역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이렇게 변수를 조절함으로 다양한 필터를 생성

하여 여러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차원 가버 필

터는 식 (1)과 같이 5개의 변수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exp
 

cos
′


′    
′    

(1)

식 (1)에서 σ는 가우시안 함수의 커널(Kernel)의 

너비를 결정하는 변수로써 σ를 통해 가버 필터의 크

기가 결정이 된다. θ는 필터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변수를 통해 같은 형태지만 여러 방향성을 가지는 

영상 구조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λ는 가버 필터의 사인 함수(Sine function)의 반복 

주기를 조절한다. 반복 주기에 따라 필터의 영교차

(Zero Crossing) 지점의 수가 변한다. 주기가 커지면 

영교차 점의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작아지면 영교차 

점의 수는 늘어난다. ψ는 중심으로부터 필터가 이동

하는 크기를 나타낸다. ψ가 가지는 값만큼 이동하여 

필터가 정위상의 형태를 가지거나 반대로 역위상의 

형태를 취할지를 선택함으로써 가버 필터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γ는 필터 크기의 가로와 

Fig. 4. Various types of the Gabor filters with variou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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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의 비율을 조절한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

는 보통 너비와 높이가 같은 비율을 가지는 필터를 

사용한다.

Fig. 5는 외국인의 이마 영상을 가버 필터에 통과

시켜 얻은 반응도 결과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실험

에 사용한 가버 필터의 변수들의 값은 다음과 같다.

커널의 크기는 23, σ = 9이며 θ = 0, π/4, π/2, 3π/4의 

4가지 방향을 사용하였다. ψ와 γ는 변경을 하지 않고 

0의 값을 사용하였다. Fig. 5(a)를 보면 이마 영상에

는 긴 주름들과 검은색 반점들이 분포하고 있다. Fig.

5(b)는 가버 필터를 적용한 결과 주름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반점 영역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3 DBSCAN 군집화를 통한 분할

이렇게 가버 필터를 통해 반응도 영상을 얻어낸 

후, 유용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밀도기반의 공간 

클러스터링(DBSCAN) 기법[2]을 사용하였다. 피부 

질환의 경우 개별적으로 개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

지만 집단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단으

로 분포하는 질환에서 개체 수와 집단의 넓이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그룹화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밀도기반의 공간 클러스터링(DBSCAN) 기법을 사

용하였다. DBSCAN은 K-means 군집화와 같이 데

이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지만 K-means가 사용하

는 방법처럼 해당 위치의 데이터의 값의 분포를 통해 

분할하지 않고 데이터의 밀도를 이용한다. 즉 DBSCAN

은 같은 군집내의 데이터들은 밀도가 높다라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다. DBSCAN의 장점은 군집의 개수

를 미리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임의의 모

양의 군집을 분류할 수 있으며, 잡음(noise)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 군집과 별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데이

터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뽀루

지나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과 주름, 점을 구별하

는데 기초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주름이나 피부질

환의 경우 근접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

고 이러한 영역이 여러 군데에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점의 경우에는 이에 비해 강력한 유대

를 보이는 데이터들이 없이 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

다. DBSCAN 군집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먼저, 군집을 만들 때 핵심 벡터와 핵심 

벡터로부터 접근 가능한 외곽 벡터로 이루어진 것을 

초기 군집으로 만들고, 그 외의 나머지를 노이즈 벡

터로 취한다. 2가지의 변수를 사용하여 조절하는데 

첫 번째는 핵심 벡터로부터의 최대 거리(ε)이고, 두 

번째는 군집 내의 최소 데이터 개수(n)이다. 즉 핵심 

벡터로부터 거리가 ε 이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n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군집으로 취급하고, 어떠한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데이터는 노이즈 벡터로 취급

한다. Fig. 6(a)는 핵심(Core)인 점 x로부터 거리가 

ε 이내의 영역을 원으로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 n은 7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이 영역 안에

는 총 6개의 점이 포함되어 있어 최소 데이터 개수 

조건을 만족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핵심인 점 x로부

터 만들어진 영역에 포함된 모든 점들은 하나의 군집

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군집이 만들어지면 다음 원

소인 y로 넘어가서 다시 같은 군집인지 체크한다.

Fig. 6(b)의 점 y는 x으로부터 만들어진 군집에 포함

된 점이지만, y를 기준으로 한 영역 안에 포함된 점의 

Fig. 5. Example of result image calculated by Gabor filter. (a) original image (b) prcessed image.

Fig. 6. Principle of DB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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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가 최소 데이터 개수 7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

에 y는 핵심(Core)이 아닌 외곽(Border)으로 취급하

게 되고 y로부터 만들어진 영역 안에 새로 포함된 

점들은 군집에 포함하지 않는다. 점 z는 핵심으로부

터 만들어진 군집에 속하지 않고, 외곽으로 인해 만

들어진 영역에 새로 포함된 점이기 때문에 노이즈

(Noise)로 분류한다.

Fig. 7(c)은 Fig. 5(a)에서 보여진 이마 영상을 조

명 제거한 후, 가버 필터를 통과시켜 얻은 반응도 영

상에 이진화를 수행(Fig. 7(a))한 후, DBSCAN을 적

용시킨 결과이다. Fig. 7(b)의 같은 컬러를 가지는 데

이터들은 같은 군집으로 분류된 것이다. 회색 데이터

는 어떠한 군집에도 속하지 못한 노이즈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값으로 최대 거리(ε)는 10, 최소 데이터 

개수는(n)은 4로 실험하였다. 결과를 보면 주름의 경

우 인접한 주름들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검은색 반점들은 가버 필터에서 반

응은 하였지만 연속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노이즈

로 분류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조건 및 데이터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실험 영상을 수집하였다. 실험 영상은 주름,

점, 여드름, 점, 흉터, 염증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

한 종류의 피부 특성이 포함된 영상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얼굴 영상 7가지 종류의 

특성을 설명한 표이고, Table 2는 실험에 사용된 피

부질환 영상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표이다.

가버 필터는 총 8개의 방향을 가지는 필터를 만들

어 사용하였는데, 필터의 크기는 31, σ = 9, ψ = π/2,

λ = 0.8, γ = 0 , θ = 0, π/6, π/4, π/3, π/2, 2π/3, 3π/4,

5π/6로 설정하였다. DBSCAN을 위해 최대거리는 

10, 최소 데이터 개수는 5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이 매개변수 값들은 모두 실험을 수행하면서 설정된 

변수값들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이 피부의 이상 영역을 잘 검출해

내는지 평가하기 위해 원본 영상을 사람의 육안으로 

보았을 때 검출되는 이상 영역을 정답(Ground Truth)

이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스템이 검출한 영역과 

비교하여 검출정확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기존의 불

연속영역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캐니 에지 

검출기[17]를 사용하여 탐지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7. Result of DBSCAN with the image of Fig. 5(b). (a) original image (b) prcessed image.

Table 1. facial images image used in experiment

no. Explanation of image

1 Face of a woman who has wrinkles

2
Face of a woman in with big mole on

cheek

3
Face of a woman in her 20s with many

moles on cheek

4 Face of a woman 20s with has acne

5 Face of a woman 30s with has freckles

6 Face of a woman 20s normal face

7
Face of a woman in her 30s with has

many moles on face

Table 2. disease image type used in experiment

no. Explanation of image

1 Widely spread Shingles

2 varicella

3 some blisters

4 scars and small moles

5 many acne

6 Big moles and two small moles

7 scab

8 Scratch marks on sharp

9 Follicu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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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8과 Fig. 9는 주름과 다양한 크기의 점, 뾰루

지 등이 복합적으로 함유된 얼굴에 대한 실험 결과이

다. Fig. 8(a)는 50대의 백인 여성의 얼굴로 눈가에 

주름이 많고 검은 반점과 붉은 반점을 포함하고 있

다. Fig. 8(b)는 조명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으

로 Fig. 8(a)와 비교했을 때 원본에선 잘 보이지 않았

던 반점들이 더 선명해지고 불규칙하던 조명의 상태

도 균일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c)는 

Fig. 8(b)의 영상을 가버 필터에 통과시켜 얻은 반응

도의 결과이고, Fig. 8(d)는 Fig. 8(c)에서 반응이 있

는 모든 위치를 원본 영상에 표시한 것이다. 주름에

서 강한 반응을 보이 아주 작은 반점들에도 필터가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e)는 DBSCAN

을 통해 반응도 영상을 군집화하여 분할한 결과이다.

주름 영역들은 각각 같은 군집(연두, 빨강, 분홍, 자

Fig. 8. Results of facial image with wrinkles an spots.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removing illumination (c) result 

of gabor filter (d) shows all areas with reaction of (e) segmented result using DBSCAN.

Fig. 9. Results of facial image with many moles.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removal light (c) result of gabor 

filter (d) shows all areas with reaction of (c). (e) segmented result using DBSCAN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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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으로 분류하였으며, 노이즈로 나타난 회색 점들은 

피부에 포함된 반점임을 알 수 있다. 육안으로 잘 찾

아낼 수 없었던 작은 반점까지도 잘 검출해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a)의 영상은 얼굴에 많은 점을 포함하고 있

는 라틴계 여성의 피부이다. 점의 크기도 다양하고,

색도 다양하다. 간혹 뾰루지와 같은 피부트러블도 보

인다. Fig. 9(b)는 조명 제거 알고리즘을 거쳐 볼에 

비치고 있던 조명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부에 있는 기존의 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

면서 조명에 의해 잘 보이지 않던 점들도 보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9(e)에서 오른쪽 볼 상단과 

코의 왼편에 위치한 군집들을 보면 근접하게 위치해 

있는 다수의 이상영역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역들은 피부에서 기미나 주

근깨, 군집성을 띄는 점의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 실

제로 Fig. 9(a)의 영상은 얼굴에 군집성 흑자를 포함

한 영상이다. Fig. 8(a), Fig. 9(a)와 같은 영상에 대해 

실험한 결과 주름, 점, 피부 질환을 실제 얼굴 영상에

서 검출하였는데 오검출율은 굉장히 낮고, 이상 영역

이라고 판단한 위치가 원본 영상과 정확하게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과 Fig. 11은 심각한 피부질환이 있는 피부 

영상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이 피부질환 영상에 대해

서는 캐니 에지 검출기[17]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캐니 에지 검출기와 비교 실험을 한 이유는 

기존의 여러 종류의 에지 검출기들 중 검출의 오검츌

이 낮고, 잡음에도 예민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 또

한 추출된 에지의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되며, 단일 

에지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피부 상태의 대한 윤곽

을 잘 찾아낼 것이라 전제하고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캐니 에지 검출기에

서 사용되는 이중 문턱치 값은 30, 80으로 실험하였

다. 캐니 에지 검출기를 사용할 때에도 제안하는 방

법의 모든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단지 차이

나는 부분은 가버 필터로 처리되는 부분을 캐니 에지 

검출기로 처리했다는 것만 다르다.

Fig. 10(a)는 대상포진이 넓게 분포한 피부의 영상

이다. Fig. 10(b)는 캐니 에지 검출기로 검출된 에지

를 DBSCAN을 한 결과이다. 대상 포진이 분포하고 

있는 영역에서 에지를 검출하였지만 에지의 형태가 

불규칙하여 실제 대상포진의 형태와 많이 다른 모습

을 보였고, 영상 잡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캐니 에지 검출기의 모서리 접합부(코

너와의 교차점)에서의 연결이 끊어지는 문제점은 결

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Fig. 10(c)

는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가버 필터가 

반응한 위치가 대상포진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

기 때문에 검출의 정확도가 캐니 에지의 검출기의 

비해 높고, 잡음에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DBSCAN을 통해 군집화를 한 결과 캐니 

에지 검출기보다 제안한 방법이 결과가 좋음을 확인

Fig. 10. Results of skin disease image : widely spread shingles.  (a) original image (b) result with canny edge detector 

(c) result with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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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Fig. 11(a)는 피부의 ‘모공염’이라는 염증이 생긴 

피부영상이다. 캐니 에지 검출기를 사용하면 Fig. 11

(b)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염증이 없는 부

분도 피부 이상영역으로 검출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캐니 에지 검출기를 사용하면 염증의 중심 부분

에서는 반응을 하였지만 몇 개의 염증에서는 반응을 

하지 못하였고, 오염증이 아닌 곳에서도 염증이라고 

반응하였다. Fig. 11(c)는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인데 

가버 필터는 점과 염증의 중심 부분에서 반응을 하였

지만 염증 전체의 대한 반응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버 필터의 커널의 크기가 염증의 크기보다 작아서 

염증의 전체 크기 영역에서 반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염증의 중심부분에서 반응하지 않

은 영역을 없다. 다양한 커널의 사이즈를 가진 가버 

필터를 정의한다면 필터의 크기에 따라 염증 전체 

영역부터 작은 부분까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2는 이마와 볼에 점과 여드름이 많이 분포하

는 20대 여성의 저화질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이 영상은 특히 다른 영상과 달리 저해상도의 화질을 

가지는 영상이다. Fig. 12(a)는 캐니 에지 검출기를 

사용한 결과인데, 영상의 화질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의 여드름과 피부 질환을 에지로 검출하지 못하였고,

DBSCAN 분할 결과 대부분의 피부 이상 영역 부분

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Fig. 12(b)

는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로, 어느 정도 색상이 진한 

피부 질환에서는 모두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간 사

이의 얼룩과 왼쪽 볼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Fig. 11. Results of skin disease image : Folliculitis. (a) original image (b) result with canny edge detection (c) result 

with proposed method.

Fig. 12. Results of low resolution image with many acnes. (a) result with canny edge detector (b) result with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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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이는 염증의 명암도가 희미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피부에 여드름과 흉터 자국이 많이 있는 

20대 백인 여성의 고화질 영상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Fig. 13(a)는 캐니 에지 검출기를 사용한 결과인데,

조명이 이마와 코 쪽을 비추고 있고, 이를 조명 제거 

알고리즘으로 제거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명

으로 인한 잡음을 에지로 검출하는 오검출을 보였다

(오른쪽 이마, 코의 오른편). Fig. 13(b)는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로, 이마와 볼에 분포하고 있는 여드름과 

흉터 자국들에 강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마에 집중적

으로 생긴 여드름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제대로 분할

하였다. 사용자가 스스로 얼굴 영상을 촬영할 경우,

조명으로 생긴 영상의 잡음은 불가피한 일이다. 조명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캐니 에지 검출기를 사용하

면 실제 얼굴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조명에 의한 변화에도 강건

한 모습을 보이고, 검출률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Fig. 14는 Alamdari의 시스템[16]과 성능을 비교

한 결과이다. 실제로 Alamdari가 제안한 시스템이 

본 시스템의 구현 목적과 가장 비슷하여 제안한 논문

에서 성능비교를 실시하였다. Fig. 14(b)의 결과를 보

게 되면 크기가 큰 여드름의 경우 정확하게 찾아낸 

것을 볼 수 있지만 작은 여드름과 흉터는 제대로 검

출하지 못하였고, 턱 부분에 명암도가 낮은 부분에서

는 전혀 반응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14(c)의 

제안한 시스템의 결과를 보면 크고 작은 여드름과 

흉터에 반응하여 대부분의 피부 질환을 검출하였으

며, 조명제거 알고리즘을 통해 손실된 색상 정보를 

보정하였기 때문에 턱 부분의 흉터와 여드름에도 반

응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5. 결  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부 미용의 대한 관심이 더

Fig. 13. Results of high resolution image with many acnes and scar. (a) result with canny edge detector (b) result 

with proposed method.

Fig. 14. Performance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Alamdari's system and proposed method. (a) original image 

(b) result of Alamdari's method (c) result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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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많아지고 그만큼 피부의 대한 소비가 증대되면서 

피부 관련 기술의 대한 여러 연구들이 최근에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

반 카메라를 통해 얻은 얼굴 피부 사진의 비정상 영

역을 검출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명의 대한 노이즈를 줄이고, 피부 

상태의 대한 반응도를 분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실제 얼굴 영상 및 피부 질환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

하고 간단한 방법들의 조합으로 괄목할만한 성능을 

보였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피

부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부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피부의 대한 측정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데이터 마이닝 또는 딥러닝을 통하여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피부 또는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는데 용이하며, 미래의 피부 상태의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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