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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피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자의 모공, 반점, 주름에 대한 상태를 

정량화 하고, 이를 통하여 정확한 피부 상태 진단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량화된 피부 진단 결과를 통하여, 

환자의 피부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피부 상태를 연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피부 개선 및 치료용으로 나온 상품, 시술 등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 ‘Skin 

Analyzer System’은 촬영을 위한 hardware와, 환자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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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User Interface(GUI), 그리고 피부 상태 평가를 위한 검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하여, Skin Analyzer System의 hardware는 ‘동일한 촬영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암실에서 촬영하여 외부 광원을 차단하고, 

white balance 보정을 통하여 사진의 밝기를 동일하게 맞춰 주며, 

촬영 시 과거에 촬영한 사진과 현재 얼굴이 overlay 되게끔 하여 

지난번 사진과 최대한 동일하게 촬영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Skin 

Analyzer System의 GUI 는 환자의 관리가 용이하게끔 user-

friendly 하게 제작 되었다. 환자의 정보를 포함한 

identification(ID) 별로 관리되며, database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분류, 수정 할 수 있다. 촬영 된 사진 역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drag-drop으로 구현되었다. 환자 개별로 관심영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촬영한 모든 사진에서 같은 영역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피부 상태의 평가는 모공, 반점, 주름,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각각에 해당하는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경우 털을 비롯한 각종 noise를 제거한 후, 모공 

크기에 해당하는 진한 영역의 위치 및 개수를 검출한다.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경우 주변 피부색에 비하여 진한 영역을 반점으로 

인식하여, 색소침착(pigmentation)된 영역의 경계를 검출하고, 

개수와 면적, 진하기를 정량화 한다. 마지막으로, 주름의 경우 

눈꼬리 옆의 주름을 대상으로 하여, 주름의 경계를 검출하고, 

개수와 면적, 길이와 폭을 정량화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검출 알고리즘의 validation 및 

verification을 위하여 두 가지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모공, 

반점, 주름에 대한 sample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후, 해당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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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는 결과 값과 참값(True value)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하여, 검출 정확도를 측정하고 검출 

알고리즘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수행 결과 모공, 반점, 

주름 검출 알고리즘은 artificial sample에 대해 평균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 검출 정확도가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실제 환자의 피부 

사진에 해당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와 

임상전문의의 판독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검출 정확도 측정 

및 검출 알고리즘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취약점 및 임상전문의의 판독 결과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완 및 개선 방향을 확립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는 

hardware와 GUI, 그리고 모공, 반점, 주름 검출 알고리즘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연구의 결과는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일관된 촬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hardware가 보완되고, 검출 

알고리즘이 실제 피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개선 

된다면, 피부 상태의 정량화 및 객관적 평가, 그리고 정확한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 피부 상태 정량화, 모공 검출, 

반점 검출, 주름 검출 

학  번: 201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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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지식 

1.1.1. 모공 

모공은 털이 자라나는 구멍으로, 털이 피부 속에서 피부 

밖으로 자라나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1]. 모공에 붙어 있는 

피지샘으로부터 분출되는 피지가 많아지거나, 또는 모공에 피지가 

정체될 경우 모공의 크기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 모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의 

변성이나 감소하게 되며, 모공을 지지해 주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서 

넓어지기도 한다. 모공의 지름은 대략 0.02~0.05mm 정도이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으며, 개수와 크기에 의해 

판단된다. 

 

1.1.2. 반점 

반점은 피부 표면에 색깔 변화만 있는 것을 가리킨다. 

융기나 함몰은 없으며, 주변에 흐린 색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들다. 색 변화의 정도와 양상, 그리고 

위치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반점은 

뺨에 위치한 색소침착(pigmentation)을 의미한다. 색소침착이란 

피부 또는 체내에 색소가 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색소가 병적으로 증가하여 체내에 있는 

색소의 양이 과다한 경우,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장소에 색소가 

출현하거나,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색소가 병적 조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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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반점은 일정한 형태나 크기를 가지지는 

않으며, 개수와 크기, 진하기에 의해 판단된다[2]. 

 

1.1.3. 주름 

주름이란 노화와 함께 발생하는 피부 표면 변형 현상 중 

하나이다[3]. 주름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진피의 

탄력섬유, 근육섬유의 퇴화 및 위축으로 인해 탄력성이 상실되어 

느슨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햇빛과 건조함, 얼굴표정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특정 형태로 고정되지는 않지만,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뭉치거나 갈라지는 모양을 띄고 있다. 차츰 크고 

깊은 주름이 된다. 주름은 위치해 있는 부위(이마, 눈가, 눈 밑, 

미간)에 따라 구분 될 수 있으며, 개수와 크기, 깊이에 따라 

판단된다. 

 

1.2. 연구의 목적 

1.2.1. 객관적 평가 

현재 피부과에서는 임상전문의가 환자의 모공, 반점, 주름에 

대한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상당히 정확하지만, 의사마다 존재하는 주관성 및 성향 차이로 인해 

완벽하게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4]. 

객관적인 진단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는 

생체공학 기반의 측정기기로써, 피부에 측정 탐침(Probe)을 

접촉시키거나, 또는 피부의 레플리카(Replica)를 제작하여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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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한다. 주름의 측정에는 실리콘 레플리카를 이용한 

피부표면 측정법이[5], 색소의 측정에는 멜라닌과 헤모글로빈의 

빛의 흡수/반사를 이용한 협파장 분광측정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접촉식 장비들은 기존의 연구에 의하여 검증된 수치화된 평가를 

제공하나, 가격이 수천 만원 대의 고가이고 측정 탐침이 포함하는 

작은 범위에서만 정보만을 제공하여 얼굴 전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또한 평가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측정하여야 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얼굴 

전체를 촬영하고 영상 처리 기법(Image processing)을 활용하여 

모공, 반점, 주름에 대한 상태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림 1. 동일한 사진에서 임상전문의 5명의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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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피부 상태의 Before-After 비교 

오늘날, 피부 노화 및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주름살, 색소성 질환, 모공 등을 

비롯하여 피부 노화 증상들 및 병변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이나 

화장품, 각종 상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레이저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술과 치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피부 상태의 개선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상품 및 시술/처치의 효능 및 유효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진단 장비가 필요하다. 이는,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대조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는 피부 

상태의 Before-After 비교가 용이하게끔, 일관된 촬영 환경을 

제공하고 얼굴의 위치 및 표정이 과거 사진과 동일하게 촬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GUI도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의 

연속적인 비교·대조에 중점을 두어, 개수와 면적, 입체적인 피부 

상태의 변화를 확인 가능하게 하였다. 

 

1.3. 연구 동향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주로 국외에서 개발된 

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들이다. 이러한 장비들은 기존의 연구에 

의하여 검증된 수치화된 평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단 및 임상 

평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6]. 그러나 가격이 수천 만원 대의 

고가이고 접촉식 장비이기 때문에 검출 범위가 좁다는 문제점을 

가지며, 사용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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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환경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부위 역시 사용자가 육안으로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Before-After 비교를 위한 연속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반면, 국내에서 개발중인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들은 

성능 및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촬영한 시점에서의 

피부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적관찰 시 

동일한 촬영 환경 및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연속적인 비교 평가가 

어렵다. 또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실제 

임상적인 평가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미용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1.4. 기대 효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 ‘Skin 

Analyzer System’ 의 경우, 기존의 타 장비들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개발되었다. 피부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측할 수 

있도록 동일한 촬영 환경 및 조건을 제공하고, GUI도 Before-

After 비교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피부과교실과의 협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임상전문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다. Hardware 및 GUI에도 

실질적 사용자인 임상전문의의 입장을 반영하였으며, 검출 알고리즘 

역시 임상전문의의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되었다. 이를 통하여, 모공, 

반점, 주름의 검출 결과 및 정량화된 수치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진단 및 임상 평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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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 객관적인 피부 진단 및 평가가 가능해질 경우, 진단 

결과를 사용하여 진료와 임상 시험에서의 치료 경과 뿐만 아니라,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 후 혈관 위축 관찰, 자외선 조사시 피부형 

(skin type)의 결정, 광과민성 등의 연구, 분석과 치료법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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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 ‘Skin 

Analyzer System’은 촬영을 위한 hardware와, 환자 관리를 위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그리고 피부 상태 평가를 위한 검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임상사진들은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주도로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인정된 연구 H-1205-035-409에서 촬영된 것이며, 

촬영된 사진의 이용을 승인 받았다. 

 

그림 2.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 Skin Analyz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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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ardware 구현 

2.1.1. 구성 기기 종류 및 성능 

Skin Analyzer System의 hardware 내부에는 고해상도 

DSLR 카메라와 flash 광원, 웹캠과 7인치 소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DSLR 카메라는 16M pixel의 해상도를 가지는 Nikon D5100와 

DX Zoom Lens로 이루어져 있으며, flash는 출력 광량이 200Ws인 

FOMEX Strobo D200를 사용하였다. 7인치 소형 모니터는 

1024*600의 해상도를 가지며, 웹캠은 MS LifeCam Studio HD 

Webcam을 사용하였다. 그 이외에, 이마와 턱을 고정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3. Skin Analyzer System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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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kin Analyzer System의 hardware 내부 
(a: 고해상도 카메라 b: Flash와 diffuser c: 소형 모니터 d:웹캠 e:얼굴 고

정 장치) 

 

2.1.2. 촬영 환경 및 조건 

Hardware는 외부 광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암실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Nikon SDK 를 사용하여 GUI에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one-click processing을 구현하였다. 카메라는 

얼굴이 바라보는 정면을 0°로 하였을 때, 우측 60°에 위치한다. 

이는 주요 관찰 부분이 볼 위의 모공, 반점, 그리고 눈가의 

주름이기 때문에 정면보다 측면을 촬영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광원은 지속형 광원이 아닌 flash를 사용하였으며, 이 

역시 GUI를 통해서 촬영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하였다. 사용한 

FOMEX Strobo D200은 출력 광량이 200Ws 로써 충분한 빛을 

제공할 수 있지만, flash 특성상 빛이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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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의 가까운 부분에 집중 될 경우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입체성을 파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flash 전면에 diffuser를 설치하였다. 또한 추적관찰 및 연속 

비교를 위하여, 촬영 시 사진에 제공되는 광량이 일정하도록 

구현하였다. 피부의 밝기 및 진하기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광량 및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7]. 

고정된 지역에 white bar를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white 

balance가 자동으로 조정되게 함으로써, 환자의 사진은 촬영 

시간과 장소, 주변 환경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밝기로 보정된다. 다만, white balance의 조정이 white 

bar에 의존하므로, white bar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어긋날 수 있다. 

 

 

그림 5. White balance 보정 

 

2.1.3. 얼굴 위치 및 표정 

사진을 통하여 환자의 피부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Before-

After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촬영 환경 및 조건’과 

‘지난번 사진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표정으로 촬영된 사진’이 

필요하다. 즉, 과거에 촬영된 사진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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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얼굴의 

위치나 각도, 표정 등의 차이가 모공, 반점, 주름의 검출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Skin Analyzer System 에서는 

카메라가 고정된 한 각도에서만 촬영하기 때문에, 얼굴의 각도가 

틀어짐에 따라서 모공, 반점, 주름의 크기나 깊이 등이 다르게 찍힐 

수 있다. 또한, 얼굴에 조사되는 빛의 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기나 깊이 뿐만 아니라, 진하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정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8]. 눈가에 존재하는 주름을 

측정할 때 눈을 떴을 와 감았을 때는 주름의 깊이 및 방향에 큰 

차이가 생기며, 마찬가지로 다른 표정들로 인하여 뺨의 수축, 

이완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반점의 위치나 크기가 다르게 측정 

될 수 있다. 

 

그림 6. 다른 표정으로 인한 주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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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kin Analyzer System에는 

촬영 시 사용하는 overlay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첫 촬영이 아닌 

2번째 이후부터는 이전에 촬영한 사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정면에 존재하는 7인치 소형 모니터에 띄운 후, 그 위에 현재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실시간으로 overlay 시켜 준다. 이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의 현재 얼굴 위치와 각도, 그리고 표정을 과거에 

촬영한 사진과 최대한 일치 시킨 후 촬영하게 된다.  

 

그림 7. Overlay를 위한 사진 선택 
 

 

그림 8. Hardware 내부 소형 모니터의 overlay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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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raphic User Interface 

개발된 GUI는 Microsoft Visual Studio 10.0의 C#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2.2.1. 환자 관리 

Skin Analyzer System의 GUI는 user-friendly하게 

제작되었다.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ID를 생성하면 곧바로 

database에 등록되며, 이후 그 환자의 모든 정보와 촬영 사진은 

해당 ID에 저장된다. 촬영된 모든 사진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며, 

삭제가 가능하다. 또한,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환자를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림 9. 환자 관리를 위한 GUI &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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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검출 및 비교 평가 

1.2.2에서 언급 하였듯이, Skin Analyzer System의 GUI는 

Before-After 비교·대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검출 결과 

화면은 그림 10과 같이 두 개의 사진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된다.  

왼쪽의 촬영 사진 list에서 비교하기를 원하는 두 사진을 선택하고 

왼쪽 환자의 얼굴 위에 선택 영역을 drag로 그리면 오른쪽 

얼굴에도 동일한 위치에 선택 영역이 그려진다. 이 영역을 그 후 

모공, 반점, 주름 중 원하는 검출 알고리즘을 실행 시키면 아래 

화면에서 검출 결과가 출력된다.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은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모두 drag-drop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림 10. Before-After 비교가 편리한 검출 결과 화면 
 

모든 기능들이 버튼 하나로 자동화 되어 있지만, 활용 

범위와 정확도의 증대를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역시 내장되어 있다. 그 기능들은 그림 11 에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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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용자가 직접 조절 할 수 있는 기능들 
 

가장 왼쪽에 있는 네 방향의 화살표 버튼은 선택 영역 이동 

버튼이다. 촬영 시 overlay 기능을 통하여 과거 사진과 동일한 

얼굴 위치와 표정을 가진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위치 차이가 존재 할 경우를 대비한 기능이다. 왼쪽 얼굴 

위에 ROI box 를 그린 후,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얼굴 위의 

ROI box 가 이동하게 되므로, 두 사진에서의 표적을 더욱 정확하게 

일치화 시킬 수 있다. 버튼 클릭 시 이동하는 거리는 가운데 숫자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운데 존재하는 두 개의 track bar 는 

검출 알고리즘의 parameter 를 변경하여 검출 결과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2.3.2. 반점 검출 알고리즘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가장 오른쪽의 버튼들은 manually 

revision 을 위한 기능이다. 모공, 반점, 주름의 검출 결과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로 수정하기 위하여 검출 영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마우스 커서를 결과 화면 위에 놓고 

드래그 하면 검출 영역을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사진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피부과에서 진단 할 때 사용하는 

L/a/b 값을 확인 할 수 도 있다. 

2.3. 검출 알고리즘 

 개발된 검출 알고리즘은 모공 검출 알고리즘, 반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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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주름 검출 알고리즘, 이렇게 세가지 이며, 모두 

Microsoft Visual Studio 10.0의 C#과 OpenCV 2.4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2.3.1. 모공 검출 알고리즘 

 모공은 깊이가 존재하는 구멍이지만, 그 크기가 작고 깊이가 

얕기 때문에 1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는 깊이를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깊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림자를 통해 

모공을 검출하였다. 검출 알고리즘의 구조는 그림 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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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구조 
 

L space 추출 

모공은 주변 피부에 비해 색이 짙은 반면, RGB space 의 red, 

green, blue 중에서 특정 색깔을 더 많이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RGB space 이미지를 Lab space 로 전환한 후, 밝기 요소를 나타내는 

L space 를 추출하여 사용한다. L 은 밝기(Lightness)를, a 는 red-

green 을, b 는 blue-yellow 사이의 색 단계를 가진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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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 filtering 

Grayscale 이 된 L space 에 잡음 제거를 위하여 median 

filtering 을 적용한다. Median filtering 은 필터윈도우에 있는 

pixel 값 들의 중앙값을 구하여 출력영상의 pixel 값으로 대치하는 

방법이다[10]. 여기서 median filtering 을 가로, 세로로 나뉘어 

적용하는데, 이는 털(hair)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털은 선형을 

지니며,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필터윈도우를 7*3 과 3*7 로 

설정하고 두 번에 걸쳐 median filtering 을 연속으로 적용시킨다면 

털에 해당하는 pixel 값은 중앙값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제거된다. 

여기서 필터윈도우의 최대 크기가 7pixel 인 이유는 대다수의 털의 

두께가 7pixel 보다 작으며, 그와 동시에 대부분의 모공의 지름보다 

작기 때문이다. 즉, 모공에 해당하는 pixel 의 손상은 최소화 하면서 

털에 해당하는 pixel 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잡음 제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영상은 흐려지고 모공에 해당하는 pixel 역시 

손상을 입게 된다.  

Contrast stretching 

잡음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이점 추출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한 전처리의 과정으로 contrast 

stretching 을 사용한다. Contrast stretching 은 낮은 명암대비 

영상의 명암 값 분포의 히스토그램을 펼쳐서, 보다 넓은 영역으로 

명암 값 분포를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11]. 

OutImg[x][y] =  InImg[x][y]−𝐿𝐿𝐿
𝐻𝐻𝐻ℎ−𝐿𝐿𝐿

 × 2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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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High 와 Low 는 영상내의 pixel 에서 가장 낮은 밝기 

값과 가장 높은 밝기 값의 크기를 나타낸다. IntImg[x][y]는 원본 

영상 x, y 좌표에서의 pixel 밝기 값의 크기를 말하며, 

OutImg[x][y]는 출력될 결과물을 의미한다. 

Black-hat 연산 

Contrast stretching 으로 인해 명암 대비가 뚜렷해진 영상에, 

특이점 추출을 위하여 Black-hat 연산을 적용한다. Black-hat 

연산은 특정 영역 내에서 밝기 변화가 두드러진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12]. 

erode(x, y) = min
�x′,y′�∈kernel

srcimg(x + x′, y + y′)         (2) 

dilate(x, y) = max
�x′,y′�∈kernel

srcimg(x + x′, y + y′)        (3) 

Erode 와 dilate 은 각각 침식 연산과 팽창 연산이며, 팽창 연산과 

침식 연산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을 닫기(close) 연산이라고 한다. 

위의 수식에서 srcimg 는 원본이미지를 의미하며, 닫기 연산을 

사용하여 Black-hat 연산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lackhat(srcimg) = close(srcimg)− srcimg              (4) 

Black-hat 연산은 명암 대비 영상에서, 주변에 비해 어두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모공에 해당하는 특이점이 

추출된 영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여기서 특이점은 모공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들을 labeling 하고 위치를 표시한 뒤, 정량화를 

거침으로써 모공 검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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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순서 
a: 원본 영상 b: 잡음 제거 c: Contrast stretching d: Black-hat 연산 

 

 

그림 14. 검출된 모공 위치 표시 



21 

 

2.3.2. 반점 검출 알고리즘 

 반점은 주변 피부에 비해 색이 진한 영역이지만, 경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태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검출에 어려운 

점이 많다.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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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filtering 

반점 역시 L space 에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3]. 반점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Grayscale 이 된 L space 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Bilateral filter 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Bilateral 

filtering 이 intensity 값과 위치정보(distance) 값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다[14]. 반점의 경우 영역 내부의 pixel 들이 다양한 값을 

가진 채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점이 아닌 일반 

피부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pixel 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pixel 들을 모두 반점 영역에서 제외시킨다면, 반점 

검출에 있어 많은 오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Bilateral 

filtering 을 사용함으로써 반점 영역 내부에 섞여 있는 밝은 

pixel 들은 반점으로 포함시키고, 반면 반점 영역 밖에 있는 어두운 

pixel 들도 noise 로 처리하여 제거할 수 있다.  

Differentiated equalization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Differentiated 

equalization 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istogram 

equalization 은 영상에서의 pixel 들 값을 평활화 시키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점으로 생각되는 pixel 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반면 

반점인지 피부인지 헷갈리는 애매한 pixel 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Histogram equalization 은 pixel 값을 

극단적으로 분포시키기 때문에, 반점이 아닌 pixel 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어둡게 전환되어 반점으로 오검출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점인지 피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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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pixel 들을 구분하기 위한 Differentiated equalization 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Lab space 에서 평활화 된 L 의 값을 e*L 로 표기한다면, 

 E ∗ L =  � L
L+a+b

� x255,                 (5) 

가 되며, 이 값들을 사용하여 Differentiated equalization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4
𝑒 ∗ 𝐿 +  1

4
𝐹 ∗ 𝐿 + 𝑦 ∙ 𝑒 ∗ 𝐿 + 𝜇−𝑥

2𝜇
∙ 𝐹 ∗ 𝐿           (6) 

여기서 𝜇는 L space의 평균 값이며, F*L은 Bilateral filtering이 

적용된 L space에서의 pixel 값이다. y =  1
2
− 𝜇−𝑥

2𝜇
 라고 하였을 때, 

식 (6)을 다시 정리하면, 

1
4

(𝑒 ∗ 𝐿 + 𝐹 ∗ 𝐿) + 1
2
𝑒 ∗ 𝐿 + 𝜇−𝑥

2𝜇
(𝐹 ∗ 𝐿 − 𝑒 ∗ 𝐿)         (7) 

이 된다. 𝜇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pixel 들은 반점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pixel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𝜇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록 평활화된 값의 비중이 높아 진다. 반대로, 𝜇 의 값과 

차이가 클수록 평활화된 값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원래 pixel 값을 

유지하게 된다.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반점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들이 분류가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Adaptive threshold  

Differentiated equalization의 결과로 얻어진 명암 대비 영상

에서, 반점 영역을 찾기 위해 적용될 알고리즘은 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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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이다. 기존의 threshold 기법은 특정 값을 기준으로 이진

화 시키는 것에 반해, adaptive threshold는 주변 pixel들과의 상대

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이진화 시킨다.  

t(x) = �255, x ≥ T, (T는 기준값)
0, x < T

             (8) 

at(x) = �
255,  ∂x

∂d
≥ AT, (AT 는 기준값)

0,   ∂x
∂d

< AT
          (9) 

식(8)이 기존의 threshold 기법이라면, adaptive threshold 는 

식(9)와 같이 미분 값을 사용한다.  즉, pixel 의 절대적인 진하기와 

관계 없이, 주변에 비해 진한 영역을 찾을 수 있다[15]. 이렇게 

해서 검출된 영역을 ‘반점 의심 영역’이라 한다. 

Track bar 를 통한 parameter 변경  

1.2.1 에서 서술하였듯이 의사마다 주관적 성향이 다르며, 

그로 인해 진단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나 반점의 경우 

경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태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성 및 성향에 따른 차이가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kin Analyzer System 은 사용자의 주관적 성향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2.2.3 에서 언급되었던 

두 개의 track bar 이다. 첫 번째 track bar 는 sensitivity 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써, 반점의 경계를 검출할 때 얼마나 날카롭게 

검출하느냐를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track bar 는 검출 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써,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에서 표시 하고자 하는 K 의 값을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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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 clustering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은 밝기 값을 주어진 K 만큼 

분할하여, clustering 하는 알고리즘이다[16].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이전 과정에서 구해진 반점 의심 영역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이때 

K=4 이기 때문에, 반점 의심 영역은 ‘매우 진함’, ‘진함’, ‘약간 

진함’, ‘피부보다 조금 진함’, 이렇게 4 단계로 나뉘어지게 된다. 

여기에 두 번째 track bar 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는 검출 

결과에서 어느 단계까지를 보여줄 것인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6.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순서 
a: 원본 영상 b: 잡음 제거 c: Differentiated equalization d: 의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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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K-mean clustering의 K값에 따른 검출 범위 
 

2.3.3. 주름 검출 알고리즘 

주름은 주변 피부와의 색깔 차이가 반점에 비해 적고, 경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형태적 특성이 존재한다.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구조는 반점 검출 알고리즘과 상당히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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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구조 
 

Blue space 추출 

주름 검출 알고리즘은 모공, 반점과 다르게 L space 가 아닌 

blue space 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주름의 밝기가 모공이나 

반점처럼 어둡지 않은 반면, 실제 피부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red 

space, green space 값이 높고, 따라서 blue space 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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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점 검출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잡음 제거를 위하여 intensity 값과 위치정보(distance) 

값을 모두 사용하는 Bilateral filtering 을 적용한다.  

Histogram equalization 

얻어진 잡음 제거 영상에서 명암 대비 영상을 얻기 위하여 

histogram equalization 을 적용한다. 주름의 경우 색상과 진하기의 

차이가 모공, 반점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반점 검출 알고리즘과 

다르게 pixel 값을 극단적으로 평활화 시키는 histogram 

equalization 을 사용한다. Histogram equalization 은 입력영상의 

pixel 값 𝑟𝑘 을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출력영상의 pixel 값 𝑠𝑘 를 계산하는 영상 개선(image 

enhancement) 방법이다[17]. Histogram equalization 을 수행하면 

pixel 값의 범위가 좁은 저대비(low contrast) 입력 영상을 

pixel 값의 범위를 넓은 고대비(high contrast)의 출력영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𝑠𝑘 = 𝑇(𝑟𝑘),𝑘 = 0,1, … 𝐿 − 1                (10) 

𝑠𝑘 = 𝑐𝑐𝑐(𝑟𝑘) × (𝐿 − 1) = ��𝑝𝑐𝑐�𝑟𝑗�
𝑘

𝑗=0

� × (𝐿 − 1) 

= �∑ 𝑛𝑗
𝑁

𝑘
𝑗=0 � × (𝐿 − 1)                 (11) 

여기서 cdf()는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고, pdf()는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며, 

𝑝𝑐𝑐�𝑟𝑗� = 
𝑛𝑗
𝑁

 는 pixel 𝑟𝑗를 의미한다. N 은 전체 pixel 수이며, L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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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 값의 단계 수이므로 8bit 영상에서 L=256 의 값을 가진다. 

계산을 통해 얻어진 𝑠𝑘  값을 적용하면 grayscale 에서 대비가 

뚜렷해진 영상을 얻을 수 있다. 

Adaptive threshold  

위의 과정을 거친 후, 반점 검출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미분 

값을 사용하는 adaptive threshold 를 수행하여 주름 의심 영역을 

획득한다. 이렇게 얻어진 주름 의심 영역은 ‘확실한 주름’과 

‘주름으로 의심되는 부분’ 들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주름이 

아닌 부분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다음 과정에서 Hough line 

transform 을 이용한다.  

Hough line transform 

앞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명암 대비 영상에 Hough line 

transform 을 적용하여 ‘선형’을 검출하고, 이 결과의 

여집합(Complementary set)인 ‘선형이 없는 영역’을 추출한다. 

주름 의심 영역은 색상의 진하기 대비로 구해진 영역이기 때문에, 

주름 이외에도 색상이 진한 반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름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름 의심 영역에서 선형이 

없는 영역을 뺀다. 즉, 색상은 진하면서 선형이 아닌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색상이 진하면서 선형을 가지고 있는 

주름의 영역을 구할 수 있다. 주름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Hough 

line transform 이 적용되는 최소 단위를 30pixel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선으로 인식하기 위한 최소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30 

 

noise 들이 무분별하게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소 단위를 

30pixel 로 설정하였다[18]. 

Canny edge  

반점과 주름 검출 알고리즘에서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데 

사용된 것은 Canny edge 알고리즘이다. Canny edge 알고리즘은 

경계 검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서 복잡한 

영상에서 특별한 영역만 추출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으나[19],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반점 검출 알고리즘과 주름 검출 

알고리즘에서는 복잡함이 다 제거된 후에 경계 표시 및 labeling 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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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순서 
a: 원본 영상 b: 잡음 제거 c: Histogram equalization d: 의심영역 e: 선

형이 없는 영역 f: 의심영역-선형이 없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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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주름 검출 영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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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Skin Analyzer System의 최종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피부 상태의 진단 및 분석이다. 

Hardware나 GUI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따라서 

주요 결과는 모공, 반점, 주름의 검출 알고리즘을 통한 검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검출 알고리즘의 validation 및 

verification을 위하여 두 가지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모공, 

반점, 주름에 대한 sample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후, 해당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는 결과값과 참값(True value)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하여, 검출 정확도를 측정하고 검출 

알고리즘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실제 

환자의 피부 사진에 해당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와 임상전문의의 판독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판독에 사용된 

실제 피부 사진은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주도로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인정된 연구 

H-1205-035-409에서 촬영된 것이며, 촬영된 사진의 이용을 

승인 받았다. 

 

3.1. 검출 결과 화면 

Skin Analyzer System에서 모공, 반점, 주름 검출 

알고리즘을 각각 돌려서 얻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공은 검출 

결과에서 위치가 표시되며, 모공의 개수를 정량화 하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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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kin Analyzer System의 모공 검출 화면 
 

반점은 반점으로 판단되는 부분까지 경계선이 그려지고, 반점의 

개수와 총 면적, 그리고 평균 진하기 값이 정량화 되어 표시된다. 

진하기 값은 0~255 이며, 높을수록 밝다. 또한, track bar를 

조절하여 sensitivity와 표시할 K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22. Skin Analyzer System의 반점 검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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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은 주름으로 판단되는 부분까지 경계선이 그려지고, 주름의 

개수와 총 면적, 평균 길이 와 두께가 정량화 되어 표시된다. 

주름도 track bar 를 조절하여 경계선의 sensitivity 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23. Skin Analyzer System의 주름 검출 화면 

 

3.2.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 

3.2.1. Artificial sample을 통한 검증 

Skin Analyzer System에서 사용되는 모공 검출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artificial pore 

sample을 제작한 후, 모공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validation을 

수행해 보았다. Artificial pore는 가장 단순한 level 1부터 점차 

complexity를 추가하여 level 5까지 제작하며, level이 높아질수록 

실제 피부에 가깝도록 제작하였다. 각 level 별 sample들의 특성 

및 complexity는 표 1에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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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공의 artificial sample의 level 별 설명 

Level 특성 및 complexity 

1 
 피부에 해당하는 배경은 흰색, 모공에 해당하는 원은 
검정색으로 설정.  
 모공의 기준을 초과하는 크기의 원을 랜덤하게 삽입. 

2 
 피부와 모공을 흰색/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제작함.  
 모공의 색은 피부의 색보다 반드시 진하게 설정함. 
 모공의 기준을 초과하는 크기의 원을 랜덤하게 삽입. 

3 
 Level 2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음영을 추가. 
 음영은 배경의 일정 영역을 더욱 진하게 변경하여 제작. 

4 
 Level 3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털(hair)을 추가. 
 털은 짙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설정. 

5 

 Level 4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샘플의 모공/피부색이 실제 
환자의 모공/피부색을 반영하도록 변경. 
 각 환자 별로 모공 색과 피부색의 평균값을 구하여 
적용하였음. 

 

각 level 당 sample은 총 10개이며, 그 중에서 7개를 「10~19 

중에서 임의로 한 개, 20~29 중에서 임의로 한 개, …, 70~79 

중에서 임의로 한 개」 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추가로 

10~80 사이에서 임의의 숫자 2개를 더 선정하였으며, 마지막 열 

번째 sample은 100~130 사이의 값으로 선정하였다. 각 level 

별로 위에서와 같이 임의로 생성된 10개의 sample을 사용하여 

테스트하며, 평균 검출 확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알고리즘의 

validation을 시행하였다. 

Level 1에서는 크기로 인한 filtering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였으며, 정확도는 100%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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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1(sample 9) 
 

표 2.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1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12 20 31 43 51 63 78 46 68 121 

검출 12 20 31 43 51 63 78 46 68 121 

 

Level 2도 contrast stretching 알고리즘으로 인해, 피부보다 진한 

색의 모공을 100% 정확도로 검출하였다.  

 

그림 25.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2(samp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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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2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11 20 33 41 55 66 72 29 48 114 

검출 11 20 33 41 55 66 72 29 48 114 

 

Level 3부터는 실제 피부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배경 

영역의 일부에 음영을 추가하였으나, contrast stretching과 Black-

hat 연산이 잘 작동함으로 인해 정확도는 100%가 나왔다.  

 

그림 26.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3(sample 4) 
 

표 4.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3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10 21 35 45 56 68 73 47 29 130 

검출 10 21 35 45 56 68 73 47 29 130 

 

Level 4에서는 털(hair)로 인한 오차가 발생한다. Median 

filtering을 가로-세로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부분의 털을 

제거하였지만, 10개의 sample 중 2개에서 털을 모공으로 오검출 

하였고, 그로 인해 검출 정확도의 평균은 99.45%, 표준 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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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이 되었다. 

 

그림 27.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4(sample 4) 
 

 

표 5.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4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13 25 36 40 57 65 70 32 21 105 

검출 13 25 36 41 57 65 70 33 21 105 

 

마지막으로 level 5는 실제 환자의 모공과 피부의 색을 반영한 

것이며, 오차가 상당히 늘어났다. 음영 위의 모공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와, 음영 위의 털을 모공으로 오검출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검출 정확도의 평균이 95.13% 로 떨어지고, 

표준편차는 6.1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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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5(sample 2,9) 
 

표 6. 모공의 artificial sample Level 5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15 25 35 49 55 69 72 29 19 113 

검출 15 20 32 46 54 69 72 29 2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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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공의 artificial sample에 대한 전체 통계 

 

전체 결과를 바탕으로, level 1부터 level 4까지의 검출 확률 평균은 

99% 이상이고, level 5에서도 95.13% 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영과 겹쳐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와, 진한 음영 위에 

존재하는 모공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이다.  

 

3.2.2. 임상 판독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실제 피부사진을 

임상 판독한 결과와 비교 평가를 시행하였다. 단, 임상전문의의 

판독 역시 완벽한 참 값(True value)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전문의 3명 중 2명 이상이 모공으로 선택한 부분을 산출하고, 

그 교집합을 기준으로 하여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기준으로 사용되는 교집합을 ‘모공 임상 판독 

결과’라고 정의한다.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검출 정확도 평균(%) 100 100 100 99.45 95.13 

표준편차 0 0 0 1.10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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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임상전문의 3명의 판독과 교집합 영역 
a~c: 모공 사진에서의 임상전문의의 판독 d: 임상전문의 3 명 중 2 명 

이상이 모공으로 선택한 영역의 교집합(모공 임상 판독 결과로 정의) 

 

모공 검출 알고리즘을 실제 피부 사진에 적용해 보고, 모공 임상 

판독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잔주름 및 피부 결이 noise로 검출되는 경우이다. 

전처리 과정 및 잡음 제거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잘게 나뉘어진 

잔주름이 작은 모공으로 오검출 되었다. 이 경우 검출 알고리즘은 

임상 판독에서 모공으로 판별된 78개의 모공 중에서 73개를 

검출하여 검출율 93.59%가 나왔으며, 모공이 아닌 것을 모공으로 

오검출 한 것이 32개였다. 그림 30(b)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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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지 못한 모공 5개를 나타내며,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잔주름 및 피부 결이 모공으로 오검출 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작은 

반점 및 흉터가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이다. 크기가 작은 반점 

및 홍반이 잡음 제거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잘게 나뉘어져 

모공으로 오검출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여드름 등으로 인해 

생긴 흉터 역시 모공과 형태가 유사하여 오검출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임상 판독에서 모공으로 판별된 96개의 모공 중에서 

92개가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검출되었지만, 작은 반점 및 홍반, 

그리고 흉터 등 모공이 아닌 것들이 모공으로 오검출 된 경우가 

31개에 이르렀다. 그림30(c)에서 검출하지 못한 모공 부위를 

원으로 표시하고 오검출 된 경우를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a) 모공 임상 판독 결과와 알고리즘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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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잔주름이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 

 

(c) 작은 반점 및 흉터가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 

그림 30. 모공 임상 판독 결과와 검출 알고리즘 결과 비교 

 

3.3.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 

이 과정에서는 영역 및 경계의 검출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개수 및 진하기 값에 대한 정량화 및 검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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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Artificial sample을 통한 검증 

Skin Analyzer System에서 사용되는 반점 검출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artificial 

pigmentation sample을 제작한 후, 반점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validation을 수행해 보았다. Artificial pigmentation는 가장 단순한 

level 1부터 점차 complexity를 추가하여 level 5까지 제작하며, 

level이 높아질수록 실제 피부에 가깝도록 제작하였다. 각 level 별 

sample들의 특성 및 complexity는 표 8에 설명하였다. 

표 8. 반점의 artificial sample의 level 별 설명 

Leve
l 

특성 및 complexity 

1 
 피부에 해당하는 배경은 흰색, 반점에 해당하는 원은 검정
색으로 설정.  
 모공에 해당하는 작은 원(3mm이하)을 랜덤하게 삽입. 

2 
 피부와 반점을 흰색/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제작함.  
 반점의 색은 피부의 색보다 반드시 진하게 설정함. 
 모공에 해당하는 작은 원(3mm이하)을 랜덤하게 삽입 

3 

 Level 2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반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complexity를 높임. 
 반점으로 지정된 영역의 색을 ‘단일 색’이 아닌, 유사한 
색을 혼합하고 무늬를 삽입하여 제작함. 

4 
 Level 3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털(hair)을 추가. 
 털은 짙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설정 

5 

 Level 4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샘플의 반점/피부색이 실제 
환자의 반점/피부색을 반영하도록 변경. 
 각 환자 별로 반점 색과 피부색의 평균값을 구하여 적용하
였음.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영상처리 과정에서 

pixel을 confusion matrix에 맞춰 1:1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20]. Sample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TP, TN, FP, FN 

값을 바탕으로, accuracy와 error 값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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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Pixel 값을 1:1로 비교하기 위한 confusion matrix 

 

Condition 

Condition 
positive 

Condition 
negative 

Test 
outcome 

Test outcome 
positive 

TP FP 

Test outcome 
negative 

FN TN 

True Positive(TP): 반점을 반점이라고 검출함 
True Negative(TN): 반점이 아닌 것을 반점이 아니라고 검출함 

False Positive(FP): 반점이 아닌 것을 반점이라고 검출함 
False Negative(FN): 반점인 것을 반점이 아니라고 검출함 

 

𝑃𝑇𝑃 =  
𝑇𝑃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𝑃𝑇𝑁 =  

𝑇𝑁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𝑃𝐹𝑃 =  
𝐹𝑃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𝑃𝑇𝑃 =  

𝑇𝑃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𝑃𝑇𝑃  +  𝑃𝑇𝑁 +  𝑃𝐹𝑃 +  𝑃𝑇𝑃 = 1               (12) 

 

TP, TN, FP, FN 각각의 확률을 식 (12)와 같이 정의할 때, 

accuracy와 error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𝐴𝑐𝑐𝑢𝑟𝑎𝑐𝑦 =  𝑃𝑇𝑃  +  𝑃𝑇𝑁                Error =    𝑃𝐹𝑃 + 𝑃𝑇𝑃       (13) 

 

각 level 당 sample은 총 10개씩이며 검출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accuracy와 error, 그리고 TP, TN, FP, FN의 비율을 

사용한다. 

 

Level 1은 단순하게 이진화 된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accuracy가 100%로 나왔다. 모공에 해당하는 작은 원은 배제하고 

반점에 해당하는 영역이 검출되는 것을 통하여 크기로 인한 

filtering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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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반점 artificial sample level 1(sample 9) 
 

표 10. 반점의 artificial sample level 1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24839 19995 20083 22110 17945 

검출 Pixel 24839 19995 20083 22110 17945 

TP 확률(%) 40 32 32 35 29 

TN 확률(%) 60 68 68 65 71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8285 18077 24203 14917 21070 

검출 Pixel 18285 18077 24203 14917 21070 

TP 확률(%) 29 29 39 24 34 

TN 확률(%) 71 71 61 76 66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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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의 정확도는 100%로써, 반점의 색이 매우 진하지 않더라도 

주변 피부에 해당하는 색보다 진할 경우, Differentiated 

equalization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2. 반점 artificial sample level 2(samp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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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반점의 artificial sample level 2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24839 19995 20083 22110 17945 

검출 Pixel 24839 19995 20083 22110 17945 

TP 확률(%) 40 32 32 35 29 

TN 확률(%) 60 68 68 65 71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8285 18077 24203 14917 21070 

검출 Pixel 18285 18077 24203 14917 21070 

TP 확률(%) 29 29 39 24 34 

TN 확률(%) 71 71 61 76 66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Level 3부터는 실제 피부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배경과 

반점 영역에 유사한 색깔을 섞고 무늬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accuracy의 평균은 97.40%, 표준편차는 0.8로 정확도가 

감소하였고, error는 평균 2.6%, 표준편차 0.8로 증가하였다. Error 

값에서 FN은 매우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0%의 확률로 

표시되었으며, 이는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오차가 대부분 ‘반점이 

아닌 것을 반점으로 검출’하게 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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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반점 artificial sample level 3(sample 2) 
 

표 12. 반점의 artificial sample level 3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24839 19995 20083 22110 17945 

검출 Pixel 25874 21398 21258 23641 18774 

TP 확률(%) 40 32 32 35 28 

TN 확률(%) 58 66 66 63 70 

Accuracy(%) 98 98 98 98 98 

FP 확률(%) 2 2 2 2 2 

FN 확률(%) 0 0 0 0 0 

Error (%) 2 2 2 2 2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8285 18077 24203 14917 21070 

검출 Pixel 20484 19473 26487 16723 23111 

TP 확률(%) 29 29 38 24 34 

TN 확률(%) 67 69 58 73 63 

Accuracy(%) 96 98 96 97 97 

FP 확률(%) 4 2 4 3 3 

FN 확률(%) 0 0 0 0 0 

Error (%) 4 2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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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에서는 털(hair)을 추가하였지만, median filtering을 통하여 

털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표 12과 표 13를 비교해 보았을 

때, sample 1,2,3,5,9,10이 level 3에서의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sample 4,6,7,8의 경우에도 최대 0.06% 의 

오차가 존재한다. 즉, 털은 반점 검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ccuracy의 평균과 표준편차, error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level 3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34. 반점 artificial sample level 4(samp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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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반점의 artificial sample level 4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24839 19995 20083 22110 17945 

검출 Pixel 25874 21398 21258 23644 18774 

TP 확률(%) 40 32 32 35 28 

TN 확률(%) 58 66 66 63 70 

Accuracy(%) 98 98 98 98 98 

FP 확률(%) 2 2 2 2 2 

FN 확률(%) 0 0 0 0 0 

Error (%) 2 2 2 2 2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8285 18077 24203 14917 21070 

검출 Pixel 20484 19473 26487 16721 23110 

TP 확률(%) 29 29 38 24 34 

TN 확률(%) 67 69 58 73 63 

Accuracy(%) 96 98 96 97 97 

FP 확률(%) 4 2 4 3 3 

FN 확률(%) 0 0 0 0 0 

Error (%) 4 2 4 3 3 

 

마지막으로 level 5는 실제 환자의 반점과 피부의 색을 반영한 

것이며,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점 근처의 음영이 

반점으로 혼동되어 검출되는 경우와, 반점 내부의 밝은 부분이 

검출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accuracy의 평균은 95.7%, 표준편차는 2.28이 되었고, error의 

평균은 4.3%, 표준편차는 2.28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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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반점 주변의 진한 음영이 반점으로 오검출 된 경우 
 

 

(b)반점 내부의 밝은 부분이 검출에서 제외된 경우 

 

그림 35. 반점 artificial sample level 5(samp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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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반점의 artificial sample level 5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24839 19995 20083 22110 17945 

검출 Pixel 25379 21503 25764 23640 20676 

TP 확률(%) 40 32 32 35 29 

TN 확률(%) 59 66 59 62 67 

Accuracy(%) 99 98 91 97 96 

FP 확률(%) 1 2 9 3 4 

FN 확률(%) 0 0 0 0 0 

Error (%) 1 2 9 3 4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8285 18077 24203 14917 21070 

검출 Pixel 19864 19651 27423 12631 23619 

TP 확률(%) 29 29 38 19 34 

TN 확률(%) 67 68 56 74 62 

Accuracy(%) 96 97 94 93 96 

FP 확률(%) 3 3 6 2 4 

FN 확률(%) 1 0 0 5 0 

Error (%) 4 3 6 7 4 

 

각 level 별로 10 개의 샘플 에 대해서 실험해 본 결과, level 

1 부터 level 2 까지는 100%의 검출 정확도를 보였으며, level 3 과 

4 에서는 accuracy 97.4%, error 2.6% 가 나왔다. Level 5 의 경우 

accuracy 가 95.7%까지 감소하고 error 가 4.3%로 증가 하였다.  

Level 1~4 에서 FN 의 확률은 거의 0%이며, error 의 대부분이 

FP 이다. Level 5 에서도 FN 의 확률은 0~5%, FP 의 확률은 

1~9%로, level 4 까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FP 가 error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error 의 대부분이 ‘반점이 아닌 부분을 

반점으로 잡음’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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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반점의 artificial sample에 대한 전체 통계 
Level 1 평균 표준편차 Minimum Maximum 
Accuracy(%) 100 0 100 100 
FP 확률(%) 0 0 0 0 
FN 확률(%) 0 0 0 0 
Error (%) 0 0 0 0 
Level 2     
Accuracy(%) 100 0 100 100 
FP 확률(%) 0 0 0 0 
FN 확률(%) 0 0 0 0 
Error (%) 0 0 0 0 
Level 3     
Accuracy(%) 97.4 0.8 96 98 
FP 확률(%) 2.6 0.8 2 4 
FN 확률(%) 0 0 0 0 
Error (%) 2.6 0.8 2 4 
Level 4     
Accuracy(%) 97.4 0.8 96 98 
FP 확률(%) 2.6 0.8 2 4 
FN 확률(%) 0 0 0 0 
Error (%) 2.6 0.8 2 4 
Level 5     
Accuracy(%) 95.7 2.28 91 99 
FP 확률(%) 3.7 2.19 1 9 
FN 확률(%) 0.6 1.5 0 5 
Error (%) 4.3 2.28 1 9 

 

3.3.2. 임상 판독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반점 검출 알고리즘은 반점의 영역을 검출하고 경계를 

그리며, 그 영역의 면적과 진하기를 정량화 해야 한다. 반점은 

영역의 경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rtificial sample과 

달리 실제 환자의 반점 사진이 훨씬 검출하기 난해하다. 따라서, 

5명의 임상전문의가 실제 환자의 반점 사진에서 선택한 영역과 

반점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얼마나 정확히 반점 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단, 

임상전문의 한 명의 판독을 완벽한 참 값(True value)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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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반점에 대한 평가의 의견 일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21], 본 논문에서는 임상전문의 5명 중 3명 이상이 

반점으로 선택한 영역을 산출하고, 그 교집합을 기준으로 하여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기준으로 사용되는 

교집합을 ‘반점 임상 판독 결과’라고 정의한다.  

 

그림 36. 임상전문의 5명의 판독과 교집합 영역 
a~e: 반점 사진에서의 임상전문의의 판독 f: 임상전문의 5 명 중 3 명 

이상이 반점으로 선택한 영역의 교집합(반점 임상 판독 결과로 정의) 

 

반점 검출 알고리즘을 실제 피부 사진에 적용해 보고, 반점 임상 

판독 결과와 비교 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몇몇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noise 가 반점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이다(그림 

38). Adaptive threshold 기법으로 선출한 의심영역에는 반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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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후에 적용되는 K-mean 

clustering 에 의해 clustering 되는 과정에서 반점으로 분류 됨으로 

인해 오검출이 발생하였다. 그림 37(b)에서 accuracy 는 94% 이며, 

error 은 6% 이다. 두 번째는 작은 반점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이다(그림 38(c)). 작은 반점의 경우 의심 영역까지는 

포함되었으나 그 후 morphology 연산을 거칠 때, erode 와 open 

연산으로 인해 크기가 더욱 작아지고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서 

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38(c)의 accuracy 는 

90%이며, error 은 10%이다. 세 번째는 검출 정밀도가 부족한 

경우이다. 복잡하게 생긴 반점의 경계를 잡을 때 정밀도가 부족하여 

섬세하게 잡지 못함에 따라 accuracy 가 대폭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38(d)의 accuracy 는 83%, error 은 17%이다. 

 

(a) 반점 임상 판독 결과와 검출 알고리즘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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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ise가 반점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 
 

 

(c) 작은 반점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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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검출 정밀도가 부족한 경우 

그림 37. 반점 임상 판독 결과와 검출 알고리즘 결과 비교 

 

3.4.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 

이 과정에서는 영역 및 경계의 검출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개수 및 주름의 폭에 대한 정량화 및 검증은 

생략한다. 

 

3.4.1. Artificial sample을 통한 검증 

주름 검출 알고리즘 역시 모공, 반점과 마찬가지로 5단계의 

level로 분류한 artificial sample을 통하여 성능 평가를 시행하였다.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평가는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sample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TP, TN, FP, FN를 

계산하여 얻어지는 accuracy, error 값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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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level 별 sample 들의 특성 및 complexity 는 표 16 에 

설명하였다. 

표 16. 주름의 artificial sample의 level 별 설명 

Level 특성 및 complexity 

1 

 피부에 해당하는 배경은 흰색, 주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검
정색으로 설정. 
 모공에 해당하는 작은 원(3mm이하)을 랜덤하게 삽입. 
 반점에 해당하는 큰 도형들을 랜덤하게 삽입. 

2 
 피부와 주름을 흰색/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제작함. 
 주름의 색은 피부의 색보다 반드시 진하게 설정함. 
 Level 1에서와 같이 모공, 반점에 해당하는 도형을 삽입. 

3 
 Level 2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complexity를 높임. 
 주름과 피부에 다양한 크기의 음영을 랜덤하게 삽입. 

4 
 Level 3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털(hair)을 추가. 
 털은 짙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설정. 

5 
 Level 4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sample의 주름/피부색이 

실제 환자의 주름/피부색을 반영하도록 변경. 
 환자의 주름 색과 피부색의 평균값을 구하여 적용하였음. 

 

Level 1은 흑백 영상에서, 모공에 해당하는 작은 원과 선형성을 갖

지 않는 반점에 해당하는 도형을 배제하고 주름에 해당하는 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과값으로 accuracy 100%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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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주름 artificial sample level 1(sample 2) 
 

표 17. 주름의 artificial sample level 1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11297 7916 12724 10838 10310 

검출 Pixel 11297 7916 12724 10838 10310 

TP 확률(%) 18 13 20 17 16 

TN 확률(%) 82 87 80 83 84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4662 10868 11488 16985 9368 

검출 Pixel 14662 10868 11488 16985 9368 

TP 확률(%) 23 17 18 27 15 

TN 확률(%) 77 83 82 73 85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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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도 noise로 인식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100%로 나왔다. 주름의 색이 매우 진하지 않더라도 주변 

피부에 해당하는 색보다 진할 경우, histogram equalization 

알고리즘을 통해 명암 대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출이 쉽게 

가능하다.

 

그림 39. 주름 artificial sample level 2(samp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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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주름의 artificial sample level 2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11297 7916 12724 10838 10310 

검출 Pixel 11297 7916 12724 10838 10310 

TP 확률(%) 18 13 20 17 16 

TN 확률(%) 82 87 80 83 84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4662 10868 11488 16985 9368 

검출 Pixel 14662 10868 11488 16985 9368 

TP 확률(%) 23 17 18 27 15 

TN 확률(%) 77 83 82 73 85 

Accuracy(%) 100 100 100 100 100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0 0 0 0 0 

Error (%) 0 0 0 0 0 

 

Level 3부터는 실제 피부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배경과 

주름 영역에 좀 더 짙은 음영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accuracy의 

평균은 97.8%, 표준편차는 0.9로 정확도가 감소하였고, error는 

평균 2.2%, 표준편차 0.9로 증가하였다. Error 값에서 매우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의 

확률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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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주름 artificial sample level 3(sample 9) 
 

 

표 19. 주름의 artificial sample level 3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11297 7916 12724 10838 10310 

검출 Pixel 9938 7248 11514 9750 9511 

TP 확률(%) 16 12 18 16 16 

TN 확률(%) 82 87 80 82 83 

Accuracy(%) 98 99 98 98 99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2 1 2 2 1 

Error (%) 2 1 2 2 1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4662 10868 11488 16985 9368 

검출 Pixel 13797 9773 9787 17167 7474 

TP 확률(%) 22 16 16 25 12 

TN 확률(%) 76 82 81 71 85 

Accuracy(%) 98 98 97 96 97 

FP 확률(%) 0 0 0 2 0 

FN 확률(%) 2 2 3 2 3 

Error (%) 2 2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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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에서는 털(hair)을 추가하였지만, median filtering을 통하여 

털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표 19와 표 20을 비교해 보았을 

때, level 3과 level 4의 결과가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며, 가장 

오차가 큰 경우에도 pixel의 차이가 0.7%에 불과하다. Accuracy의 

평균과 표준편차, error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level 3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41. 주름 artificial sample level 4(samp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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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주름의 artificial sample level 4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11297 7916 12724 10838 10310 

검출 Pixel 10004 7278 11577 9786 9539 

TP 확률(%) 16 12 18 16 16 

TN 확률(%) 82 87 80 82 83 

Accuracy(%) 98 99 98 98 99 

FP 확률(%) 0 0 0 0 0 

FN 확률(%) 2 1 2 2 1 

Error (%) 2 1 2 2 1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4662 10868 11488 16985 9368 

검출 Pixel 13825 9817 9827 17234 7543 

TP 확률(%) 22 16 16 25 12 

TN 확률(%) 76 82 81 71 85 

Accuracy(%) 98 98 97 96 97 

FP 확률(%) 0 0 0 2 0 

FN 확률(%) 2 2 3 2 3 

Error (%) 2 2 3 4 3 

 

Level 5는 실제 환자의 주름과 피부의 색을 반영한 것이다. 

Accuracy의 평균은 95.7%, 표준편차는 1.9이 되었고, error의 

평균은 4.3%, 표준편차는 1.9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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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접한 음영이 선형성을 지녀서 오검출 되는 경우 
 

 

 

 

(b) 직경이 30pixel 이하인 noise가 제거 되지 않는 경우 

그림 42. 주름 artificial sample level 5(sampl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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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름의 artificial sample level 5에서의 검출 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ample 5 

실제 Pixel 11297 7916 12724 10838 10310 

검출 Pixel 12529 9538 12736 9805 9491 

TP 확률(%) 15 12 18 16 16 

TN 확률(%) 77 84 76 82 83 

Accuracy(%) 92 96 94 98 99 

FP 확률(%) 5 3 3 0 0 

FN 확률(%) 3 1 3 2 1 

Error (%) 8 4 6 2 1 

 Sample 6 Sample 7 Sample 8 Sample 9 Sample 10 

실제 Pixel 14662 10868 11488 16985 9368 

검출 Pixel 13582 11663 10973 17031 9442 

TP 확률(%) 21 16 16 24 13 

TN 확률(%) 75 80 80 70 83 

Accuracy(%) 96 96 96 94 96 

FP 확률(%) 1 3 2 3 2 

FN 확률(%) 3 1 2 3 2 

Error (%) 4 4 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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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름의 artificial sample에 대한 전체 통계 
Level 1 평균 표준편차 Minimum Maximum 
Accuracy(%) 100 0 100 100 
FP 확률(%) 0 0 0 0 
FN 확률(%) 0 0 0 0 
Error (%) 0 0 0 0 
Level 2     
Accuracy(%) 100 0 100 100 
FP 확률(%) 0 0 0 0 
FN 확률(%) 0 0 0 0 
Error (%) 0 0 0 0 
Level 3     
Accuracy(%) 97.8 0.9 96 99 
FP 확률(%) 0.2 0.6 0 2 
FN 확률(%) 2 0.6 1 3 
Error (%) 2.2 0.9 1 4 
Level 4     
Accuracy(%) 97.8 0.9 96 99 
FP 확률(%) 0.2 0.6 0 2 
FN 확률(%) 2 0.6 1 3 
Error (%) 2.2 0.9 1 4 
Level 5     
Accuracy(%) 95.7 1.9 92 99 
FP 확률(%) 2.2 1.5 1 9 
FN 확률(%) 2.1 0.8 0 5 
Error (%) 4.3 1.9 1 9 

 

각 level 별로 10 개의 샘플 에 대해서 실험해 본 결과, level 

1 부터 level 2 까지는 100%의 검출 정확도를 보였으며, level 3 과 

4 에서는 accuracy 97.8%, error 2.2% 가 나왔다. Level 5 의 경우 

accuracy 가 95.7%까지 감소하고 error 가 4.3%로 증가 하였다.   

 

3.4.2. 임상 판독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 

주름 검출 알고리즘은 주름의 영역을 검출하고 경계를 그리며, 

그 영역의 면적과 진하기, 폭 등의 정보를 정량화 한다. 정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름의 영역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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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이 기능의 검증을 위하여 반점 검출 알고리즘을 

검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임상전문의가 

실제 환자의 피부 사진에서 선택한 주름 영역과 주름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임상전문의 3 명 중 2 명 이상이 주름으로 

선택한 영역을 산출하고, 그 교집합을 기준으로 하여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 한다. 기준으로 사용되는 교집합을 ‘주름 

임상 판독 결과’라고 정의한다. 

 

그림 43. 임상전문의 3명의 판독과 교집합 영역 
a~c: 주름 사진에서의 임상전문의의 판독 d: 임상전문의 3 명 중 2 명 

이상이 주름으로 선택한 영역의 교집합(주름 임상 판독 결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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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검출 알고리즘을 실제 피부 사진에 적용해 보고, 반점 임상 

판독 결과와 비교 해 본 결과 확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깊이가 깊지 않고 얇은 잔주름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그림 44(b)). 한 방향에만 설치된 점 광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빛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할 경우 입체성이 소멸되며, 깊은 

주름과 달리 얕은 주름의 경우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아서 

검출이 어려워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4(b)의 경우 

accuracy 88%, error 12%가 나왔다. 두 번째는 깊은 주름 근처의 

음영을 주름으로 오검출 한다는 것이다. 깊은 주름의 경우 그림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처에 진한 음영이 생기게 되고, 이를 

그림자로 인식하여 잘못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림 

44(c)의 경우 accuracy 89%, error 11% 를 얻었다. 

 

(a) 주름 임상 판독 결과와 알고리즘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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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얕고 얇은 잔주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c) 깊은 주름 근처의 음영이 주름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 

그림 44. 주름 임상 판독 결과와 검출 알고리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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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4.1. 모공 검출 알고리즘 

모공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고 사진으로 깊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 Artificial sample을 통하여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및 유효성 평가를 해 본 결과, 

level 1부터 level 4까지의 검출 확률 평균은 99% 이상이고, level 

5에서도 95.13% 이다. 따라서, artificial sample에 대한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은 유효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반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털이 완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영과 겹쳐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와, 

진한 음영 위에 존재하는 모공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이다. 음영과 

겹친 모공이 검출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출 

알고리즘의 sensitivity를 높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털을 비롯한 

noise가 증가 하게 되어 오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median filtering 이외의 방법으로 털을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 sensitivity를 높이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자 한다. 

추가로,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자 사진의 실제 모공은 artificial sample 보다 더욱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다. 임상전문의에 의한 임상 판독 결과와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 비교를 시행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피부 결 및 잔주름이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것으로써, 전처리 및 잡음 제거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작게 

조각난 noise가 모공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름 검출에 사용하였던 Hough line transform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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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이 존재하는 부위를 제거하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작은 

반점, 홍반 및 흉터가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것인데, 이 경우 

반점과 홍반은 모공에 비해 붉은 색을 갖는다는 점을, 흉터는 

모공에 비해 색상이 옅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한다. L space이 아닌 

다른 space에서 noise를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모공 검출 알고리즘의 경우 임상 판독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임상전문의가 모공으로 선택한 부분을 거의 모두 검출하기 때문에 

모공 검출율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공이 아닌 것을 

모공으로 잡는 false positive error가 많기 때문에, noise가 

모공으로 오검출 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자 한다. 

 

4.2. 반점 검출 알고리즘 

반점의 경우 특정 형태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색상으로 인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정확한 검출이 어렵다. 

Artificial sample을 통하여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및 

유효성 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level 1부터 level 4까지의 검출 

정확도의 평균은 97% 이상이고, level 5에서도 95.7% 이다. 

따라서, artificial sample에 대한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은 

유효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level 1~4 에서 FN의 확률은 

거의 0%이며, error의 대부분이 FP 이고, level 5에서도 FP의 

확률은 3.7%, FN의 확률은 0.6%로, FP가 error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알고리즘 검출에서 발생하는 오차 중에서 ‘반점 

아닌 것을 반점으로 검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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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반점 아닌 것을 반점으로 검출’ 

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면 

정확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artificial sample 검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음영으로 인해 짙어진 부위가 반점으로 

검출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반점 내부에 존재하는 밝은 부분이 

실제 피부와 색조는 다르지만, 진하기가 비슷하여 반점 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언급하였던 ‘반점이 아닌 

것을 반점으로 검출’ 하는 문제에 해당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Differentiated equalization을 개선하고 반점 검출에 최적화 시킬 

예정이다. Differentiated equalization 알고리즘의 μ를 단순히 L 

space의 평균값으로 정하지 않고, histogram 분포를 통해 값을 

설정한다면 더욱 정확한 평활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의 space에서만 진하기를 비교하여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L space 이외의 다른 space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5명의 임상전문의가 실제 환자의 반점 사진에서 반점을 

선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마다 주관성이 존재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객관적 평가는 불가능하다.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유효성 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5명의 

임상전문의 중 3명 이상이 선택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교집합을 

기준으로 두어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 평가 하였다. 이 

평가 방법은 매우 적절하며, 임상전문의의 수와 환자 사진의 수가 

많을수록 더 큰 유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임상 판독 결과와 반점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 비교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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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문제를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noise가 작은 반점으로 

오검출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검출된 clustering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은 피부와 진하기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 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반점이 아닌데도 clustering 된 경우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작은 반점이 미검출 

되는 경우로써, 잡음 제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침식 연산을 

줄이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잡음 제거는 다른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강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검출 정밀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clustering의 정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점 의심 영역에서 K-mean clustering이 아닌, EM clustering 

이나 region growing 알고리즘 등, 다른 clustering 알고리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3. 주름 검출 알고리즘 

주름의 경우 ‘선형’이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름 

검출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은 바로 반점과 주름의 구분이다. 

Artificial sample을 통하여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및 

유효성 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level 1부터 level 4까지의 검출 

정확도의 평균은 97% 이상이고, level 5에서도 95.7% 이다. 

따라서, artificial sample에 대한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은 

유효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반면, artificial sample 검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털과 모공, 음영이 나란히 존재할 때 

선형성이 생겨서 주름으로 잘못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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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과 털에 비하여 green space 및 red space 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red space 및 green space에서 

clustering을 시행하고 L space 및 blue space에서 별도로 잡음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직경 30pixel 이하의 noise는 선형성이 없더라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Hough line transform 알고리즘에서 

선형성을 인식하기 위해 최소 단위를 30pixel로 설정해 둠에 따라, 

직경이 30pixel 이하인 noise는 Hough line transform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ough line transform 이외의 선형성 검출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임상 판독 결과와 주름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잔주름을 검출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는 한 방향에 고정된 점광원 입체성을 파괴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추후 hardware에서 광원을 면광원으로 변경할 경우 빛이 

고르게 분포되어 입체성 파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짧은 

선을 검출하는데 유용한 Rigid detection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깊은 주름이 빛을 받아 생기는 그림자가 

주름으로 인식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주름으로 검출된 영역 

내부에서 gradient 값을 구분함으로써 깊은 주름 근처의 음영을 

구분하고 제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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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모공, 반점, 주름에 대한 상태를 

정량화 하고, 이를 통하여 정확한 피부 상태 진단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피부 진단 장비인 Skin Analyzer 

System을 연구 및 개발하였다. 

Hardware는 일정한 촬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얼굴 위치와 표정이 지난번 사진과 동일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hardware와 GUI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피부 상태의 평가를 

위하여 모공, 반점, 주름에 대한 검출 알고리즘을 각각 

개발하였으며, artificial sample과 임상 판독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성능 평가 및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모공, 반점, 주름 검출 알고리즘은 artificial sample의 모든 

level에서 평균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몇몇 

조건에서는 검출 정확도가 감소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검출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피부가 artificial sample에 비해서 월등히 

복잡하기 때문에 임상 판독과의 비교 평가에서는 오차가 

증가하였다. 실제 피부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는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고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검출 알고리즘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실제 피부에서도 standard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정확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피부 상태의 객관적 평가 및 정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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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장비의 성능이 더욱 개선되어 병원에서 

사용된다면 의사와 환자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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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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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research is assessment of skin condition of 

patients in an objective manner via development of the relevant 

system and with which the conditions of their pore, 

pigmentation, and wrinkle are qua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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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se, this research would try to draw a diagnosis 

and analyze the skin-related condition. Through quantified 

results in diagnosis, not only an objective determination is 

obtained but also a continuous comparison is made in relation to 

skin after elapsing a certain time. As a result, thi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kin care and the verification 

of treatment product and medical procedure. 

Non-contact type of skin diagnosis device ‘Skin Analyzer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s of hardware for 

photography, graphic user interface (GUI) for management of 

patient, and detection algorithm for assessment of skin 

condition. 

To deduce the exact diagnosis and evaluation of skin, Skin 

Analyzer System's hardware aims to provide the consistent 

photographing environment. Photography is obtained in 

darkroom precluding the light source from outside, brightness 

in picture is always identical through correction of white 

balance, and pre-facial picture and post-facial picture are 

overlaid together so that the present one can be taken in the 

same consistent way as possible. 

GUI embedded in Skin Analyzer System was produced in the 

user-friendly method for patient to control conveniently. It is 

managed by the individual identification (ID) of user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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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private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base is easily 

classified or modified.  

Assessment of skin condition is done toward the three 

factors: pore, pigmentation and wrinkle. Detection algorithm 

was developed for each of them. In case of the detection 

algorithm of pore, the optically dark area equal to pore size is 

found and the number of pore is figured out after deleting the 

noise component such as hair. For the detection algorithm of 

pigmentation, the relatively darker region when compared to 

that around is recognized as pigmentation, when the pigmented 

boundary is found and the number, area, and darkness become 

quantified. For the wrinkle lastly, wrinkled boundary is detected 

around the corner of eye and then the number, area, length, and 

width are calculated quantitatively. 

Two procedures in this paper were carried out 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detection algorithm. The first 

procedure is to make some samples of pore, pigmentation, and 

wrinkle artificially and compare the resulted values from 

detection algorithm with true values. The detection accuracy 

can be measured and the vulnerable point in detection algorithm 

can be comprehended via the way of this comparative process.  

As the result of procedures, the three algorithms for given 

artificial sample have accuracy over the 95% on avera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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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some conditions during process are founded to 

decrease accuracy of detection. 

The second procedure is to compare algorithm outcome 

against the clinical judgment of dermatologists by applying the 

detection algorithm toward patient's actual skin photography, to 

get the detection accuracy through this process, and to 

comprehend the weak point in the detection algorithm. 

These two procedures make it verified the weak point in this 

algorithm, the difference between judgment of dermatologists 

and detection algorithm, as well as complement parts. 

Skin evaluation device herein with a non-contact function is 

an integrated system that includes hardware, GUI, and detection 

algorithm for pore, pigmentation and wrinkle, which would be 

useful in providing the objective assessment of human skin 

conditions.  

There are still amendments that upgrading hardware for 

consistency of recording environment and improving detection 

algorithm for better diagnosing actual skin. Satisfied these 

conditions, patients as well as doctors can be supported by this 

skin evaluation device in quantifying and diagnosing skin 

conditions, making exact comparing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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