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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뷰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 확산으로 인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과

거보다 증 되어,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

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퍼스  컬러가 주목받으면서 문가에게 자신의 퍼스  컬러를 진단받는 사

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문가의 주 인 단으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

기 어려우며 진단에 따른 시간 , 비용  소모가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온라인상에서 상처리를 통해 효과 인 퍼스  컬러 분석과 메이크업 추천이 가

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양한 상처리 방법을 통하여 사용자의 신체 역을 추출하고, 색상 데이

터 값을 이용하여 퍼스  컬러를 분석하 으며 그에 따라 한 메이크업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만족도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효과 임을 나타내

었다.     

1. 서  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오래 부터 끊임없이 추구

해온 인간의 욕구  하나이다. 이러한 욕구는 개성을 

요시하는 사회에 들어,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를 효과

으로 표 하는 수단으로 발 해왔다. 최근, 소셜 미디어

의 확산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사람들

의 욕구가 더욱 증가하 고, 더불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의복 스타일링 방법에 한 심도 증가하

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가진 고유의 신체 색상을 의미하는 

퍼스  컬러(Personal Color)의 진단과 활용이 사회에 

와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피부, 머리카락, 동자의 색

과의 조화를 이루는 사계  유형의 색채를 진단하여 자신

에게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을 찾고, 이를 메이

크업에 활용하면 개인의 개성과 이미지를 더욱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 뷰티방송, 뷰티블로거, 뷰티유

투버, 컬러리스트(Colorist) 등 새로운 직종이 떠오르고 있

는 이유도 퍼스  컬러를 활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다

는 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 퍼스  컬러를 진단하기 해서 부분의 사람은 

컬러리스트나 련 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

만 퍼스  컬러의 진단은 컬러리스트의 주 인 단으

로 결정되기 때문에 객 인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진단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모가 발생한다. 한, 퍼스  

컬러를 진단하는 데 있어 ‘머리카락 색이 붉다.’, ‘ 동자가 

푸르다.’, ‘피부가 밝다.’ 등의 추상 이고 색채표 이 정확

하지 않은 경우, 진단신뢰도가 감소할 수 있다. 퍼스  컬

러를 정확히 진단받더라도 자신만의 퍼스  컬러를 어떻

게 활용할지에 한 추가 인 콘텐츠들의 활용과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정확한 

색상 수치를 활용한 퍼스  컬러 진단방법이 필요하며, 추

가로 개인에게 합한 메이크업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

스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미지 분석방법들을 통하여 개인

의 퍼스  컬러를 자동으로 진단해주며, 진단된 결과에 따

라 개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

크업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 퍼스  컬러 분석에 한 연구

 퍼스  컬러는 독일의 Johannes Itten이 피부 톤, 머리카

락색상, 동자색상을 기반으로 채색할 경우 더 나은 작품

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4개의 사계  컬러 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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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를 제작하며 출 하게 되었다[1]. 퍼스  컬러를 결정짓는 

피부색은 헤모 로빈, 멜라닌, 라틴에 의해 결정되며 머

리카락 색은 유멜라닌, 페오멜라닌, 동자의 경우 홍채의 

멜라닌에 따라 결정된다. 퍼스  컬러는 크게 따스한 계열

의 웜톤, 차가운 계열의 쿨톤 2가지로 분류되며, 사계 에 

따라 /가을(웜톤), 여름/겨울(쿨톤) 타입으로 나뉘게 된

다. 계 타입 별로 bright, soft, light, mute, deep 등 좀 

더 세부 으로 나뉘게 된다[2]. 자신의 계  타입을 진단

하려는 방법으로는 오 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다. 

오 라인 방법의 경우 계 의 표 인 색상으로 이루어

진 드 이 를 얼굴 근처에 보거나, 개인의 고유한 특징

인 피부 톤, 모발, 동자 색상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문가의 주 인 의견이 반 되어 정확한 단

을 하기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 온

라인방식의 경우 게 설문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직

 퍼스  컬러를 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2.2 얼굴 역 인식에 한 연구

 R. L. Hsu은 복잡한 배경에 피부 역을 검출하고, 피부 

역의 공간 배열에 기 하여 얼굴 후보를 생성하여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3]. 결과 으로 이미지의 다양

한 얼굴 변화에도 높은 얼굴 인식률을 얻었다. K. Garvit

은 보행자가 근할 경우 보행자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

하 다[4]. 피부 색상 분할과 Haar Cascade를 조합하여 

단일 보행자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제안된 방법

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94.28%의 검출율을 보 다. K. 

Almir 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얼굴 추출 기법인 Haar 

Cascade Classifiers를 개선하기 하여 베이지안 분류기

를 결합하여 빠르게 얼굴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5]. 기존의 방법만 사용했을 때보다 향상된 속도로 얼굴

을 추출하 다.

3. 퍼스  컬러 분석에 따른 메이크업 콘텐츠 추천

 본 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상반신 이미지를 통하

여 모발, 동자, 피부 역을 추출하고 역별 색상데이터

를 통하여 톤을 결정하고 contrast를 이용하여 계 타입을 

분석한다. 한 컬러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된 태그를 기

반으로 메이크업 콘텐츠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3.1 퍼스  컬러 분석

 먼  퍼스  컬러의 톤을 결정하기 하여 피부 역 분

석한다. 얼굴 역을 추출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Haar-cascade를 사용한다. Haar-cascade는 얼굴의 명암

차이 특징을 이용하여 얼굴특성을 추출하는 알고리즘[6]으

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얼굴 역 추출 후, Otsu 

알고리즘[7]을 사용하여 배경과 , 코, 입 역을 제거한

다. 피부 역 검출률을 높이기 하여 HSV 컬러 모델의 

Hue 분포를 이용하여 피부 역만을 검출한다. 피부 역

을 검출한 뒤 역의 색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색상 데이

터는 Lab 컬러 모델을 이용한다. Lab컬러 모델은 디지털 

장비의 색 특성과 계없이 같은 색이 표 되며, 

L(Luminosity)은 명도 값으로 0∼1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a는 빨강(+)과 록(-)의 정도, b는 노랑(+)과 랑(-)의 

정도를 나타내며 –128∼127 사이의 값을 가진다[8]. 쿨톤

과 웜톤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는 Lab 컬러모델에서 a와 

b 역의 컬러 데이터이며, 일반 으로 a가 b보다 클 경

우 쿨톤, 반 의 경우 웜톤으로 분류한다.

(A) Original Image (B) Skin Detection Result

(C) Skin Tone Analysis

(그림 2) 피부 톤 분석 과정 시

 

 그림 2는 가수 ‘크리스탈’을 로 분석한 결과이다. A는 

민낯의 원본 이미지이며, B는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

부 역을 추출한 이미지이다. 피부에 반사된 빛과 , 

썹, 코, 입 역이 제거됨을 볼 수 있다. C는 피부 역의 

Lab 컬러모델의 a와 b 값이다. 제 상에서 a 역의 값

이 b 역 값보다 크므로, 제 사진은 웜 톤임을 알 수 

있다. 웜톤과 쿨톤 두 가지로 분류한 뒤, 세부 인 계  

타입을 분류하기 하여 모발과 피부 톤의 contrast, 동

자와 피부 톤의 contrast를 측정한다. contrast 측정을 

하여 동자와 모발 역을 추출한다. 동자 역을 추출

하기 하여  역을 추출하고 해당 이미지를 invert 시

킨 후 gray-scale 이미지로 변환한다. 변환된 이미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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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치를 주어 동공 역을 추출하고 동공 역을 심으로 

일정크기의 원을 심으로 동자 역을 추출한다. 

(A) Pupil Detection Result (B) Hair Detection Result

(그림 3) 동자, 모발 역 추출 시 
  

 모발 역 추출의 경우 Ots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배경

과 인물을 분리하고 배경 역을 제거한다.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에는 모발, , 코, 입 역이 남게 되는데 이것 역

시 Haar-cascade알고리즘을 사용하여 , 코, 입 역을 

추출하여 제거한다. 그림 3은 동자와 모발 추출 결과이

다. A는 동자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B는 Otsu 연산 후 

, 코, 입 역을 제거한 결과이다. contrast 연산을 하

여 동자와 모발 역의 Lab 컬러 모델의 L 값을 추출한

다. 피부 톤과 모발의 contrast는 동자의 contrast보다 

많은 향을 미치므로 모발과의 contrast에 가 치를 두어 

계산한다. 체 인 contrast가 50보다 작은 경우 웜톤은 

가을, 쿨톤은 여름으로 나 게 되고, 큰 경우에는 웜톤은 

, 쿨톤은 겨울로 나 게 된다. 이를 통하여 최종 인 퍼

스  컬러를 단한다. 

3.2 메이크업 콘텐츠 추천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 콘텐츠를 추천하기 하여 자신의 

퍼스  컬러와 신체색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태그를 생성

한다. 표 1은 컬러리스트에게 추천받은 유사단어와 퍼스

컬러를 표하는 연 인을 나타내며, 퍼스  컬러 문 진

단업체에 직  의뢰하여 해당 셋을 구성하 다[10]. 진단

받은 퍼스  컬러에 해당하는 단어와 연 인을 태그로 추

가하여 비슷한 타입을 갖은 메이크업이나 연 인 메이크

업에 한 정보를 추천한다. 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기 하여 퍼스  컬러 진단 시 추출한 신체 역의 

Lab 컬러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 정보를 추천

한다. Lab 컬러를 태그화 시키기 하여 한국표  정보망

에서 제공하는 공공디자인 색체 표  가이드를 사용한다

[9]. 공공디자인 색체 표 은 공공 디자인 산업 분야에 다

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이드로서 표 색

의 계통 색 이름, 용 색 이름, Lab 등 128색 표를 제공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피부 톤, 모발, 동자의 

Lab 컬러 데이터를 색체 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Lab 

데이터를 비교하여 특징마다 하나 이상의 유사한 색상 

용어를 태그에 추가한다. 용어색을 태그에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느껴지는 분 기나 인상을 제공해  수 있으

며 가장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추천할 수 있다. 메이크업 

콘텐츠를 추천하기 하여 동 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인 유튜 를 이용하여 뷰티 유튜버가 올린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한다. 콘텐츠는 사용자의 퍼스  컬러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태그들을 TF-IDF를[11]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합한 메이크업 콘텐츠를 추천한다.

퍼스  컬러 유사단어 연 인

Spring
웜톤, , 웜톤, 

Warm, Spring 

설리, 아이유, 

하지원, 송혜교

Summer
쿨톤, 여름, Cool, 

여름쿨톤, Summer

서 진, 김연아, 

박민 , 손 진

Autumn
웜톤, 가을, Warm, 

가을웜톤,  Autumn

수지, 수애, 

공효진, 한 슬

Winter
쿨톤, 겨울, Cool, 

겨울쿨톤,  Winter

김혜수, 선우선, 

차승원

<표 1> 퍼스  타입별 유사 단어와 연 인

3.3 시스템 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퍼스  컬러 진단 

 메이크업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4는 

구 된 결과 화면이다. 일입력 역에서 퍼스  컬러를 

진단받고 싶은 사용자의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진단버튼 클릭 시 퍼스  컬러 분석과 메이크업 콘텐츠 

추천이 진행된다. 퍼스  컬러분석 역에서는 사용자의 

얼굴 특징 역을 검출한 결과, 역 별 Lab 색상 데이터 

수치, 콘트라스트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최종 으로 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퍼스  컬러를 진단한다. 메이

크업 추천 역에서는 사용자의 퍼스  컬러와 피부, 모

발, 동자 역의 Lab 값을 통하여 개인화된 용어색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한 메이크업 콘텐츠 

리스트를 추천하며 썸네일을 클릭할 경우 해당 콘텐츠로 

이동하도록 구성되어있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하여 구 된 시

스템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온, 오 라인으로 

퍼스  컬러 진단을 받아본 20  여자 30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반신 이미지를 

업로드 한 후 분석결과에 한 5가지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나 어 진행하 으면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질문은 각각 

역 검출에 한 만족도, 타입진단에 한 만족도, 사용

자환경(UI) 만족도, 추출된 태그결과에 한 만족도, 추천

된 메이크업 콘텐츠에 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종합 만족

도 총 5  만 의 3.67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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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퍼스  컬러 진단 시스템

(그림 5) 사용자 만족도 결과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수치화된 색상 데이터를 통하여 사용자의 

퍼스  컬러를 진단하고, 퍼스  컬러에 합한 메이크업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온, 오 라인 진단보다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 으

며 제안한 방법에 한 검증을 받았다. 향후 더 나아가 퍼

스  컬러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사용자의 매, 인상

착의 등을 통하여 색감에 한 인상(분 기)을 악하고 

사계  타입의 세부 컬러 타입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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