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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인물사진의 화질 평가 요소들과 선호도와의 계를 기반으로 감상자 심의 인물사진 선호도 

측정 로그램의 모형을 제작하여 일반인 사용자의 높은 사용률을 목 으로 하는 제조사들에게 자동화된 

제품설계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미지 평가를 진행하기 하여 이미지의 화질 

측정 항목을 객 , 주  항목으로 나 고, 상처리와 통계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 다. 

이미지의 화질 측정 항목은 객  평가항목과 주  평가 항목으로 나  수 있다. 객  평가 항목에는 

RSC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인지, 노이즈를 선정하 고, 로그램을 통해 그 수치 값을 통계 으로 분석

하여 평가하 다. 주  평가 항목에는 노출, 컬러 톤, 인물의 구도, 인물의 치, 아웃포커스를 선정하 고, 

상처리 방법을 용하여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을 통해 측정된 결과와 실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발된 로그

램은 인물의 안면이 인식 되어야 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해 이미지 내에 사람이 존재

하는 모든 종류의 인물사진을 평가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화질∣선호도∣인물사진∣감성측정∣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model of the program for automation measuring the preference 

of the portrait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 quality factors and the preferences 

in the portraits for manufacturers aiming at high utilization of the users.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evaluation, the image quality measurement was divided into objective and subjective items, 

and the evaluation was done through image processing and statistical methods. the image quality 

measurement items can be divided into objective evaluation items and subjective evaluation 

items. RSC Contrast, Dynamic Range and Noise were selected for the objective evaluation items, 

and the numerical valu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nd evaluated through the program. 

Exposure, Color Tone, composition of person, position of person, and out of focus were selected 

for subjective evaluation items and evaluated by image processing method. By applying objective 

and subjective assessment items, the results were very accurate, with the results obtained by the 

developed program and the results of the actual visual inspection. but since the currently 

developed program can be evalua ted only after facial recognition of the person, future research 

will need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evaluate all kinds of portraits.

■ keyword :∣Image Quality∣Preference∣Portrait∣Sensibility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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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1827년 조셉 니엡스의 카메라 발명이후, 다게르의 다

게 오 타입, 코닥사의 디지털카메라, 최근에는 휴 폰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이미지 련 기술은 비약 으로 

발 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일반 들이 

손쉽게 사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물사진을 주로 

촬 하는 사용자의 수와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되는 사

진의 양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

과 더불어 산업  측면에서는 휴 폰을 통하여 사용자

들에게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선사하기 한 카메라 

어 리 이션과 간단하게 보정  편집을 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사용자들의 활용도 

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에 따라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매우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이미지에 한 

심의 증가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얻기 원하는 이미지 

재  로그램의 개발이 제조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졌다. 이와 같은 카메라 사용자들의 감성에 부합하는 

이미지 재  로그램 개발의 기반은 이미지의 객

인 평가항목과 주 인 평가항목에 한 고찰로부터 

이루어진다. 

객 인 평가항목은 화질을 분석할 수 있는 상처

리 으로 픽셀단계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 이미지 

화질 측정을 가능하게하며 주 인 평가항목은 감상

자 개인의 과 의견이 반 된 가장 정확한 사진의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감상자 개인의 단 기 이 흔들

릴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에 한 평가는 사진을 구성

하고 있는 객 인 평가항목들과 감상자들이 인지하

고 있는 주 인 반응에 한 한 결합이 이미지에 

한 최종 인 선호도로 나타낼 수 있다[1].

국제표 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for 

Organization)에서는 사진의 객 인 화질 속성들을 

규정하 는데 해당 속성의 특정한 수치에 따라 감상자

들의 변화하는 감성을 확인하고 그 상 계를 규명하

기 하여 여러 사  연구들이 진행되어졌다. 노연숙

(2010)은 이미지의 감상자측면에서 화질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구체 인 평가 언어를 수

립하고, 사진 이미지를 통해 주  화질 평가 실험을 

진행하 다[2]. 이 실험을 바탕으로 화질 평가 항목을 

수립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주  화질을 평가할 수 있

도록 하 다. 박형주(2012)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화질 평

가 항목들을 다이내믹 인지, 컬러, 콘트라스트 총 3가

지 항목으로 규정하여 일반 감상자들이 선호하는 디지

털 이미지 화질의 재  성능 범 를 구체화하 다[3]. 

 연구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통합 화질 평

가 로그램이 개발되었다[4]. 하지만 개발된 로그램

은 주  평가 항목인 컬러 톤이 유발하는 감성 콘텐

츠를 감상자들의 선택으로 평가함으로서 자동화 측정

을 구 하지 못하 다. 그리고 아웃포커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가부를 얼굴인식 역만을 기

으로 하여 단하 기 때문에 실제 인물사진 평가 시 

오류를 발생시켰다. 한 최종 수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평가 항목별 우선순 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을 

하 기 때문에 주  측면에서의 측정 수라고 단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ISO에서 정의한 객  평가항목들을 

기반으로 여러 사 연구들과 사진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객 , 주  평가항목을 설정하 고 선행 

연구자가 개발한 로그램의 오류를 개선하 다[5][6]. 

사  연구자가 개발한 로그램 모델에서 주  평가 

항목인 컬러 톤을 자동 측정  평가가 가능하게 개발

하여 체계 이고 자동화된 제작을 목 으로 한다. 추가

으로 기존 모델에서 존재하지 않던 평가 항목을 새로 

개발하고 항목 별 운선순 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통계

 방법으로 감성기반 인물사진의 선호도 측정 로그

램을 개발하 다. 로그램에 용한 객  평가항목

은 RSC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인지, 노이즈이다. 주

 평가항목은 노출, 컬러 톤, 인물의 구도, 인물의 

치, 아웃포커스이다. 개발된 로그램은 실제 인물사진

을 객 , 주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특정

이미지의 선호도를 평가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의 높은 사용률을 목

으로 하는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평가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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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물사진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본 연구는 인물사진 평가 시, 객  화질과 주  

화질을 체계 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감상자 기반 인물

사진 평가 모형을 제시하려는데 목표를 두었다. 

객  평가 항목인 RSC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인

지, 노이즈는 이미지의 인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

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다수의 감상자들에 의해서 선호

도를 얻은 이미지를 항목 별로 측정하여 도출된 값을 

통계  방법인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주  평가 항목

은 이미지의 체  인상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항목과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한 항목으로 나 어 측정한다. 노

출과 컬러 톤은 각 항목 별로 감상자들의 감성 반응 데

이터를 활용하여 이미지의 체  인상을 평가한다. 이

미지에서의 인물의 치와 비율 그리고 아웃포커스 

한 감상자들의 감성 반응 데이터를 활용하고, 얼굴 인

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항

목들의 도출된 항목 별 수치 값을 선호도에 기반 한 우

선순  산정법을 통해 객 , 주  의 평가 항

목들을 통합하여 인물사진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

는 감성기반 이미지 측정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

그림 1. 인물사진 선호도 측정 프로그램 전체 블록도

2.1 객관적 화질 평가 항목 

본 연구에서는 다이내믹 인지, 노이즈와 함께 이미

지 화질에 많은 향을 미치는 RSC(Retinal-like 

Subsampling Contrast)를 객  평가 항목으로 지정

하 다. RSC 콘트라스트의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수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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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RSC 콘트라스트 알고리즘

다음으로 객  화질 평가항목으로 지정한 다이내

믹 인지는 단일 이미지의 명암의 범 를 측정  계

산해야 하므로 디지털이미지의 명암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 다. 원

본 이미지와 히스토그램 정규화를 통한 정보를 비교하

여 그 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다이내믹 인지가 넓고, 

차이가 크면 다이내믹 인지가 좁다고 평가할 수 있게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객  화질 평가항목으로 지

정한 노이즈는 원본 이미지를 미디엄 필터에 용하여 

제거된 노이즈의 수치 값을 도출하 다. 그러므로, 도출

된 수치 값이 작았을 때는 노이즈가 은 이미지, 그와 

반 로 도출된 수치 값이 클 때는 노이즈가 큰 이미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7].

본 연구에서는 객  화질 평가 항목인 RSC 콘트라

스트, 다이내믹 인지, 노이즈 항목을 정규분포를 기반

하고 통계  방법인 CDF를 이용하여 특정 이미지를 자

동으로 평가하기 하여 소셜미디어인 Flickr 

(www.flickr.com)에서 추천 수 100회 이상의 인물사진 

150장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표 1].

표 1. 객관적 평가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가 항목 평균 표 편차

RSC 콘트라스트 315.08 90.271

다이내믹 레인지 5.29 2.164

노이즈 6.2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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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평가 항목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CDF를 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CDF는 확률 도함수를 한번 분한 형태로, 이를 활

용하면 특정 이미지의 평가 항목에 한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CDF의 값을 구하는 수식에서 는 형상

모수(Shape Parameter), 본 연구에서는 평균으로, 는 

척도모수(Scale Parameter), 본 연구에서는 표 편차로 

정의한다. CDF는 와 을 모수로 가지며, 객  평

가 항목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CDF 함수에 용하여 

그래 를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은 객  평가 항목인 

RSC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인지, 노이즈의 평균과 

표 편차를 CDF 함수에 용한 그래 를 나타낸다[8]

[수식 2][그림 2]. 

  
 




수식 2.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림 2. 객관적 평가항목들의 CDF 그래프

2.2 주관적 화질 평가항목

① 노출과 컬러 톤의 전체적 인상 평가 방법 

노출은 이미지 재 장비와 인간에게 요한 시각  

속성이다. 정우 (2006)은 이미지의 노출은 감상자들이 

시각  장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 뿐 아니라 복잡한 

인간 반응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노출 값이 낮은 이미지

일수록 부정 이고 무거운 반응을 나타내었고, 노출이 

정 는 약간 높은 이미지일수록 노출이 낮은 경우에 

반 되는 반응을 기록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셀 애덤스에 의해 창안되어진 총 11단

계로 나  존 시스템에서 Zone5의 노출 기  값이 18%

의 반사율을 가지는 간 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사  연구자의 로그램에서 평가하

지 않은 노출을 측정하는 항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감상

자기반 선호도 측정을 보다 구체화하 다. 설정한 정

노출을 기 으로 이미지의 평가를 진행하기 하여 모

바일폰 카메라에 용되는 자동 노출 기능 알고리즘의 

원리를 용하 다. 자동 노출 기능은 피사체의 밝기를 

자동으로 하게 조 하는 기능이다. 자동 노출 기능

을 용하기 하여 이미지의 휘도 성분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RGB정보를 YCbCr 좌표계로 변환하여 Y

값인 노출을 측정할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원리를 이

용하여 정 노출의 값을 일정 수치로 설정하 다. 그

리고 입력되는 이미지의 노출을 단계별로 나 어 해당 

항목의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 다.

그림 3. 휘도 성분 Y값 산출

이미지의 휘도 값 계산은 다시 픽셀 샘 링과 상 

분할로 나 어진다. 로그램의 효율성을 해 일정 간

격으로 픽셀을 샘 링하여 이미지의 평균 휘도를 계산

한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4픽셀씩, 체 이미지의 1/16 

픽셀 샘 링을 통하여 로그램의 효율성을 최 화 하

다. 그리고 상 분할 방법을 이용하면 이미지의 외

각 역에서 체 이미지에 한 노출에 향을 여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측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고

려하여 노출을 계산한다. 이미지를 총 16등분으로 나

어 외각 역에 해당하는 1, 4, 13, 16번 역의 휘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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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는 피사체  배경의 다양한 특

성과 사람의 시지각 인 문제를 반 한 한 방법이

다[11], [그림 4].

  

그림 4. 1/16 픽셀 샘플링과 영상분할 과정

컬러 톤은 색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인 색상, 명도, 

채도로 구성 되어져있다. 감상자들이 이미지를 단할 

때 체 인 감성 콘텐츠를 단하는 요한 요소는 이

미지의 컬러 톤이 상당히 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여러 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12][13].

이와 같이 컬러 톤은 이미지의 감성 콘텐츠를 좌우할 

수 있는 향력 있는 감상자 기반 이미지 평가 요소이

기 때문에 특정 색상에 어떤 감성 콘텐츠를 유발하는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노연숙(2015)과 이연란(2015)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색채의 속성에 따라 이미지가 어떠

한 감성 콘텐츠를 유발하는지에 한 데이터를 도출시

켰다. 이러한 색채의 속성에 따라 난색, 한색, 성색으

로 크게 3가지로 색채를 분류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RGB정보를 색상, 명도, 채도로 이루

어진 HSV 색상 모델로 변환하여 색채의 속성에 따라 

컬러 톤을 자동 측정하고, 감성 콘텐츠에 따라 수 산

정을 할 수 있게 구 하 다. 

② 얼굴인식 기반의 인물의 위치, 비율, 아웃포커스

이미지에서 인물의 치 구성 능력은 사진가가 좋은 

결과물을 해 가장 먼  익 야 하는 요한 사진 기

술  하나다. 인물을 상으로 한 구도는 여러 가지 종

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며 

감상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삼등분할법칙을 채

택하여 구 하 다[그림 5]. 

그림 5. 삼등분할법칙 적용의 예

이미지를 평가하기 하여 교차하는 의 치에 따

라 오른쪽 상단 역을 A, 왼쪽 상단 역을 B, 양쪽 하

단 역을 C, 가운데 역을 D라고 명명하 다. 인물의 

치가 A, B, C 역에 치할 때, 문 인 화면구성

이라고 할 수 있고, D 역에 치했을 때, 아마추어

인 화면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인물의 치를 단하기 

하여 Zhu(2012)의 얼굴 인식 기술(annotated face in 

the wild)을 활용하 다. AFW 얼굴 인식 기술은 얼굴 

검출, 자세 측정, 특징 의 국부화를 통합하여 얼굴인식

을 진행한다. 이미지 안에서 다양한 자세를 가지고 있

는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의 특징 을 측정하기 하여 

337명의 다양한 얼굴 정보가 담겨있는 750,000개의 이

미지 데이터세트인 CMU MultiPIE face dataset[18]와 

소셜미디어 Flikr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얻어 데이터세

트를 구성하 다[그림 6].

그림 6. AFW 얼굴 인식 방법의 정확도

이미지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상자들의 선

호도에 큰 향을 미치는 항목  하나다. 김종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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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면에서 인물에 한 크기 차이에 따른 감상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감성어휘를 이용하여 평가하 고, 감상

자들이 인물사진을 평가할 때 가장 선호하는 인물의 크

기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치를 악할 때 사용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물의 비율을 분석하 다. 

얼굴인식을 통하여 이미지에서 인물을 검출한 후에 인

물이 차지하고 있는 픽셀 수와 체 이미지의 픽셀 수

의 비율 측정을 통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용하

다. 

아웃포커스는 문가들이 촬  시에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켜 사람에게 더욱 집 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아웃포커스 유무를 

단하기 하여 로그램에 용한 객  평가 항목

인 RSC 콘트라스트를 이용하 다. 먼  이미지를 9등

분하여 각 역의 콘트라스트를 측정하 으며, 얼굴인

식을 통해 검출된 인물의 역과 몸에 해당하는 역의 

RSC 콘트라스트 수치를 나머지 역의 수치와 비교하

여 이미지의 아웃포커스 유무를 단하 다[그림 7]. 이

러한 방법은 이미지 내에서 주 피사체 부를 고려하여 

RSC 콘트라스트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  연구자의 얼

굴인식 역만을 고려한 방법에 비하여 효과 인 아웃

포커스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9분할 아웃포커스 측정 방법

III. 평가항목 기반 인물사진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인물사진을 평가 할 때, 객  화질 

측면과 주  화질 측면을 체계 으로 결합하여 새로

운 감성기반 인물사진 선호도 측정 모형을 제시하려는

데 목표를 두었다. 

먼  객  화질 평가 항목으로는 RSC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인지, 노이즈 항목이 있다. 의 세 가지 객

 평가 항목을 평가하기 하여 이미지 업로드 소셜 

미디어인 Flickr에서 추천 수 100회 이상의 인물사진 

150장을 수치화 하 다. 수치화한 값은 정규 분포화 과

정을 거치고, 그 값을 기 으로 CDF함수를 로그램에 

용시켜 평가를 진행하 다.

다음으로 주  화질 평가 항목은 노출, 컬러 톤, 인

물의 치 구성, 인물의 비율, 아웃포커스로 설정하

다. 노출은 디지털 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 노출인 

존 V를 기  값으로 설정하고 각 존 클래스 별로 수

를 할당함으로서 해당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 다. 컬러 

톤은 여러 사 연구들의 감성 콘텐츠 연구결과와 난색, 

한색, 성색으로 분류가능한 색 체계를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평가를 해 HSV 색상 모델을 기반으로 

수를 할당함으로서 해당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 다. 이

미지에서 인물의 치 구성은 황 분할법칙에 기 하

여 이미지를 9등분하여 생긴 네 가지 역의 과 가

운데 역을 포함하여 총 5개 클래스로 나 어 수를 

할당함으로서 해당 평가 항목을 구체화화 고, 인물의 

치를 악하기 해 얼굴인식 기술을 용하여 평가

를 진행하 다. 이미지에서 인물의 비율을 측정하기 

해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인물을 추출한 후에, 이

미지의 총 픽셀 수와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픽셀 수의 

비를 산출하 다. 이러한 비율을 사 연구와 사진 문

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 4 단계의 클래스로 나 어 

수를 할당함으로서 해당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 다. 

아웃포커스는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에서 

인물이 치한 역을 악한다. 그 후에 이미지를 총 

9등분하여 콘트라스트를 계산하고 인물이 치한 역

과의 콘트라스트 값을 비교함으로서 아웃포커스의 여

부를 단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상자들에게 선호도의 향력을 미치는 

항목을 우선순 로 나  평가 체계를 갖추기 하여 사

 연구와 사진 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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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우선순 를 각 항목에 가 치를 용시키기 

하여 순 심화법(Ranking Order Centroid 

Method)를 사용하 다. 이 방법은 순 를 이용해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n개의 속성에 해 각 속성의 

가 치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19][수식 4]

[표 2]. 노출과 아웃포커스 항목은 단순 계산으로 최종 

수를 도출하 는데, 정 노출과 아웃포커스의 가부 

향에 따라 감상자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라졌기 

때문에 우선순 를 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항목, 

항목별 가 치를 용한 로그램으로 측정된  이다

[그림 8].

          
 






          : 번째 순 의 가 치

          : 속성의 개수

수식 4. 순위를 이용한 가중치 계산방법

표 2. ROC를 이용한 평가항목 별 가중치 적용

속성

RSC 
콘트라
스트

다이내
믹레인
지

노이즈 컬러 톤
인물의 
위치

인물의 
비율

우선순위 3 6 5 1 2 4

가중치() 0.16 0.03 0.06 0.41 0.24 0.10

그림 8. 인물사진 선호도 측정 프로그램 예시

IV. 실험 결과

실험을 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감성기반 인물사진 

선호도 측정 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감상자들이 선

호하는 인물사진을 평가하 다. 로그램은 ISO에서 

정의한 객  평가항목들과 여러 사 연구들을 분석

한 내용  사진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한 

총 8가지의 항목을 평가한다.

실험을 해 이미지 업로드 소셜 미디어 Flickr에서 

감상자들의 추천수를 100회 이상 받은 인물사진 10장

을 선정하 다. 10장의 이미지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그램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3]. 

표 3. 인물사진 선호도 측정 프로그램 측정 결과

이미지
RSC 
콘트라
스트

다이내
믹 
인지

노이즈
컬러 
톤

노출
인물
의 
치

인물
의 
비율

아웃포
커스

총

13.08 2.24 12.94 Warm C C A Y 73.06

13.05 2.46 5.78 Cool C A A N 49.87

13.04 2.21 8.1 Warm B C A Y 82

13.14 3.92 9.89 Warm A B A Y 91.11

13.03 2.04 8.09 Warm C D A Y 71.53

13.08 2.06 21.15 N B D A Y 68.59

13.02 2 9.35 Cool A D A Y 80.47

13.07 2.39 16.1 Warm C A A Y 75.81

13.11 2.06 9.56 Warm B D A N 60.62

13.06 3.43 7.64 N A A A Y 59.84

인물사진 선호도 측정 로그램의 결과  객  화

질 측정 항목인 RSC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인지, 노

이즈는 정규분포화를 통한 수치화 값을 나타내기 하

여 CDF로 계산하 다. 주  화질 측정 항목인 컬러 

톤은 난색 6회, 한색 2회, 성색 2회로 나타났다. 실제 

육안으로 이미지를 확인하 을 때의 컬러 톤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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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출은 정 

노출에 가장 가까운 범 의 노출을 A로 설정하고 정 

노출 값에서 멀어질수록 B, C, D의 총 4단계로 설계하

다. 측정 결과는 A가 3회, B가 3회, C가 4회로 나타났

다. 실제 육안으로 이미지를 확인하 을 때, 정 노출

의 범 에서 멀어지는 것을 로그램 측정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어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미지에서 인물의 치는 문 인 화면 구성인 

A, B, C가 6회, 아마추어  화면 구성인 D가 4회로 나

타났다. 이미지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장 모두 

A로, 1~3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육안으로 이미지를 확인하 을 때, 이미지에서 인물의 

치와 비율은 로그램에서 측정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내어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웃

포커스는 10장의 인물사진에서 8장의 이미지가 아웃포

커스 기법을 활용하여 획득된 이미지로 단되었고, 나

머지 2장은 아웃포커스가 용되지 않았고 아웃포커스

를 활용한 이미지보다 총 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

다. 아웃포커스 항목 한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 을 

때, 로그램 측정 결과가 해당 항목의 여부와 동일하

게 나타내어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사진의 화질은 감상자들의 반 인 감성과 연 성

이 깊기 때문에 일반 들의 감성 선호도에 기반 한 

재  장비 개발을 해서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감상하

는 일반인들의 주 인 화질 평가  분석이 필수 이

다. 이에 따라 여러 사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미지의 

주  화질 평가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미지

의 객 인 평가 항목과 결합하여 체계 인 이미지 평

가 모델을 구체화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인지하여 사  연구들과 문가들의 의견, 

ISO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객 , 주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구체 인 평가 모델을 개발하 다. 객

 평가 항목은 RSC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인지, 

노이즈로 설정하 다. 객  평가 항목은 통계 인 타

당성을 통하여 산출하기 해 각 평가 항목들의 수치 

값을 정규분포화 과정을 거치는 평가 모델을 설계하

다. 주  평가 항목은 컬러 톤, 노출, 이미지에서 인물

의 치, 이미지에서 인물의 비율, 아웃포커스로 설정하

다. 주  평가 항목은 사  연구들의 데이터들을 

기 로 상처리 방법을 용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

이고 평가 모델을 구체화하 다. 설계된 모델을 평가해

보기 하여 소셜 미디어인 Flicker에서 추천수 100회 

이상의 이미지 10장을 로그램으로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는 이미지를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 을 때, 로그

램 측정 결과가 각 항목의 여부와 동일하게 나타내어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화질의 객  평가항목과 감상자 감성 기반의 

주  평가 항목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감상자들의 

선호도에 가장 가까운 인물사진 평가 로그램의 모형

을 제작하 다. 로그램의 모형은 일반 사용자들이 선

호하는 인물사진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용하 기 때

문에 카메라 제조사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 가능

하다. 하지만 개발된 로그램은 인물의 안면이 인식 

되어야 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

해 이미지 내에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인물사진

을 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 로그램을 개발해야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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