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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분할과 관심 영역 맵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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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색채는 이미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되는 시각 요소로서 인간이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가장 큰 영
향을 미친다. 색상 스키마는 일정 수의 색상을 선택해 배열해놓은 형태로 패션, 뷰티, 인테리어 디자인, 미
디어, 미술 등의 다양한 시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에서의 자동 색상
스키마 추출법을 소개한다. 기존의 단순한 색상 추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미지 분할과 관심 영역 추출
을 적용해 보다 효과적인 색상 스키마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 내 중요도 레벨에 따라 스키마 생성
의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키워드: 색상 스키마, 색상 팔레트, 색상 추출, 이미지 분할, 관심 영역 추출, 이미지 중요도

Abstract Color is the primary visual element that has the greatest amount of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images. A color scheme is arranged through selection of a certain number of colors.
Color schemes are used in various visual fields, such as fashion, cosmetics, interior design, media, and
the arts.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method of automatically extracting color schemes from image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previous methods, our method extracts a color scheme based on
image segmentation and saliency map extraction.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scalability, as it extracts
schemes depending on their relative levels of importance in the image.
Keywords: color scheme, color palette, color extraction, image segmentation, image saliency, salienc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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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분할과 관심 영역 맵 기반 색상 스키마 추출

1. 서 론
색채는 인간이 이미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인지되
는 시각요소로, 인간은 색상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하고 전달한다. 패션, 뷰티, 건축, 미디어, 미술 등의 다
양한 시각 분야에서 색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색상보다는 여러 가지의 색상을 조합한 색상 스키마의
형태를 선호한다. 색상 고유의 성질뿐만 아니라 색상간
의 관계를 통해 더 풍부한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미지에서의 색상 추출은 이미지 압축, 디스플레이
기기의 한계, 컬러 프린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원본 이
미지를 소량의 색상으로 표현하는 색상 양자화(color
quantization)를 기반으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이

미지 내 색상 추출 기법은 이미지 재채색(image recolorization)[1], 이미지 분해(image decomposition)[2], 이

미지 추상화(image abstraction)[3], 이미지 인덱싱(image
indexing)[4], 픽셀 기반 기법[5-7] 등 다양한 기술의

기반 기술의 역할을 맡고 있다. 색상 스키마 추출은 일
반적으로 k-means 군집화(k-means clustering)[8], 히
스토그램 경계화(histogram thresholding)[9],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3], 컨벡스 헐 밀폐(convex
hull enclosure)[2]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색상 군집화는 색 공간에서 픽셀들의 색상 간 거리를
계산해 색상들을 그룹화해 대표 색상을 선택하는 방식
이다. 히스토그램 경계화는 이미지를 색 공간 히스토그
램으로 변환한 후, 히스토그램을 몇 개의 섹션으로 나누
어 주요색을 선택한다. 컨벡스 헐 밀폐는 이미지를 특정
색 공간에 매핑한 후 색상을 감싸는 컨벡스 헐의 정점

303

군집화를 사용함으로서 인간의 색상 인지에 더 무게가
실린 색상 스키마 추출을 목표로 한다.
디자이너는 작업에 앞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색상 스키마를 결정한다. 디자이너 스스로 색
상 스키마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많은 디자이너는 사진,
영상과 같은 많은 시각 매체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Adobe Color[11], Colormind[12], Coolors[13]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 역시 디자이너의 편의성을 위해 이미
지로부터의 자동 색상 스키마 추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각적 중요도를 반영한 색상
스키마 추출을 통해 좀 더 디자이너의 요구에 적합한
효과적인 스키마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관련 연구
Lin and Hanrahan[14]은 인간이 이미지로부터 색상

스키마를 추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관심 영역 맵(saliency map), 픽셀과 분할된 영역의 포
함오차(coverage error), 색상 다양성(cover diversity)
등 여섯 가지의 특징점에 라쏘 회귀(LASSO regression)
를 적용해 색상 스키마를 예측했다. Lin and Hanrahan
의 방법은 한 이미지로부터의 대표적인 색상 스키마를
추출하는 데 장점을 갖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경
과 배경으로 구분된 색상 스키마 추출은 불가능하다.
Liu et al.[9]는 패브릭 이미지에서 색상 스키마를 추

출하기 위해 관심 영역 맵을 사용했다. 관심 영역 맵의
이진화(binarization)를 통해 전경과 배경을 분리한 뒤
각 영역의 히스토그램 경계화를 통해 색상 팔레트를 추
출했다. 패브릭 이미지의 경우 물체를 포함한 장면이 아
닌 패턴 위주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관심 영역 맵만으로

을 대표 색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미지 분할의 경우

도 전경과 배경의 구분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이미지에

수퍼픽셀(superpixel) 같은 패치의 형태로 이미지를 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물체가 파편화(fragment)되어 다

할해 각 패치의 주요색을 추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른 레이어로 구분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방법들 모두 이미지 내 모든 색상을 동일한

Jahanian et al.[15]는 이미지의 시각적 중요도를 반

가중치로 평가해 주요색을 선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한 색상 스키마 추출을 위해 관심 영역 맵을 사용했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이미지 내 중요하지 않은 픽셀의

다. 일반적으로 배경에 비해 전경이 높은 시각적 중요도

색상 정보까지도 색상 추출에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

를 갖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높은 시각적 중요도를 갖는

이지 않은 색상 스키마를 추출하기 쉽다. 모든 색상이

픽셀의 색상과 가장 낮은 시각적 중요도를 갖는 픽셀의

아닌, 주목도가 높은 픽셀들이 색상에 대한 인상을 지배

색상을 팔레트의 기본 색상으로 선택한다. 나머지  

하기에 이미지 내 관심 영역 정보를 사용해 색상 스키

개의 색상은 시각적 중요도를 반영해 이미 팔레트로 선

마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택된 색상들과의 거리차가 가장 큰 픽셀의 색상을 점진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시각적인 중요도를 표현한

적으로 선택한다. 시각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색상차가

관심 영역 맵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레이어인 전경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군집화가 아닌 가장 먼 거리를

과 덜 중요한 레이어인 배경으로 구분해 각각의 레이어

갖는 색상이 선택되기 때문에 넓은 분포를 갖는 색상들

에서 색상 스키마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이 최종 팔레트로 선택되는 구조를 갖는다.

연구[10]에서 사용된 RGB 색상의 k-means 군집화 대신

Jahanian et al.의 방법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

CIE Lab 색 공간으로 변환한 기하학적 좌표의 k-means

한다. 첫째로는 전경과 배경이 구분되지 않고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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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적인 색상을 고려한 단일 스키마가 추출된다는 점

주목도가 높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분에 어려

이다. 둘째, 무조건적으로 가장 낮은 시각적 중요도를

움이 있다. 따라서 관심 영역 맵의 추출을 통해 주목도

갖는 픽셀이 선택되므로 배경에서는 시각적 중요도가

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의 구분을 진행한다. 이미지

고려되지 않은 색상이 선택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분할 없이 관심 영역 맵의 경계화를 통해서만 레이어를

연구에서는 시각적 중요도와 이미지 분할(image seg-

구분할 경우 동일한 물체가 파편화되어 다른 레이어로

mentation)을 동시에 고려해 레이어를 분리하여 각각의

구분된 부적절한 색상 스키마가 추출될 가능성이 있다.

레이어로부터 색상 스키마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물체 단위의 이미지 분할을 진행한

Gerstner et al.[3]는 이미지 추상화를 위해 주어진

뒤, 각 분할 영역의 주목도 평균값을 비교해 레이어를

이미지를 수퍼픽셀로 나눈 뒤 각 영역의 대표 색상을

구분한다. 이미지 내 픽셀 의 그룹 은 다음과 같은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미지 추상화 과정에서 생

식을 통해 구분된다.

성된 색상 스키마는 이미지 전 영역의 색상을 대표할
수 있지만 시각적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영역이 큰 배경
의 색상이 과도하게 추출되는 문제를 갖는다.

3. 제안 방법
색상 스키마를 표현하는 방법은 환 형태(circle shape),
3차원 기하 모델 형태, 대화형 모델 형태(interactive
model shape)로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이 일렬로 정렬된 팔레트 형태를
사용한다. 팔레트를 구성하는 색상의 수 ( )는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필요에 따라 쉽게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의 색상을 사용해 색상 스키마
를 구성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개요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퍼픽셀 등의 패치 형태의 이미
지 분할이 아닌 물체 단위의 이미지 분할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미지 분할만으로는 이미지 내에서의 시각적

 는 픽셀 의 주목도이며,  는 픽셀 가 속한 분
할 그룹을 의미한다. 는 두 그룹을 구분하는 평균 주
목도의 경계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색상 스키마의 자동 추출을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나 사용자의 수동 조정 없이 이미
지 분할 맵과 관심 영역 맵의 자동 추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통해 관심 영역을 추출하는 Deep Convnet[16]

를 사용해 이미지의 관심 영역 맵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Deep Convnet은 대량의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관심

영역 맵을 가진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어, 입력된 이미지
에 해당하는 관심 영역 맵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기술이
다. 사용된 Deep Convnet은 SALICON 데이터셋[17]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며 이미지 분류에서 사용된 네트워
크 모델에 관심 영역 맵 검출을 위한 레이어를 결합한
구조를 가진다. 물체 단위의 이미지 분할을 위해서는
ADE20K 데이터셋[18]을 바탕으로 학습된 PSPNet
(Pyramid Scene Parsing Network)[19]을 사용했다.

분할된 레이어 내에서의 색상 추출을 위해서는 레이
어에 속한 색상의 집합을 대상으로 k-means 군집화를
진행했다. CIE Lab 색 공간은 균일한 색 공간 좌표로서
인간의 눈을 통해 인지하는 색차(color difference)를 반
영하는 표준화된 색 공간이다. k-means 군집화를 위해
각 색상을 CIE Lab 공간으로 변환 후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측정했다.

4. 실험 결과
그림 2는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자동으로 추출된 분할
맵과 관심 영역 맵을 바탕으로 나누어진 레이어 및 각
레이어로부터의 색상 스키마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Lin
그림 1 색상 스키마 추출 시스템 개요

and Hanrahan[14]의 경우 전경과 배경의 구분 없이 이

Fig. 1 System overview: color scheme extraction

미지의 전반적인 색상을 대표하는 색상 스키마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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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할 맵과 관심 영역 맵을 적용한 색상 스키마 추출 결과
Fig. 2 Color scheme extraction results: application of both segmentation and the saliency map

그림 3 관심 영역 맵의 적용 없이 이미지 분할 맵으로만 추출된 색상 스키마
Fig. 3 Color scheme extraction results: segmentation results alone, without the saliency map

했다. 낮은 시각적 주목도를 갖는 분할 영역은 색상 스

주요 레이어와 주요하지 않은 레이어를 구분할 수 없기

키마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배경 레이어가 이미지에서

때문에 각 분할 영역에서 하나의 대표 색상을 추출해

큰 영역을 차지하더라도 최종 색상 스키마에는 반영되

색상 스키마를 구성(그림 3(b))했다. 이미지에서 적은

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색상 스키

영역을 차지하지만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담당하는 주

마 추출법으로는 시각적 주목도와 분할 영역에 따라 레

요색(dominant color)이 관심 영역 맵을 사용하지 않았

이어를 구분하고 각 레이어에서 별도로 색상 스키마를

을 때는 추출되지 않지만, 관심 영역 맵을 사용했을 경

추출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모든 분할 영역이 고르게 최종

우에는 주요 색상 스키마에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색상 스키마 선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있다. 모든 분할 영역으로부터 각각 색상 스키마를 추출

그림 3은 관심 영역 맵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색상

하는 경우(그림 3(c)), 이미지에 따라 그룹의 수가 제각

스키마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분할 맵만 적용한 경우

각이기에 원하는 사이즈의 색상 스키마 추출이 어려우며,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8권 제3호(2021. 3)

306

그림 5 다중 레이어 기반 색상 스키마 추출 결과
Fig. 5 Multi-layer-based color scheme extraction results

그림 4 이미지 분할 맵의 적용 없이 관심 영역 맵으로만
추출된 색상 스키마
Fig. 4 Color scheme extraction results: application of
the saliency map alone, without segmentation

분할로 서로 구분되었지만, 오른쪽 인물의 경우 부분적
으로 가려지거나(occlusion) 이미지 분할의 정확도가 떨
어져 동일하게 처리되어야하는 영역도 서로 다른 영역
(상반신, 하반신)으로 레이어가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과 중요한 영역으로부터

단순히 관심 영역 맵과 이미지 분할만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 크기의 색상 스키마가 추출되면서 색상 스키마의

이 아닌, 장면 인식(scene understanding)을 통한 다차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원 레이어의 구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장

그림 4는 이미지 분할 맵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색
상 스키마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동일한 물체이지만 물
체 내에서의 관심 영역 맵의 값의 차이로 물체가 분할
되어 다른 색상 스키마로 속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이미지로부터의 색상 스키마
추출 방법을 제안했다. 이미지 분할과 관심 영역 맵 추
출 기법을 적용함으로서 시각적인 주목도가 높은 부분
과 낮은 부분을 구분해 색상 스키마를 추출하였다. 디자
이너가 작업에 앞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 색상 팔레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각 매체
로부터 추출된 색상 팔레트를 차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시각적 중요도에 따른 색상 스키마 추출법은 디자
이너의 요구에 적합한 효과적인 색상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색상 스키마는 이미지 탐색 기술에서 설명자
(descriptor)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

도를 반영한 자동 색상 스키마 추출 기술은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과 전경으로 레이어를 구분해 색
상 스키마를 추출했지만,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세 개
이상의 다중 레이어로부터 색상 스키마를 추출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5의 두 인물은 관심 영역 맵과 이미지

면 인식 기술을 결합해 시각적 문맥(visual context)을
고려한 레이어의 구분을 통해 더 효과적인 색상 스키마
추출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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