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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영상에서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

(57) 요약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의 픽셀들은 이들이 피부색 픽셀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기초하여 그룹

핑된다. 피부색 영역의 에지는 루미넌스 성분의 고도의 가변을 가진 주위의 픽셀을 갖는 픽셀을 제거함으로써 제거된다.

결과적인 연결된 성분들은 이들이 얼굴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분류된다. 분류 단계에서는 성

분의 바운딩 박스의 영역, 특정 비유, 바운딩 박스의 영역에서 검출된 피부의 비율, 연장된 객체의 방위 및 바운딩 박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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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의 매스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검사한다. 얼굴의 후보가 여전히 고려되는 성분들은 그래프상에 맵핑된다. 이 그래프의

최소 스패닝 트리는 확장되며, 잔존하는 대응 성분들은 이들이 얼굴을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시 분류된다.

각각의 그래프는 가장 약한 에지를 제거함으로써 2개로 분할되고, 잔존하는 대응 성분들은 다시 분류된다. 그래프는 결과

적인 그래플 주위에 형성된 바운딩 박스가 임계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분할된다. 최종적으로, 발견적 학습법이 실행되어 폴

스 포지트브(false positive)를 제거한다. 발견적 학습법은 고도의 가변을 갖는 픽셀 비율과 얼굴의 후보 성분에 있는 픽셀

들의 전체 수에 비교한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픽셀들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S2)와,

피부색 픽셀들(skin colored pixels)을 검출하여 상기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2진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S4)와,

상기 2진 영상의 루미넌스 성분에서의 에지들에 대응하는 픽셀들을 제거하는 단계로서, 이에 의해 2진 영상 성분들을 생

성하는, 상기 제거하는 단계(S6)와,

상기 2진 영상 성분들을 적어도 하나의 그래프로 맵핑하는 단계(S12)와,

상기 맵핑된 2진 영상 성분들을 얼굴 및 비-얼굴 유형들로서 분류하는 단계로서, 상기 얼굴의 유형들은 얼굴의 후보들

(candidates)로서 역할하는, 상기 분류 단계를 포함하는, 얼굴 검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발견적 학습법(heuristic)을 적용하는 단계(S16)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발견적 학습법은,

적어도 하나의 클로징된 얼굴의 후보(closed facial candidate)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얼굴의 후보들 각각에 형태학적 클

로징 연산(morphological closing operation)을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클로징된 얼굴 후보에서 고도의 가변 픽셀들을 결정하는 단계와,

등록특허 10-0677177

- 2 -



상기 클로징된 얼굴 후보에서 픽셀들의 전체수와 상기 고도의 가변 픽셀들 사이의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비율을 임계값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얼굴 검출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하는 단계는,

검사된 픽셀을 포함하는 복수의 상기 픽셀들에 마스크를 적용하는 단계,

상기 검사된 픽셀과 상기 마스크내에 배치된 픽셀들 사이의 가변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가변과 가변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얼굴 검출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2진 영상 성분들의 크기가 성분 크기 임계값보다 작을 때까지 가변 임계값들을 감소시키도록

반복되며,

각각의 제거하는 단계 이후, 상기 2진 영상 성분들 각각은 상기 얼굴 유형 및 비-얼굴 유형 중 하나로써 분류되는, 얼굴 검

출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2진 영상 성분들이 연결되는, 얼굴 검출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 단계는 상기 성분들 중 분류된 성분 주위에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를 형성하고,

상기 바운딩 박스의 영역과 바운딩 박스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스의 종횡비와 종횡비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분류된 성분의 영역과 상기 바운딩 박스의 영역 사이의 비교인 영역 비율을 결정하고, 상기 영역 비율과 영역 비율 임

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스내에서 연장된 객체들(elongated objects)의 방위를 결정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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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바운딩 박스의 중심과 상기 분류된 성분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얼굴 검출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맵핑하는 단계는,

각각의 성분을 꼭지점으로서 나타내는 단계와,

공간적으로 클로즈하고 컬러가 유사할 때 꼭지점들을 에지로 연결하는 단계로서, 이에 의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그래프를

형성하는, 상기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얼굴 검출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각각의 에지는 연관된 웨이트(weight)를 갖고,

각 그래프의 최소 스패닝 트리(minimum spanning tree)를 추출하는 단계와,

각 그래프의 대응하는 2진 영상 성분들을 상기 얼굴 유형 및 비-얼굴 유형 중 하나로서 분류하는 단계와,

각각의 그래프에서 가장 큰 웨이트를 갖는 에지를 제거하는 단계로서, 이에 의해 2개의 보다 작은 그래프들을 형성하는,

상기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보다 작은 그래프들 주위의 바운딩 박스가 그래프 임계값보다 작을 때 까지 상기 보다 작은 그래프들 각각에 대해 상

기 대응하는 2진 영상 성분들을 분류하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얼굴 검출 방법.

청구항 9.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로서,

복수의 픽셀들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S2)와,

피부색 픽셀들을 검출하여 상기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2진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S4)와,

컬러에 의해 상기 픽셀들을 그룹핑하는 단계와,

상기 2진 영상의 루미넌스 성분들에서의 에지들에 대응하는 픽셀들을 제거하는 단계로서, 이에 의해 2진 영상 성분들을

생성하는, 상기 제거하는 단계(S6)와,

상기 2진 영상 성분들을 적어도 하나의 그래프로 맵핑하는 단계(S12)와,

상기 맵핑된 2진 영상 성분들을 얼굴 및 비-얼굴 유형들로서 분류하는 단계로서, 상기 얼굴의 유형들은 얼굴의 후보들로

서 역할하는, 상기 분류 단계(S14)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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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되는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픽셀들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S2)와,

피부색 픽셀들을 검출하여 상기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2진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S4)와,

상기 2진 영상의 루미넌스 성분들에서 에지들에 대응하는 픽셀들을 제거하는 단계로서, 이에 의해 2진 영상 성분들을 생

성하는, 상기 제거하는 단계(S6)와

상기 2진 영상 성분들의 각각을 얼굴 유형 및 비-얼굴 유형 중 하나로서 분류하는 단계(S8)를 포함하며,

상기 분류 단계는 상기 성분들 중 분류된 성분 주위에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를 형성하고,

상기 바운딩 박스의 영역과 바운딩 박스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스의 종횡비와 종횡비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분류된 성분의 영역과 상기 바운딩 박스의 영역 사이의 비교인 영역 비율을 결정하고, 상기 영역 비율과 영역 비율 임

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스내에서 연장된 객체들(elongated objects)의 방위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스의 중심과 상기 분류된 성분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얼굴 검출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영상검출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방송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데이터 또는 카탈로그 비디오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영상의

컬러, 질감, 모양 및 골격(sketch)등의 저-레벨 시각 특징들(의미론(semantics))을 사용하는, 영상 및 비디오 인덱싱에 기

초한 콘텐츠 및 검색용의 시스템들을 개발해 왔다. 더 높은 레벨의 의미론들에 기초하여 비디오 재료의 자동 아카이브

(automatic archive)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비디오 클립의 이벤트들을 검출 및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활동들은

비디오 클립의 중요한 이벤트들이며, 얼굴 검출은 인간 활동들의 인식을 위한 한 단계이다.

얼굴 검출은 보안 시스템들, 범죄자 신원확인들, 디지털 영상 포착 및 영상회의들 등에도 유용하다. 보안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화면에 나타난 얼굴의 일부들을 검출하여 시스템 운용자가 사람이 영상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영상으로부터 얼굴들을 검출하는 것은 연구자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종래 기술들은 얼굴 인식에 집

중되었으며, 얼굴이 영상에서 식별되어지거나 영상이 "상반신 사진(mug shot)" 영상에서 처럼 하나의 얼굴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종래 기술들은 복잡한 배경화면들로부터 얼굴을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얼굴 검출을 수행하는 하나의 종래 기술은 픽셀들의 클러스터가 얼굴 탬플릿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

정은 가능한 얼굴들의 다른 크기들 및 방위들로 인해 불충분하였다. 템플릿(template) 그 자체는 하나의 크기와 방위를 가

지며 다른 크기 또는 회전된 얼굴을 검출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거나 실현하기에는 너무 큰 검색 공간을 생성하

면서 검색이 수행되는 동안 템플릿 그 자체는 커지거나 작아지며 회전될 수 있어야 한다. EPA 0836326 A2에서 처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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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종래 기술들은 형상 템플릿만을 사용하여 픽셀들의 클러스터가 그 형상에 일치하는지만을 검사한다. 상술한 크기 및 회

전 문제에 덧붙여, 이러한 해결책은 얼굴의 동일한 형상과 심지어 얼굴의 동일한 컬러와 함께 많은 객체를 가질 수 있는 복

잡한 배경들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그러므로, 얼굴이 복잡한 배경에 배치된 디지털 영상내에서 얼굴들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을 검출하는 검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검출 방법은 복수

의 픽셀들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와, 피부색 픽셀들(skin colored pixels)을 검출하여 상기 디지털 영상으

로부터 2진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2진 영상의 루미넌스 성분에서 에지들에 대응하는 픽셀들을 제거하는 단계로

서, 이에 의해 2진 영상 성분들을 생성하는, 상기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2진 영상 성분들을 적어도 하나의 그래프에 맵핑

하는 단계(S12)와, 상기 맵핑된 2진 영상 성분들을 얼굴 및 비-얼굴 유형들로서 분류하는 단계로서, 상기 얼굴의 유형들은

얼굴의 후보들(candidates)로서 역할하는, 상기 분류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음 특징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을 검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복수의 픽셀들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고 피부색 픽셀을 검출하여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2

진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 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

능 저장 매체는 복수의 픽셀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 피부색 픽셀을 검출하여 상기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2

진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 컬러에 의해 상기 픽셀을 분류하는 단계, 상기 2진 영상의 루미넌스 성분에 있는 에지에 대응하

는 픽셀을 제거하여 2진 영상 성분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2진 영상 성분을 하나 이상의 그래프로 맵핑하는 단계와, 상기

맵핑된 2진 영상 성분을 얼굴 및 비-얼굴 유형들로서 분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을 검출하는 검출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검출 방법은 복수

의 픽셀들로 구성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와, 피부색 픽셀들을 검출하여 상기 디지털 영상으로부터 2진 영상을 생

성하는 단계와, 컬러에 의해 상기 픽셀들을 그룹핑하는 단계와, 상기 2진 영상의 루미넌스 성분에서 에지들에 대응하는 픽

셀들을 제거하는 단계로서, 이에 의해 2진 영상 성분들을 생성하는, 상기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2진 영상 성분들을 적어도

하나의 그래프에 맵핑하는 단계와, 상기 맵핑된 2진 영상 성분들을 얼굴 및 비-얼굴 유형들로서 분류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한다. 상기 분류 단계는 상기 성분들 중 분류된 성분 주위에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를 형성하고, 상기 바운딩 박스의

영역과 바운딩 박스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스의 종횡비와 종횡비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분

류된 성분의 영역과 상기 바운딩 박스의 영역 사이의 비교인 영역 비율을 결정하고, 상기 영역 비율과 영역 비율 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스내에서 연장된 객체들(elongated objects)의 방위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바운딩 박

스의 중심과 분류된 성분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삭제

이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들은 유사한 참조번호들이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지정되도록 의도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

여 후술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실시예

영상의 각 픽셀은 일반적으로 HSV(색조, 채도, 값;hue, saturation, value) 컬러 도메인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값들은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주 좌표계로 매핑된다. 여기서, P는 그 값(또는 루미넌스)이며, θ는 색조이고, r 은 채도이다. 원주

좌표계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다른 컬러 공간들은 HSV 공간이 근사시키는데 사용된다. 본 출원에 있어서, MPEG2 표준

및 자기 매체상에 저장된 대부분의 비디오 재료가 이 컬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YUV 컬러 공간이 사용되었다.

RGB 영상을 YUV 도메인으로 변환하고 VU, VY 및 VU 평면으로 프로젝팅(projecting)하는 것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은 그래프들을 생성한다. 이러한 둥근 세그먼트들은 HSV 도메인의 근사값을 나타낸다. 피부색에 대응하는 픽셀들이 YUV

공간에서 그래프화될 때, 일반적으로 이들은 도시된 둥근 세그멘트내에 있다. 예를 들면, 픽셀의 루미넌스는 0과 200사이

등록특허 10-0677177

- 6 -



의 값을 갖고, 크로미넌스(U)는 일반적으로, 피부색 픽셀에 대해 -100 내지 0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험

에 따른 값이다. 명확히, 컬러 트레이닝 연산(color training operation)은 얼굴들을 포함하는 영상들을 포착하는데 사용되

는 각각의 카메라에 대해 실행될 수 있다. 이 트레이닝의 결과는 더 정밀한 피부색 세그멘트들을 생성할 수 있다.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의 각 픽셀은 이것이 피부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된다. 피부색인 이러한 픽셀들은

영상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류되어, 잠재적인 얼굴 후보들로서 유지된다. 하나의 픽셀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프로젝션

도 피부 클러스터 세그먼트의 경계들내에 있지 않는 경우, 이 픽셀은 피부색 픽셀로 판단되지 않고, 잠재적인 얼굴 후보로

서의 고려에서 제거된다.

도 3a ,3c 및 3e에서 원래의 영상에 대응하여, 도 3b, 3d 및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부색 검출에 의해 형성된 결과적인

영상은 피부색인 영상의 일부들 또는 피부색이 아닌 영상의 일부들 중 어느 하나를 도시하기 때문에 2진수가 된다. 이 도

면들에서, 흰색은 피부색을 도시하며, 검정색은 비-피부색을 도시한다. 도 3a 및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검출 단계는

영상 내에 얼굴이 배치된 영상의 많은 부분만을 규정한다. 컬러 및 형상을 사용하는 종래의 기술들은 도 3a에 도시된 것처

럼 단순한 배경에 대해 동작한다. 그러나, 도 3c 및 3d 그리고, 도 3e 및 3f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컬러와 형상만으로

얼굴들을 검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도 3c 내지 3f에서, 가죽, 나무, 의복 및 머리같은 배경속의 객체들은 피

부와 유사한 컬러들을 갖는다. 도 3d 및 3f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피부색 객체들은 얼굴의 피부와 인접하게 배

치되어, 얼굴들을 검출하기가 어렵다.

픽셀들이 컬러로 그룹핑된 후, 에지에 위치된 픽셀들이 고려대상에서 제거된다. 에지는 하나의 픽셀에서부터 그 다음 픽셀

까지 밝기 레벨에서의 변화이다. 상기 제거는 각각의 피부색 픽셀을 선택하고, 루미넌스 성분내에서 피부 픽셀 주위의 픽

셀의 가변을 계산함으로써 달성된다. 고도의 가변은 에지에 대해 지시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3X3 또는 5X5 픽셀

의 크기, 박스("윈도우")는 피부색 픽셀 위에 배치된다. 명백히, 정방형 박스 외에 다른 마스크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가변

은 [수학식1]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1

여기서,

Xi는 검사된 윈도우내의 픽셀값이고, n은 검사된 윈도우의 픽셀들의 수이며, μx 는 검사된 윈도우의 모든 픽셀들의 평균치

이다. "고도의(high)" 가변 레벨은 디지털 영상을 방송하는데 사용된 카메라 및 얼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매우 높은

가변 레벨로 시작하여, 낮은 가변 레벨로 낮아지도록 동작하는 반복적인 루틴이 사용된다.

가변 반복 단계 각각에서, 픽셀들은 피부색 픽셀주위의 윈도우의 가변이 상기 반복동안 테스팅되는 가변 임계값보다 큰 경

우에 얼굴의 고려 대상에서 제거된다. 픽셀들 모두가 반복하여 검사된 이후, 결과적인 연결된 성분들은 이하에 보다 완전

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얼굴의 특징들에 대해 검사된다. 연결된 성분들은 동일한 2진 값(얼굴색은 흰색)이며 연결된 픽셀

이다. 연결은 4 또는 8 유형의 연결이 될 수 있다.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4 유형 연결의 경우는, 중심 픽셀은 인접한 박

스들의 "1"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중심 픽셀에 직접적으로 인접한 픽셀들에만 "연결된" 것으로 고려된다. 도 5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8 유형 연결의 경우는, 중심 픽셀에 대각선으로 접촉하는 픽셀들도 중심픽셀에 "연결된"것으로 고려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반복 이후, 연결된 성분들은 성분 분류 단계에서 검사되어, 이들이 얼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검사는 도 3e의 영상에 기초하여 도 7에 도시된 예로서, 각각의 결과적인 연결된 성분들 주위에 그려진 바운딩 박

스에 기초한 5개의 특징적인 표준을 고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계값과 비교되는 바운딩 박스의 영역. 얼굴이 일반적으로 매우 크거나 작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임계값과 비교되는 바운딩 박스의 종횡비(폭에 대한 높이의 비). 인간의 얼굴들이 일반적으로 종횡비들의 범위내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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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계값과 비교되는 바운딩 박스의 영역 대 검출된 피부색 픽셀들의 영역의 비율. 이 기준은, 인간의 얼굴에 의해 덮여진

영역이 바운딩 박스의 영역의 퍼센테지들의 범위내에 있을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4. 바운딩 박스내에서 확장된 객체들의 방위. 일련의 픽셀의 방위를 결정하는 공지된 많은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중심

축이 결정되어, 방위가 그 축에 기초하여 정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얼굴들은 영상을 갖는 평면에 수직인 축("z-축")에

대하여 충분히 회전하지 않아서, z 축에 대하여 회전되는 확장된 객체가 고려대상으로부터 제거된다.

5. 바운딩 박스의 중심과 검사되는 다수의 성분의 중심사이의 거리. 일반적으로, 얼굴은 바운딩 박스의 중심내에 위치하

며, 예를 들면, 한 측면에 모두 위치하지 않는다.

가변에 대한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분의 크기가 임계값보다 작아질때까지 보다 작은 성분들로 영상을 분할한

다. 도 3c 및 3e의 영상들은 가변 반복 처리를 실행한 이후 도 6a 및 6b 로 각각 변환된다. 확인할 수 있듯이, 영상에서의

얼굴들은 가변 반복의 결과로서 배경이 있는 비-얼굴 피부색 영역들로부터 분리된다. 빈번하게, 이것은 도 6b에 예시된 바

와 같이 검출된 피부색을 갖는 영역이 단편화(fragment)되게 한다. 이것은 얼굴의 일부들을 막는(occluding portions) 객

체들(얼굴의 머리카락 또는 눈동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부분들이 고도의 가변으로 인해 제거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그자체에 의한 결과적인 성분들만을 사용하여 얼굴을 찾는 것은 어렵다. 가변 반복 및 성분 분류 단계 이

후에도, 얼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래프에 맵핑된다. 이 방식으로, 비슷한 형상들을 갖

고 공간적으로 클로즈한 피부색 성분들이 함께 분류되고 또한 검사된다.

도 8을 참조하여, (컬러 검출, 에지 제거 및 성분 분류 단계를 거친)각각의 결과적인 성분은 그래프의 꼭지점에 의해 표시

된다. 꼭지점들은, 이들이 원래의 영상에서 공간적으로 클로즈하거나 원래의 영상에서 유사한 컬러를 갖는 경우에 연결된

다. 2개의 성분들, 즉, i 및 j는 ｜Yi-Yj｜< ty Λ｜Ui-Uj｜< tu ANDLINE Vi-Vj｜< tv 인 경우에 동일한 컬러를 갖는다.

여기서, Yn, Un 및 Vn 은 n 차 성분의 루미넌스 및 크로미넌스의 평균값들이며, tn은 임계값들이다. 임계값들은 얼굴들에서

의 Y,U 및 V 값들의 변화에 기초하며, 이 임계값은 동일한 얼굴의 성분들이 유사하게 고려되도록 충분히 높게 유지된다.

성분들 사이의 거리가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성분들은 공간적으로 클로즈하다고 고려된다. 공간적인 조건(requirement)

은, 영상의 일부가 영상의 공간적으로 이격된 영상 부분에 보통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이격된 성분들이 함께

그룹핑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꼭지점들 사이의 연결을 에지라 칭한다. 각각의 에지는 2개의 꼭지점들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에 비

례하는 웨이트를 갖는다. 꼭지점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그래프 또는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의 세트를 생성한다. 결과적인

그래프들 각각에 대하여, 최소 스패닝 트리(minimum spanning tree)가 도출된다. 최소 스패닝 트리는 일반적으로,모든 꼭

지점들이 연결되고 그래프의 에지의 길이의 합이 가능한 작은 경우(최소 웨이트) 그래프의 서브세트로서 정의된다. 각각의

결과적인 그래프에 대응하는 성분들은 그래프의 모든 성분들이 하나의 성분 대신에 전체로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 상

술된 바와 같은 성분 분류 단계에서 규정된 형상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얼굴 또는 비-얼굴로서 분류된다. 각각의 그래프

는 가장 약한 에지(가장 큰 웨이트를 갖는 에지)를 제거함으로써 2개의 그래프로 분할되고, 결과적인 그래프의 대응하는

성분들이 다시 검사된다. 이러한 분할은 결과적인 그래프들 주위에 형성된 바운딩 박스의 영역이 임계값보다 작을 때까지

연속된다.

얼굴 형상에 대한 각각의 그래프를 분할 및 검사함으로써, 영상에서 모든 가능한 얼굴들의 크기들 및 위치들 세트가 결정

된다. 이 세트는 많은 수의 폴스 포지티브들(false positives)을 포함할 수 있어서, 발견적 학습법(heuristic)은 폴스 포지

티브들의 일부를 제거하는데 적용된다. 모든 얼굴 특징들(즉, 코, 입등)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검사공간을 양산하는

템플릿(template)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험은 이러한 얼굴 특징이 고도의 가변을 갖는 에지를 갖는 것으로 도시되었다 않

았다. 많은 폴스 포지티브들은 잠재적인 얼굴의 전체적인 픽셀의 수 대 잠재적인 얼굴 내부에서 고도의 가변 픽셀들의 비

율을 검사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상술한 발견적 학습법은 영상내에 얼굴의 후보에 형태학적 클로징 연산(morphological closing operation)을 먼저 적용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스크는 잠재적인 얼굴의 영역내에 각각의 픽셀을 선택되

어 적용된다. 예를 들면, 3 X 3 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다. 확장 알고리즘이 얼굴의 후보 성분들의 경계들을 확장하기 위해

적용된다. 그 뒤, 위축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경계들로부터 픽셀을 제거한다.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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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실행되는 2개의 알고리즘이 성분들 사이의 갭들내(gaps)에 채워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에서 성분을 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는, 기술자들은 다중 확장(multiple dilation)을 실행할 수 있고, 이들이 동일한 횟수만큼 적

용되는 한 다중 위축(multiple erosion) 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

얼굴의 후보 영역 내부에 인접한 고도의 가변을 갖는 픽셀 비율은 얼굴의 켄디데이트 영역내의 픽셀들의 전체수에 비교된

다. 도 9a 내지 9d를 참조하면, 도 9a의 원 영상은 도 9b에 도시된 2진 영상을 달성하기 위해 상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잠

재적인 얼굴 후보들에 대해 검사된다. 형태학적 클로징 연산은 도 9c에 도시된 영상의 결과로 인한 2진 영상에서 실행된

다. 최종적으로, 도 9c의 영상에 배치된 고도의 가변을 갖는 픽셀들은 도 9d에 도시된 것처럼 검출된다. 그 뒤, 픽셀들의

전체 수에 대한 고도의 가변 픽셀의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피부색이 되는 픽셀들을 검출하고, 에지들을 제거하며, 성분들을 분할하여, 성분들을 분

류하고, 발견적 학습법을 적용함으로서, 디지털 영상내에 배치된 얼굴들을 검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도 10에 도시

된 단계들(S2 내지 S16)에 의해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을 실행하는 데이터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컴퓨터 판

독가능 저장 매체(50,52)상에 저장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들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첨부된 청구의 범

위에서 보다 명백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영상들내에서 픽셀들의 컬러들을 그래프화(graphing)하는데 사용된 원주 좌표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a 내지 2c는 피부색 픽셀들이 놓인 영역들을 나타내는 YUV 컬러 도메인의 프로젝션들을 도시하는 3개의 그래프.

도 3a 내지 3f는 원래의 영상과 컬러에 기초하여 픽셀을 분류함으로써 형성된 대표적인 2진 영상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3 X 3 마스크가 본 발명에 따른 루미넌스 가변 검출의 일부로써 사용된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5a 및 5b는 각각 4 및 8 연결을 도시하는 도면들.

도 6a 및 6b는 본 발명에 따라, 에지가 제거된 이후 도 3c 및 3e의 화면을 도시하는 도면들.

도 7은 도 3f의 영상에 적용된 바운딩 박스(bounding boxes)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들.

도 8은 영상이 꼭지점으로 표시되고,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프를 형성하도록 연결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9a 내지 9d는 본 발명에 따른 발견적 학습법(heuristic)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순서적인 영상을 도시하는 도면들.

도 10은 본 발명에 포함된 일반적인 단계를 도시하는 흐름도.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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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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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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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3e

도면3f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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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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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a

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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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c

도면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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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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