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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을 보정하는 방법은, 적목 특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파일 특징을 검색하여 화상 내의 

각 화소에 걸쳐 스캔함으로써 가능한 특징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리스트 내의 각 특징에서, 적목 

특징에 대응할 수 있는 보정가능 화소의 분리 영역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행해진다. 각각의 성공적 시도는 영역들의 

리스트에 기록된다. 각 영역은 그 후 그 영역의 통계치 및 기록 특징을 계산하도록 분석되고, 그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계산된 통계치 및 특징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적목에 의하지 않은 영역과 중첩 영역은

리스트에서 제거된다. 남은 각 영역은 적목 효과를 줄이도록 보정된다. 한 종류의 이상의 특징이 초기 특징 검색에서 

식별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적목 특징, 채도 승수, 명도 승수, 분리 영역, 보정가능 화소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의 검출 및 보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사진에서 적목 현상은 공지되어 있다. 사람(또는 동물)에게 빛을 비추는데 플래시가 사용되는 경우, 빛은 종종 피사체

의 망막으로부터 카메라로 직접 반사된다. 이는 피사체의 눈이 사진에서 현상 또는 인화될 때 적색으로 나타나게 한

다.

사진은, 통상 화소 어레이로서, 디지털 화상으로 점차 저장되고 있으며, 여기서 각 화소는 24비트 값으로 통상 표현된

다. 각 화소의 색은 그 화소에서 적, 녹, 청의 선명도(intensity)를 나타내는 세개의 8비트 값으로서 24비트 값 내에 인

코딩될 수 있다. 다르게는, 화소의 어레이는 24비트 값이 '색상(hue)', '채도(saturation)' 및 '명도(lightness)'를 나타

내는 3개의 8비트 값으로 이루어지도록 변형될 수 있다. 색상은 색을 정의하는 '원형' 스케일을 제공하는데, 0은 적색

을 나타내고 값이 증가함에 따라 녹색 및 청색을 나타내며 255에서 다시 적색이 된다. 채도는 색상에 의해 식별된 색

의 선명도의 척도(0 내지 255)를 제공한다. 명도는 조명량의 척도(0 내지 255)로 간주될 수 있다. '순' 색상은 검정(0)

과 흰색(255) 사이 중도의 명도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255의 적색 선명도와 0의 녹색 및 청 색 선명도를 갖는) 순

적색은 색상 0, 명도 128, 및 채도 255를 갖는다. 명도 255는 '흰색'이 된다. 본 출원에서, '색상', '채도' 및 '명도'에 대

한 값이 주어지면, 이들은 이 단락에서 정의된 스케일을 의미한다.

이들 디지털 화상의 조작에 의해, 적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지되어 있

으며, 일반적으로, 적목 특징의 화소를 변경하여 그들의 적색 성분이 감소되도록 동작한다. 이는 그들의 색상을 변경

하여 적색이 감소되거나 - (원형) 색상 스펙트럼의 적색 부위에서 회전됨 - 그들의 채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도록 수

행된다. 통상, 화소는 그 대신 검정 또는 암회색으로서 남게 된다.

대부분의 적목 감소 소프트웨어는 조작될 각 적목 특징의 중심 및 반지름을 입력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정보를 캡처

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사용자에게 각 적목 특징의 중심 화소를 선택하고 적색 부위의 반지름을 나타나도록 요청하

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각 적목 특징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 조작은 화상의 나머지에는 어떤 영향

도 없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에게 주의깊고 정확한 입력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각 적목 특징의 정확한 중심을 찾아서 

정정된 중심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흔히 사용되는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적색 영역 주변에 박스를 그리는 것이다. 

이는 사각형이므로, 특징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적목 감소가 적용되어야 할 디지털 화상의 영역을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요

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 적목 감소를 용 이하게 하며, 사용자로부터 매우 적거나, 보다 바람직하게는, 어떤 간섭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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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행하여야 한다.

이하, 화소 행의 참조는 화소 열을 포함하며, 행을 따라 좌우로 이동하는 참조는 열을 따라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 '하', '좌', '우'의 정의는 사용하는 좌표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본 발명은 적목 특징이 모두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특징 속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유용하게 나뉘어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화상에서 적목 특징의 존재를 검출 및 위치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red-eye)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파일을 갖는 일 열의 화소들을 검색하여 상기 화상 내의 동공 영역들을 식별하는 단계;

상이한 소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파일을 갖는 일 열의 화소들을 검색하여 상기 화상 내의 동공 영역들을 추가 식

별하는 단계; 및

추가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각 동공 영역이 적목 특징의 일부에 대응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적목 특징 

검출 방법이 제공된다.

따라서, 상이한 유형의 적목 특징이 검출되어, 화상 내의 모든 적목 특징이 식별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또한, 

이는 적목 특징과 관련된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파일의 개별 유형이 구체적으로 특징화될 수 있게 하여, 오류 검출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바람직하게는, 둘 이상의 동공 영역 유형이 식별되고, 각 유형에서의 동공 영역은 그 유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

파일 특징을 갖는 일 열의 화소들에 의해 식별된다.

적목 특징은 단순히 적색 화소들의 영역은 아니다. 또한, 적목 특징의 한 유형은 눈의 정면에서 플래시광의 반사에 의

해 야기되는 밝은 반점(bright spot)을 포함한다. 이들 밝은 반점은 '하이라이트(highlight)'로 알려져 있다. 화상 내에 

하이라이트가 위치하게 되면, 적목은 자동적으로 식별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하이라이트는 종종 중심밖에, 가끔은 에

지에 있지만, 통상 적목 특징의 중심 부근에 위치한다. 다른 유형의 적목 특징은 이들 하이라이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식별된 동공 영역의 제1 유형은 주변 화소보다 높은 채도를 갖는 화소 영역을 포함하는 채도 프로파일을 가질 수 있

다. 이는 하이라이트의 단순 검출을 용이하게 한다. 하이라이트 영역과 그 주변 영역 간의 채도/명도 대비는 적목 특

징의 적색 부위와 이를 둘러싼 피부 톤 간의 색(또는 '색상') 대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다. 더욱이, 색은 JPEG 등의 

화상 압축 포맷을 위해 저해상도에서 인코딩된다. 채도 및 명도를 사용하여 적목을 검출함으로써, 적목 특징에 대응

하는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모든 하이라이트가 명확하고, 쉽게 식별가능하며, 피사체 눈의 중심에 걸쳐 많은 화소를 측정하는 밝은 반점인 것은 

아니다. 몇몇 경우에는, 특히 피사체가 카메라와 약간 멀리있는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는 단지 몇개의 화소들 또는 심

지어 하나보다 적은 화소를 지름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하이라이트의 백색부분은 동공의 적색을 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라이트의 특징 채도 및 명도 '프로파일'을 여전히 검색할 수 있다.

식별된 동공 영역의 제2 유형은 두개의 채도 피크에 의해 경계지정되는 채도 트로프(saturation trough)를 포함하는 

채도 프로파일을 가질 수 있으며, 상기 채도 피트 내 화소들은 채도 피트 외부 영역 내 화소보다 높은 채도를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명도 피크는 채도 트로프에 대응한다.

동공 영역의 제3 유형은 명도값이 'W' 형상을 갖는 화소 영역을 구비하는 명도 프로파일을 가질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적목 특징의 일부 유형은 하이라이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플레어된(flared)' 적목 또는 '

플레어(flare)'로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동공이 많이 희석되어 전체 동공이 높은 명도를 갖는 경우의 눈을 포함한다. 

또한, 플레어 내의 색상의 범위는 이전 3개 유형들의 것보다 일반적으로 넓다. 일부 화소들은 오렌지와 황색으로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플레어 내의 매우 밝은 핑크 화소 또는 흰색의 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이들은 상술한 제1 유형, 2, 

3보다 검출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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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 동공 영역의 제4 유형은, 두개의 로컬 채도 극소값에 의해 경계지정되는 화소 영역을 구비하는 채도 및 명도 

프로파일을 갖되,

상기 동공 영역의 적어도 하나의 화소는 소정의 채도 임계치보다 높은 채도 를 가지며,

상기 동공 영역 내 화소들의 상기 채도 및 명도 곡선은 2번 교차하며,

두개의 로컬 명도 극소값은 상기 동공 영역에 위치할 수 있다.

소정 채도 임계치의 적당한 값은 약 200이다.

바람직하게는, 식별된 동공의 제4 유형의 채도/명도 프로파일은, 상기 동공 영역 내 적어도 하나의 화소의 채도는 그 

화소의 명도보다 적어도 50 이상이고, 각각의 로컬 명도 극소값에서 상기 화소의 채도가 그 화소의 명도보다 크고, 상

기 로컬 명도 극소값 중 하나는 상기 동공 영역 내에서 최저 명도를 갖는 화소를 포함하며, 상기 동공 영역 내 적어도 

하나의 화소의 명도는 소정의 명도 임계치보다 큰 것을 더 요구한다. 또한,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 채도를 갖는 상기 적

어도 하나의 화소의 색상이 약 210보다 크거나 약 20보다 작도록 요구될 수 있다.

동공 영역의 제5 유형은 소정의 임계치 이상의 채도를 갖고 두개의 로컬 채도 극소값에 의해 경계지정된 화소들의 높

은 채도의 화소 영역을 포함하는 채도 및 명도 프로파일을 가지며,

상기 동공 영역 내 화소들의 상기 채도 및 명도 곡선은 교차 화소들(crossing pixel)에서 두번 교차하고,

상기 채도는 상기 교차 화소들 사이의 모든 화소들에 대하여 상기 명도보다 크고,

두개의 로컬 명도 극소값은 상기 동공 영역에 위치한다.

바람직하게는, 동공 영역의 제5 유형의 채도/명도 프로파일은, 상기 높은 채 도 영역 내 화소들의 채도가 약 100이상

이고, 상기 높은 채도 영역의 에지에서 화소들의 색상이 약 210보다 크거나 약 20보다 작으며, 각 로컬 명도 극소값 

외측의 4개까지는 어떤 화소도 대응하는 로컬 명도 극소값에서의 상기 화소보다 낮은 명도를 갖지 않은 요건을 더 포

함한다.

적목 동공의 특징을 식별하여, 적목에 의해 야기된 특징과 관련된 '보정가능(correctable)' 영역인지를 결정하고, 만

약 그렇다면, 이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상 내 각 화소에 걸쳐 스캔하여 적목 특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파일 특징을 검색함으로써 가능 특징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능 특징들의 리스트에서의 각 특징에 대하여, 적목 특징에 대응할 수 있는 보정가능 화소들의 분리 영역을 발

견하려고 시도하는 단계;

각각의 성공 시도를 기록하여 영역들의 리스트 내에서 분리 영역을 발견하는 단계;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 내의 각 영역을 분석하여 그 영역의 통계치 및 기록 속성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통계치 및 속성을 이용해 각 영역을 확인하여 그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영역들을 제거하는 단 계;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일부 또는 전체 중첩 영역들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 내에 남아있는 각 영역에서 일부 또는 전체 화소를 보정하여 적목 효과를 저감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적목 특징 보정 방법이 제공된다.

가능 특징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상술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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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형태에 따르면, 디지털 화상 내의 적목 특징에 대응하는 보정가능 화소의 영역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보정 가능 화소들의 영역을 둘러싸는 사각형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의 색상, 명도 및 채도를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채도 승수(multiplier)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를 둘러싼 화소들의 그리드 내의 채도 승수들을 평균함으로써 명도 승수

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의 채도를, 그 화소의 상기 채도 승수에 의해 결정된 양만큼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의 명도를, 그 화소의 상기 명도 승수에 의해 결정된 양만큼 변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영역 보정 방법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이는 상술한 영역들의 리스트 내의 각 영역을 보정하는데 사 용되는 방법이다.

각 화소에서 채도 승수의 결정은,

채도 대 명도의 2D 그리드 상에서, 소정의 명도 및 채도 값을 갖는 교정 지점(calibration point)으로부터의 상기 화소

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거리가 소정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채도 승수를 0으로 설정하여 그 화소의 채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거리가 상기 소정 임계치 이하이면, 상기 교정 지점으로부터의 상기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채도 승수를 계산하

되, 상기 거리가 작으면 1에 근접하고 상기 거리가 임계치에 근접하면 0이 되어, 상기 승수가 상기 임계치에서는 0이 

되고 상기 교정 지점에서는 1이 되게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교정 지점은 명도 128이고 채도 255이고, 상기 소정 임계치는 약 180이다. 또한, 화소의 

채도 승수가 화소가 '적색'이 아니면 - 즉, 색상이 약 20 내지 약 220 사이의 범위 - 0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각형 내의 화소들의 채도 승수에 래디얼 조정(radial adjustment)을 적용하되, 상기 래디얼 조정은, 상기 사각

형 내의 소정의 원 내부의 화소들의 채도 승수를 불변 상태로 두는 단계; 상기 소정 원의 외부에 있는 화소들의 채도 

승수를, 상기 소정의 원에서의 그들의 이전 값들로부터 상기 사각형의 모서리에 있는 0의 값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래디얼 조정은 보정의 평활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여, 눈의 에지에서 

채도의 급격한 변화 가 없게 한다.

또한, 유사한 래디얼 조정은 상이한 소정의 원에 기초하더라도, 명도 승수에 대하여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지를 더 평활화하기 위해서, 상기 보정가능 화소들의 영역 바로 밖의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 주위의 3 × 3 그리

드 내 화소들의 채도 승수값을 평균하여 새로운 채도 승수를 계산할 수 있다. 보정가능 영역의 에지 부근의 화소에 대

하여 한 번, 그리고 사각형 내 모든 화소에 대하여 한번, 유사한 평활화 과정이 명도 승수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각 화소의 명도 승수는 사각형 내의 모든 화소들에 대한 채도 승수들의 평균에 따라 스케일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화소의 채도를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화소의 채도가 200 이상이면, 상기 화소의 채도를 0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화소의 채도가 200 미만이면, 변경된 채도 = (채도×(1- 채도 승수))+(채도 승수×64)가 되도록 상기 화소의 채

도를 변경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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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화소의 명도를 변경하는 단계는,

상기 화소의 채도가 0이 아니고 상기 화소의 명도가 220 미만이면, 변경된 명도 = 명도×(1-명도 승수)가 되도록 상

기 명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목 특징의 적색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 상기 화소의 상기 채도 및 명도의 변경 후에, 상기 화소의 적색값이 녹색 및 

청색값보다 높다면, 각 화소의 채도가 추가 감소될 수 있다.

상술한 보정 이후에도, 일부 적목 특징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눈은 하이라이트를 가

지지 않으며, 보정된 경우, 밝고, 무채색의 화소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정 방법은 보정 후에 상기 영역이 밝

은 하이라이트 영역과 어두운 동공 영역을 아직 포함하지 않으면, 상기 영역 내의 화소들의 명도 및 채도를 변경하여 

그 주위에 밝은 하이라이트 영역과 어두운 주변 동공 영역의 효과를 부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보정 후에 상기 영역이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를 갖는 화소들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영역 내의 적은 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내의 화소들의 명도 및 채도값을 변경하여,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이 높은 채도 및 명도를 갖는 화소들을

포함하게 하는 단계; 및 어두운 동공의 효과를 부여하도록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외부의 영역 내의 화

소들의 명도값을 감소시키는 단계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정된 적목의 외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하이라이트의 추가는 임의의 적목 검출 및/또는 보정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밝은 

화소의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을 상기 적목 특징에 추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적목 특징 보정 방법이 제공

된다.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내 화소의 채도값은 증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주변의 동공 영역 내 화소는 어두워진다. 이는,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를 갖는 화소들의 플레어 영역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플레어 영역의 에지를 잠식(erode)시켜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플레어 영역 내의 화소들의 명도를 감소시키는 단계; 및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내의 화소들의 채도 및 명도를 증가시키는 단계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우 밝은 화소의 하이라이트 영역이 적목 특징에서 이미 존재하는 경우이면 보정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적목 특징을 자동 검출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보정 방법은 상기 약

술된 자동 검출 방법을 사용하여 식별된 특징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식별된 적목 특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보정 이전에 적색 영역을 식별하는 단계는, 사용자에 의해 식별된 특징에 대하여 또는 자동 검출된 특징에 

대하여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형태에 따르면,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상 내의 기준 화소 주변의 보정가능 화소들의 분리되고 실질적으로 원형인 영역을 식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적목 특징이 상기 기준 화소 주변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한 화소가 복수개의 소정의 조건 집합

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소정 조건 집합을 만족하면 그 화소가 보정가능한 것으로 분류되는 적목 특징 검출 방법이 

제공된다.

하나의 소정 조건 집합은, 상기 화소의 색상이 약 200이상 또는 약 10이하이고, 상기 화소의 채도는 약 80이상이며, 

상기 화소의 명도는 약 200미만인 조건들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 또는 대체의 소정 조건 집합은, 상기 화소의 채도가 255이고, 상기 화소의 명도는 약 150 초과라는 조건이거나, 

상기 화소의 색상이 약 245이상이거나 약 20이하이고, 상기 화소의 채도는 약 50 초과이고, 상기 화소의 채도는 (1.8

×명도-92) 미만이고, 상기 화소의 채도는 (1.1×명도-90) 초과이며, 상기 화소의 명도는 약 100 초과인 조건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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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또는 대체의 소정 조건 집합은, 상기 화소의 색상은 약 220 이하 또는 약 10 이하이고, 상기 화소의 채도는 약 1

28 이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영역들의 리스트 내 각 영역을 분석하는 단계는,

상기 영역 내의 화소들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평균;

상기 영역 내 화소들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표준편차;

상기 영역 내 화소들의 색상×채도, 색상×명도 및 명도×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기 영역 내 모든 화소들에 대한 인접 화소들 간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차의 제곱의 합;

상기 영역 내 상기 모든 화소들의 인접 화소들 간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차의 절대값의 합;

인접 화소들 간의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차가 소정의 임계치 이상인 개수의 측정치;

0 내지 8개의 바로 인접한 보정가능 화소들을 갖는 보정가능 화소들의 개수의 히스토그램;

0 내지 8개의 바로 인접한 보정가능 화소들을 갖는 보정불가능 화소들의 개수의 히스토그램;

적목 특징에서 개별 화소들의 색상, 채도 및 명도가 발견되는 확률에 기초하여 해당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는 확

률의 측정치; 및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검출 특징에서 개별 화소의 색상, 채도 및 명도가 발견되는 확률에 기초하여, 해당 영역이

적목 특징의 오류 검출일 확률의 측정치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해당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는 확률의 측정치는, 적목 특징에서 각 화소의 색상, 명도 및 채도값들이 발견되

는 독립적 확률의 곱의, 상기 영역 내 전체 화소에 대한, 산술 평균을 구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류 검출일 확률의 측정치는, 마찬가지로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검출 특징에서 각 화소의 색상, 명도 및 채도값

들이 발견되는 독립적 확률의 곱의, 상기 영역 내 전체 화소에 대한, 산술 평균을 구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영역 밖의 환형(annulus)이 분석되고, 상기 환형 내 화소의 색상, 명도 및 채도에 따라 영역이 분류된

다.

상기 영역의 확인 단계는, 검출된 특징 및 영역의 유형에 따라, 소정의 임계치 및 테스트와 상기 영역의 통계치 및 속

성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일부 또는 전체 중첩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내 모든 영역과 상기 리스트 내 모든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단계;

두 영역이 중복 검출이어서 중첩하는 경우면, 어느 영역이 유지하기에 최적인지 결정하고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나머지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

두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아서 중첩 또는 거의 중첩하는 경우면,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두 영역을 모두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방법 중 임의의 것이 적용되는 디지털 화상과, 상술한 방법 중 임의의 것을 실행하도록 구성

된 장치와, 상술한 임의의 방법을 수행하도록 실행되는 경우 구성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저장 매체를 제공한

다.

따라서, 적목 효과의 자동 제거는 제한적인 또는 어떤 사람의 감독 또는 입력이 없이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

드웨어를 사용하여 가능하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프린팅 미니랩(digital printing mini-labs), 카메

라, 휴대용 뷰 장치, PDA, 스캐너, 이동전화, 전자책, (콘서트, 축구 경기장 등에 서 사용되는) 공공 디스플레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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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카메라, 편집 장비, 방송 장비 또는 수신 장비), 디지털 필름 편집 장치, 디지털 프로젝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여권 사진용) 포토 부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적목 특징의 검출 및 제거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는 통상의 적목 특징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3은 통상의 제1 유형 특징의 채도 및 명도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4는 통상의 제2 유형 특징의 채도 및 명도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통상의 제3 유형 특징의 명도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6은 통상의 제4 유형 특징의 채도 및 명도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7은 통상의 제5 유형 특징의 채도 및 명도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8은 도 2의 적목 특징의 개략도로서, 제1 유형 특징의 검출에서 식별되는 화소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식별되는 도 4의 제2 유형 특징의 지점들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0은 도 4의 제2 유형 특징의 방향에 포함되는 채도와 명도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1은 도 5의 제3 유형 특징의 명도 및 제1 미분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2는 특징을 형성하는 화소의 분리되고 닫힌 영역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a 및 도 13b는 적색 영역 검출에 대한 기술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어레이 내의 화소의 보정가능성을 가리키는 화소 어레이를 나타내는 도면.

도 15a 및 도 15b는 도 14의 어레이에서 화소의 점수를 매기는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도 14의 어레이에서 생성된 점수지정된 화소의 어레이를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도 16의 어레이의 보정가능 영역의 에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개략도.

도 18은 일 열의 화소에서 영역의 에지를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도 16의 어레이를 나타내는 도면.

도 19a 및 도 19b는 위쪽으로 보정가능 화소의 에러를 따라가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보정가능 영역의 탑 에지를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1은 도 16의 어레이를 나타내며, 보정 가능 영역의 에지를 따라가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도 16의 어레이의 보정 가능 영역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도면.

도 23은 추가 통계치가 기록되어야 하는 적목 특징 주변의 환형의 범위를 나타내는 개략도.

도 24는 (L,S)=(128, 255)로부터 화소의 명도 및 채도의 거리에 의해 채도 승수가 계산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채도 승수가 래디얼하게 변화되는 환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채도 승수가 평활화되는 화소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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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은 명도 승수가 래디얼하게 변화되는 환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8은 플레어된 적목 추적 보정의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

도 29는 도 28에서 식별된 플레어 화소가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로 감소되는 그리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0은 도 28의 그리드에서, 매우 낮은 채도를 갖는 화소들만을 나타내는 도면.

도 31은 분리 화소의 제거 후의 도 30의 그리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2는 도 31과의 비교 후의 도 29의 그리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3은 에지 평활화 후의 도 31의 그리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4는 에지 평활화 후의 도 32의 그리드를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의 몇몇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단지 예로서 설명한다.

적목 특징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디지털 화상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알고리즘은 6개의 구체적인 단계

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

1. 적목이 발생하는 특징을 검색하며, 화상 내의 각 화소를 통해 스캔하는 단계. 이 단계는 특징 리스트를 생성한다.

2. 각 특징에 대하여, 적목을 기술할 수 있는 특징을 포함하는 영역의 검색을 시도하여, 이것이 실패하는 특징은 무시

하는 단계. 이 단계는 영역들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3. 각각의 영역을 분석, 다음 단계에서 사용되는 각 영역의 통계치 및 기록 속성을 계산하는 단계.

4. 각 영역을 확인하고, 그 속성 및 통계치에 기초하여 각 영역에 수많은 테스트를 적용하는 단계. 이들 테스트의 결과

를 사용하여 영역의 유지(적목인 경우) 또는 거부(적목이 아닌 경우) 여부를 결정한다.

5. 특정 방식으로 상호동작하는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

6. 잔류 영역을 보정하여, 적색을 제거하고 채도 및 명도를 변경하여 적목으로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외관을 생성하

는 단계.

이들 단계는 도 1의 흐름도로서 나타낸다.

알고리즘으로부터의 출력은 모든 검출된 적목의 발생이 보정되는 경우의 화상이다. 화상이 적목을 포함하지 않으면, 

출력은 입력 화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는 화상이다. 적목과 매우 유사한 화상의 특징이 검출되어 알고리즘에 

의해 '보정'되지만, 사용자는 이들 오류 '보정'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하, 상술한 단계들 각각의 구현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스테이지 1 - 특징 검출

화상은 우선 변형되어, 화소가 색상(H), 채도(S) 및 명도(L) 값으로 표현된 다. 그 후, 전체 화상은 수평 라인으로 화소

별로 스캔되어, 적목의 특별한 특징을 검색한다. 이들 특징은 화소들 간의 값의 차에서의 패턴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인접 화소들에서 발생하는 채도, 명도 및 색상 내의 패턴에 의해 규정된다.

도 2는 통상의 적목 특징(1)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의 중앙에 흰색 또는 거의 흰색인 '하이라이트'(2)가 있으며,

이는 피사체의 동공에 대응하는 영역(3)으로 둘러싸인다. 적목의 부재시에, 이 영역(3)은 통상 검정색이지만, 이 적목

특징 영역(3)에서는, 붉은 색상을 띠게 된다. 이는 연한 홍조에서 밝은 적색까지 포함할 수 있다. 동공 영역(3) 주변에

는 홍채(4)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 또는 전체는 동공 영역(3)으로부터 적색 홍조를 다소 띠며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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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목 특징의 발생은 피사체로부터의 카메라 거리 등의 다수의 인자에 달려 있다. 이는 적목 특징의 형태에서 특히 하

이라이트 동작의 일정 정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적목 특징에서, 하이라이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적목 특징은 다섯개의 카테고리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제1 카테고리는 '제1 유형'로서 지정된다. 이는, 초상화나 근접 사진에서 통상 발견되는 것과 같이, 적목 특징을 나

타내는 눈이 큰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하이라이트(2)는 적어도 하나의 화소 폭이며, 적색 동공(3)에 명확하게 분리된

특징이다. 예시적인 제1 유형 특징에 대한 채도 및 명도의 동작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제2 유형 특징은, 단체 사진에서 통상 발견되는 것과 같이, 적목 특징을 나타내는 눈이 작거나 카메라로부터 떨어

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이라이트(2) 는 하나의 화소보다 작기 때문에, 동공의 적색은 하이라이트 내의 흰색의 적

은 영역과 혼합되어, 동공 영역이 핑크색이 되고 무채색의 적색이 된다. 예시적인 제2 유형 특징에 대한 채도 및 명도

의 동작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제3 유형 특징은 제2 유형 특징과 유사한 조건에서 발생하지만, 무채색의 경우이다. 이들은 피사체가 카메라로부

터 멀리 떨어진 단체 사진의 경우에 통상 발견된다. 예시적인 제3 유형 특징에 대한 명도의 동작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제4 유형 특징은 동공이 매우 흐려져서, 홍채가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거나 또는 카메라 렌즈, 플래시 및 눈의 

정렬이 통상의 광량보다 크게 눈으로부터 반사된 경우에 발생한다. 또렷하고 잘 한정된 하이라이트는 없지만, 전체 

동공은 높은 명도를 갖는다. 색상은 동공에 대하여 매우 균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서, 이러한 눈은 매우 

복잡하게 보이고 여러 디테일(detail)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눈은 '플레어된' 적목 또는 '플레어'로서 알려져 있다. 

예시적인 제4 유형 특징에 대한 채도 및 명도의 동작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제5 유형 특징은 제4 유형와 유사한 조건에 있으며, 연한 적색 홍조인 동공과 같이 밝거나 채색되지 않으며, 및/또

는 하이라이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징 내부의 동작은 변화할 수 있지만, 특징 외부의 영역은 보다 명확하게 한정된

다. 제5 유형 특징은 그 특징 내의 채도 및 명도 중 가장 높은 값에 따라 명명되는, 특징의 4개의 '서브 카테고리'로 더

분류될 수 있다. 예시적인 제5 유형 특징에 대한 채도 및 명도의 동작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하나의 스캔에서 모든 유형의 특징에 대하여 검색할 수 있지만, 여러 단계로 화상을 스캔하는 것이 계산상 보다 간편

하다. 각 단계는 제5 유형 서브 카테고리 전체를 동시에 검출하는 최종 단계와 분리되어, 단일하고 명확한 특징 유형

을 검색한다.

제1 유형 특징

제1 유형 특징의 하이라이트 내의 대부분의 화소는 매우 높은 채도를 가지며, 얼굴 사진 상의 다른 곳에서 이러한 채

도 영역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유사하게, 대부분의 제1 유형 특징은 매우 높은 명도 값을 가진다. 도

3은 예시적인 제1 유형 특징에서 일 열의 화소의 채도(10)와 명도(11)의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높은 채도와 명도를 

갖는 프로파일의 중심 영역은 하이라이트 영역(12)에 대응한다. 이 예에서 동공(13)은, 화소들이 하이라이트 내의 화

소보다 낮은 명도 값을 갖는 하이라이트 영역(12) 밖의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하이라이트 영역(12)의 명도 및 채도

값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들 바로 근방의 영역의 것보다도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공 영역

(13)에서 하이라이트 영역(12)으로의 채도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

제1 유형 특징 검출 알고리즘은 화소 내에서 각 행의 화소들을 스캔하여, 밝고 매우 높은 채도의 화소의 좁은 영역을 

검색한다. 스캔 동안, 각 화소는 이전의 주변(화소 좌측)과 비교된다. 상기 알고리즘은 명도와 채도의 급격한 변화를 

검색하여, 행의 처음부터 스캔하면서 하이라이트의 개시점을 표시한다. 이는 '상승 에지(rising edge)'로서 알려져 있

다. 일단 상승 에지가 식별되면, 그 화소 및 다음 화소(유사하게 높은 채도와 명도를 갖는다고 가정)가 채도의 급격한 

하강이 도달하 여 하이라이트의 다른 에지를 표시할 때까지 기록된다. 이는 '하강 에지(falling edge)'로서 알려져 있

다. 하강 에지 후에, 알고리즘은 상승 에지를 검색하여 다음 하이라이트의 개시점을 표시하는 단계로 복귀한다.

통상의 알고리즘은 다음의 경우에 상승 에지가 검출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1. 화소가 높은 채도를 가질 경우 (채도>128).

2. 화소가 이전 화소보다 상당히 높은 채도를 가질 경우(해당 화소의 채도 - 이전 화소의 채도 >64).

3. 화소가 높은 명도를 가질 경우(명도>128).

4. 화소가 '적색' 색상을 가질 경우( 210≤색상≤255, 또는 0≤색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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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에지는 테스트할 화소 상에 배치된다. 하강 에지는 다음 경우에 검출된다:

화소가 이전 화소보다 상당히 적은 채도를 갖는 경우(이전 화소 채도 - 해당 화소 채도>64).

하강 에지는 테스트할 화소 이전의 화소 상에 배치된다.

하강 에지에 대하여 검색하면서 추가 점검이 수행된다. 소정 개수의 화소(예를 들어, 10개)가 하강 에지의 발견 없이 

점검된 후, 알고리즘은 하강 에지에 대한 검색을 중단한다. 적목 특징이 될 수 있는 하이라이트의 최대 크기가 있다는 

가정 - 명확하게, 이는 그 컨텐츠의 속성과 사진의 크기에 의존하여 변경될 수 있다(예를 들어, 하이라이트는 동일한 

해상도의 개별 초상화보다 단체 사진에서 낮을 수 있다). 알고리즘은 하이라이트가 차지할 수 있는 크기의 비율 및 사

진의 크기 에 따라, 동적으로 최대 하이라이트 폭을 결정할 수 있다(통상, 사진의 최대 치수의 0.25% 내지 1%).

하이라이트가 성공적으로 검출되면, 상승 에지, 하강 에지 및 중심 화소의 좌표가 기록된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적목 특징 1에 대한 이 알고리즘의 결과는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에 있어서, 단일 하이라이트(2)이기 때

문에, 알고리즘은 하나의 상승 에지(6), 하나의 하강 에지(6), 및 하나의 중심 화소(8)를 하이라이트가 커버하는 각 행

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2)는 5개의 행을 커버하며, 따라서, 5개의 중 심 화소(8)가 기록된다. 도 8에서,

수평선은 상승 에지의 화소로부터 하강 에지의 화소까지 확장한다. 원은 중심 화소(8)의 위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제1 유형 특징의 검출 및 특징의 각 행에서 중심 화소의 식별, 검출 알고리즘을 제2 유형 특징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제2 유형 특징

제2 유형 특징은 지원할 동공의 특징을 사용함이 없이 검출될 수 없다. 도 4는 예시적인 제2 유형 특징의 일 열의 화

소들의 채도(20) 및 명도(21)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이 특징은 채도 및 명도 채널에서 매우 명확한 패턴을 가지며, 이

는 인터리빙된 사인 및 코사인파와 유사한 외관의 그래프를 부여한다.

동공(23)의 범위는 채도 곡선으로부터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으며, 적색 동공은 그 주변보다 채도가 높다. 흰색 하이

라이트(22)의 채도에 대한 효과가 또한 명확하며: 하이라이트가 명도 곡선에서는 피크(22)로서 가시적이고 채도에서

는 대응하여 하강한다. 이는 하이라이트가 흰색이 아니고 핑크색이며 핑크는 높은 채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핑크

색는 하이라이트(22)가 하나의 화소보다 적기 때문에, 적은 흰색 양이 주변 적색과 혼합되어 핑크를 나타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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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의 상승이 동공(23)의 말단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 주변의 명도보다는 동공의 어두움에 더

기인한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유형의 적목 특징의 명확한 특징이다.

제2 유형 특징의 검출은 두 단계로 수행된다. 첫째, 동공은 채도 채널을 사용하여 식별된다. 그 후, 명도 채널이 적목 

특징의 일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 검된다. 화소의 각 행은 제1 유형 특징에 대해서와 같이 스캔되며, 검색은 특정 

채도 조건을 만족하는 일련의 화소에 대하여 행해진다. 도 9는 도 4에 도시된 적목 특징의 채도(20)와 명도(21) 프로

파일을, 채도 곡선(20) 상의 검출가능 화소 'a'(24), 'b'(25), 'c'(26), 'd'(27), 'e'(28), 'f'(29)와 함께 나타낸다.

식별될 제1 특징은 화소 'b'(25)와 화소 'c'(26) 사이에서의 채도 감소이다. 알고리즘은, 하나의 화소(25)가 채도≥10

0이고 다음 화소(26)가 처음 화소(25)보다 낮은 채도를 갖는 인접한 한 쌍의 화소를 검색한다. 이는 두개의 인접 포인

트와 단순 비교를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상 그렇게 무리한 작업은 아니다. 화소 'c'는 보다 낮은 채도를 갖는 보다 오른

쪽의 화소(26)로서 정의된다. 화소 'c'의 위치(26)를 설정하면, 화소 'b'의 위치가 묵시적으로 공지된다 - 즉, 이는 'c' 

이전의 화소(25)이다.

화소 'b'는 두개의 중요 사항이 있다 - 처음 피크는 채도 곡선 내에 있으며, 명도 내의 대응 트로프(trough)는 하이라

이트가 적목 특징의 일부이면, 검색되어야 한다.

그 후, 알고리즘은 'b'(25)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여, 50이하의 채도값을 갖는 화소(24)를 만날 때까지 계속 채도값이

하강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채도를 갖는 첫 화소(24)는 'a'로 지정된다. 화소 'f'는 그 후 'a'(24)보다 낮은 채

도를 갖는 화소(29)를 발견할 때까지 'c'(26)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발견된다. 적목 특징의 범위는 이제 알려지게 된

다.

그 후, 알고리즘은, 화소(28)가 그의 좌측 근방(27)보다 높은 채도를 가질 때까지, 'f'(29)로부터 행을 따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측 근방(27)은 화소 'd'로 지정되며, 보다 높은 채도의 화소(28)는 화소 'e'로 지정된다. 화소 'd'는 'c'와 

유사하며; 그의 유일한 목적은 채도 피크를 화소 'e'로 배치하는 것이다.

'b'와 'e' 간의 화소들이 최대 피크보다 낮은 채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점검이 행해진다.

상기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알고리즘은 제2 유형 특징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여 제2 유형 

특징의 화소 'b'와 'c'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화소 쌍에 대한 행을 스캔하는 것으로 복귀한다. 상기 조건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범위  조건

bc 채도(c) < 채도(b) 그리고 채도(b)≥100

ab 채도는 a에서 b까지 계속 상승, 그리고 채도(a)≤50

af 채도(f) ≤ 채도(a)

ed 채도(d) < 채도(e)

be 모든 채도(b, e) ≤ max(채도(b), 채도(e))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도 9의 채도 곡선과 유사한 특징이 검출된다. 그 후, 검출 알고리즘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 'a'(24), 'b'(25), 'e'(28) 및 'f'(29)를 'a'(24)와 'f'(29) 간의 중도인 화소 'g'로서 정의되는 특징의 중심 화소

(35)와 더불어 채도와 명도를 비교한다. 특징이 제2 유형 특징에 해당하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화소  설명  조건

'a'(24) 특징 개시 명도>채도

'b'(25) 제1 피크 채도>명도

'g'(35) 중심 명도>채도 및 명도≥100, 그리고

220≤색상≤255 또는 0≤색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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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8) 제2 피크 채도>명도

'f'(27) 특징 종료 명도>채도

색상 채널(hue channel)은 여기서 처음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할 것이다. 특징의 중심에 있는 화소(35)의 색상은 스펙

트럼의 적색 영역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화소는 또한 비교적 높은 명도와 중간 아래의 채도를 가질 수 있어 

이를 핑크 - 알고리즘이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하이라이트 색 - 가 되게 한다.

일단 화소 행이 제2 유형 특징의 프로파일과 일치하면, 중심 화소(35)는, 상술한 제1 유형 특징의 중심점의 식별과 유

사한 방식으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들 행에 대하여 특징의 중심점(8)으로서 식별된다.

제3 유형 특징

그 후, 검출 알고리즘은 제3 유형 특징으로 이동한다. 도 5는 동공(33)의 중심에 대략 위치하는 예시적인 제3 유형 하

이라이트(32)에 대한 화소 행의 명도 프로파일(31)을 나타낸다. 하이라이트는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이

라이트는 어느 방향으로도 오프셋될 수 있지만, 오프셋의 크기는 특징 그 자체가 결코 너무 큰 것은 아니므로 통상 매

우 작을 수 있다(대략 최대 10 화소).

제3 유형 특징은 적목의 매우 일반적인 특징 등에 기초하며,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제1 유형 및 제2 유형 특징에서 

또한 가시적이다. 이는 명도 채널(31)의 'W' 형상의 곡선이며, 여기서, 중심 피크는 하이라이트(12, 22, 32)이고 두개

의 트로프는 동공(13, 23, 33)의 말단에 대략 대응한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검출하기 용이하지만, 많은 화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발생이 적목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제3 유형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은 제2 유형 특징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것보다 보다 쉽고 빠르다. 이 특징은 명도 곡

선(31)에서 특징 'W' 형상을 검출하여 식별된다. 이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도의 1차 미분의 이산 아날로그(

discrete analogue; 34)를 점검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곡선 상의 각 포인트는 현재 화소에서 현재 화소의 바로 좌측

의 화소의 명도를 감산함으로써 결정된다.

상기 알고리즘은 행을 따라 1차 미분(차분) 지점을 점검하여 검색한다. 각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대신에, 상

기 알고리즘은 다음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의 순서대로 화소가 발견되는 것을 요구한다:

화소  조건

첫째(36) 차≤-20

두번째(37) 차≥30

세번째(38) 차≤-30

네번째(39) 차≥20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화소들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어떤 제한도 없다. 즉, 알고리즘은 -20 이하의 차값을 갖는 화

소(36) 후에 적어도 30의 차값을 갖는 화소(37), -30 이하의 차값을 갖는 화소(38), 및 적어도 20의 값을 갖는 화소(

39)에 대한 순서로 검색한다. 패턴에 대한 최대 허용 가능 길이가 있으며, 일 예에서, 화소 크기 및 임의의 다른 관련 

인수의 함수이더라도 40화소들 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추가 조건은 두개의 '큰' 변화(적어도 하나의 양의 변화와 적어도 하나의 음의 변화)가 처음(36)과 마지막(39) 사이의 

채도 채널(saturation channel)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큰' 변화는 30이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심점(도 11에서 처음(36)과 마지막(39) 화소 사이 중간 지점)은 220≤색상≤255 또는 0≤색상≤10의

범위의 '적색' 색상을 가져야 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중심 화소(8)는 처음(36)과 마지막(39) 화소 사이의 중도 중심점으로 정의된다.

제4 유형 특징

이들 눈은 적목 영역 내에 또는 인접하여 하이라이트를 갖지 않으므로, 하이라이트 특징은 이들을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눈들은 동공 영역 내의 높은 채도를 갖는 특징이 있다. 도 6은 이러한 눈의 단일 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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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채도(100)와 명도(101)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검출 방법은 화상을 스캔하여 소정의 임계치, 예를 들어 100 이상의 채도를 갖는 화소(102)를 검색하는 것

이다. 이 화소(102)가 적목 특징의 에지를 표시하면, 적절한 적색 범위, 즉, 210 이상 또는 20 미만에서의 색상을 가

질 수 있다. 알고리즘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적목의 특징인, 채도가 이 지점에서의 명도를 초과하는지

를 더 점검할 수 있다.

그 후, 알고리즘은 높은 채도 화소(102)에서 좌측으로 스캔하여 채도 상승의 적절한 개시점을 결정한다. 높은 채도 화

소(102)의 좌측으로 채도의 제1 주요 극소값을 검색함으로써 행해진다. 채도 하강이 단조롭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진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캔은 발견하는 첫 로컬 극소값의 좌측 - 예를 들어, 3화소 - 에 좀 더 계속 검

색하여야 하며, 그 후, 화소(103)를 특징 개시를 표시하여 발견되는 최저 채도를 갖는 것으로 화소(103)를 지정한다.

그 후, 알고리즘은 높은 채도 화소(102)의 우측을 스캔하여, 특징의 종료를 표시하는 채도의 주요 극소값(104)을 검

색한다. 또한, 채도는 그 피크로부터 단조 감소하지 않지만 관련없는 로컬 극소값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가 이 스테이지에서 요구된다. 바람직한 구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SignificantMinimum 알고리즘으로서 이하 불린다. 실제 로컬 극소값은 아니지만 의사 극소값을 식별

할 수 있음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다.

FoundEndOfSatDrop 플래그가 세트되면, 상기 알고리즘은 주요 채도 극소값(104)을 발견한다. 그렇지 않고, 실패하

면, 특징 4 유형이 아니다. '주요 채도 극소값'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소는 그의 우측에서 3개의 화소 내에 200 이상의 채도를 갖는 화소를 갖지 않는다.

2. 채도는 그 우측 3개의 화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 이상의 값으로).

3. 채도에서 최대 4개의 로컬 극소값이 제일 높은 채도 화소(102)와 이 화소 사이에 발생한다.

상기 발견된 좌측(103)과 우측(104) 채도 의사 극소값은 특징의 좌측 및 우측 에지에 대응하며, 알고리즘은 이제 높

은 채도의 영역을 배치하게 된다. 이러한 영역은 많은 화상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다수가 적목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출 과정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어 적목의 추가 특징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구현

은 이 영역에 걸친 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특징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면, 명도 곡선은 'W' 형상을 다시 형성하

며, 두개의 실질적인 트로프 유사 영역은 그들 사이에 단일 피크를 둘러 싼다.

바람직한 구현예는 특징의 좌측 및 우측 에지 사이에서 스캔하여 그들이 적어도 두개의 로컬 명도 극소값(105, 106)(

근 좌측 및 우측 근방의 화소가 보다 높 은 명도를 가짐)이 되는 것을 확보한다.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의 로컬 

극대값(107)이 필요하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이들 극소값(105, 106) 양자가 채도값이 명도값보다 높은 경우의 화소

에서 발생한다. 또한, 두 명도 극소값 사이의 최저 명도가 두 명도 극소값(105, 106) 중 작은 값보다 작지 않음 - 즉, 

명도 극소값(105, 106) 사이의 최저 명도를 갖는 화소는 두 로컬 극소값(105, 106) 중 하나이어야 함 - 을 확인할 수 

있다.

적목에서의 명도는 매우 높은 값으로 증가하므로, 바람직한 구현예는 좌측(105)과 우측(106) 명도 극소값 사이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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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엔가, 명도가 소정의 임계치, 예를 들어, 128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명도와 채도 곡선이 특징 폭을

한정하는 채도의 외부 극소값(103, 104) 바로 안에 통상 가로지르는 것이 플레어 적목의 특징이다. 바람직한 구현예

는 명도 및 채도가 이렇게 교차함을 점검한다. 또한, 명도 및 채도 곡선 간의 차는 그 특징 내의 일부 지점에서 50을 

넘어서야 한다. 모든 요구된 기준이 충족되면, 알고리즘은 제4 유형 검출로서 검출된 특징을 기록한다.

제4 유형 검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채도>100의 높은 채도 화소(102)

높은 채도 화소는 210≤색상≤255 또는 0≤색상≤20

높은 채도 화소의 각 측면에서 발견되고 특징의 에지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로컬 채도 극소값(103, 104)

채도와 명도가 특징(103, 104)의 에지 사이에 두번 교차

특징(103, 104)의 에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화소가 채도-명도>50

특징(103, 104)의 에지 사이에 발견되는 두개의 로컬 명도 극소값(105, 106)

각 로컬 명도 극소값에 대하여 채도>명도

로컬 명도 극소값(105, 106) 중 하나에서 발견되는 명도 극소값(105, 106) 사이의 최저 명도

명도 극소값(105, 106) 간의 적어도 하나의 화소는 명도>128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은 중심 화소(8)는 화소(103, 104) 간의 중도 중심점으로서 정의되어 특징의 에지를 표시한다.

제5 유형 특징

제4 유형 검출 알고리즘은 모든 플레어 적목을 검출하지는 않는다. 제5 유형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제4 유형 검출 

알고리즘이 놓친 플레어 적목 중 일부를 검출하는 제4 유형의 확장이다. 도 7은 통상 제5 유형 특징에 대한 화소 채도

(200) 및 명도(201)를 도시한다.

제5 유형 검출 알고리즘의 바람직한 구현예는 화상을 스캔하여 소정의 임계치, 예를 들어, 100 이상의 채도를 갖는 

제1 채도 임게치 화소(202)를 검색함으로써 개시한다. 이러한 화소(202)가 발견되면, 알고리즘은 채도가 이 채도 임

계치 이하로 하강할 때가지 우측으로 스캔하여,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 화소로서 제2 채도 임계치 화소(203)를

식별한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최고 채도를 갖는 채도 극대점 화소(204)를 기록할 수 있다. 이 특징은 이 최고 채도를 

기초로 분류되 는데, 소정의 추가 임계치, 예를 들어, 200를 넘으면, 이 특징은 '높은 채도' 제5 유형로서 분류된다. 그

렇지 않으면, '낮은 채도'로서 분류된다.

그 후, 알고리즘은 상기 임계치 이상의 채도를 갖은 일련의 화소 밖의 제1 주요 채도 극소값(205, 206)으로서 정의되

는, 특징의 한계를 검색한다. 이들 극소값은 제4 유형 검색에 대하여 상술한 SignificantMinimum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발견된다. 이 알고리즘은 제1 임계치 화소(202)의 좌측을 스캔하여 좌측 에지(205)를 발견하며, 제2 임계치 화소(

203)의 우측을 스캔하여 우측 에지(206)를 발견한다.

이 알고리즘은 그 후 좌측 에지(205)의 우측을 스캔한 후 화소의 명도와 채도를 비교하여 명도가 처음 채도 아래로 

떨어지는 제1 교차 화소(207)를 식별한다. 이는 채도 극대값 화소(204)가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이는 우측

에지(206)에서 좌측으로 스캔하여 제2 교차 화소(208)를 발견하도록 반복되며, 여기서 제2 교차 화소(208)는 명도가

우측 에지(206) 바로 직전에 채도 이상으로 교차하기 전의 화소를 표시한다.

도 7에 도시된 특징에 있어서, 제1 교차 화소(207)와 제1 임계치 화소(202)는 동일 화소임이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알

고리즘의 추가 동작에 어떤 영향도 없는 동일한 것임이 이해될 것이다.

이제, 알고리즘은 제1 교차 화소(207)에서 제2 교차 화소(208)까지 스캔하여 둘 사이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채도>명

도를 보장한다. 이를 행하는 동안, 명도 극대값 화소(209)에서 발견되는 명도의 극대값(LightMax)과 이 범위에서 발

생하는 명 도의 극소값(LightMin)을 기록할 수 있다. 특징은 이러한 극대 명도에 기초하여 분류된다: 소정의 임계치, 

예를 들어 100을 초과하면, 특징이 '높은 명도'로서 분류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낮은 명도'로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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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식별된 특징은 실질적으로 제4 유형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대응한다. 다른 이러한 유사성은 

제5 유형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명도 곡선에서 'W' 형상이다. 알고리즘은 특징의 좌측 에지(205)

에서 우측 에지(206)의 우측 방향으로 스캔하여, 명도의 제1 로컬 극소값(210)을 검색한다. 이는 극소값이 하나의 화

소 폭보다 큰 경우이더라도 그러나 3개의 폭보다는 크지 않는 경우에 위치할 수 있다. 로컬 명도 극소값 화소(210)는 

단일 화소 폭보다 큰 극소값의 경우에 최좌측 화소일 수 있다. 그 후, 알고리즘은 좌측 에지(205)까지 우측 에지(206)

에서 좌측 방향으로 스캔하여 제2 로컬 명도 극소값 화소(211)를 발견한다. 또한, 이는 극소값이 하나, 둘, 또는 셋(그

러나 3보다는 많지 않은) 화소 폭일 경우에 위치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제5 유형 검출은 제4 유형 검출과 상이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제1 로컬 명도 극소값(210)의 좌측으로 4

개의 화소를 스캔하여 그 극소값에서의 값보다 명도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한다. 알고리즘은 유사하게 제2 로컬 

명도 극소값(211)의 우측으로 4개의 화소를 스캔하여 명도가 그 극소값에서의 값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한

다.

특징이 '낮은 명도'의 제5 유형라고 판단되면, LightMax와 LightMin 간의 차는 소정의 임계치, 예를 들어, 50을 넘지 

않는지를 확보하도록 점검된다.

특징이 '낮은 명도' 또는 '높은 채도'이면, 알고리즘은 제1 및 제2 교차 화소(207, 208) 간의 명도보다 채도가 높게 유

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명도 및 채도 곡선이 두번 이상 교차하는지를 점검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특징이 '높은 명도'이면, 알고리즘은 로컬 명도 극소값(210, 211) 사이의 화소를 스캔하여 명도가 로컬 명도 극소값(2

10, 211)의 명도값 중 작은 값 아래로 떨어지지 않음을 보장한다. 즉, 로컬 명도 극소값(210, 211) 간의 극소 명도는 

이들 극소값들 중 하나이어야 한다.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는 최종 점검은 채도 임계치 화소(202, 203)를 주요 관심사로 한다. 이들 두 화소의 색상은 

적색의 보정 범위 내에 해당하도록, 즉, 20 이하 또는 210 이상이 되도록 점검될 수 있다.

이들 모든 점검이 통과되면, 알고리즘은 제5 유형 특징을 식별한다. 이러한 특징은 그 후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제5 유

형의 서브유형으로 분류된다:

제5 유형 서브유형 분류
채도

고 저

명도
고 51 52

저 53 54

이들 서브유형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단지 이 유형만이 아닌 서브 유형에 고유한 테스트

를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제5 유형 특징에 대하여 확인 과정의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높인다. 적목과 관

련되지 않은 제5 유형 특징은 사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이 이 유형에 대하여 특정된 것이고 정확하다

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제5 유형의 각 서브유형에 특정한 확인자(validator)를 갖는 정확성을 요구한다.

제5 유형 검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채도>100을 갖는 것으로 발견되는 영역

높은 채도 영역의 에지에서 화소들은 210≤색상≤20

극대 채도>200이면 '높은 채도'로 분류됨

높은 채도 영역의 각 측면에 발견되고 특징의 에지들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로컬 채도 극소값들(205, 206)

두개의 교차 화소들(207, 208), 여기서, 명도와 채도가 교차하고, 이 화소들은 특징(205, 206)의 에지들 내부와 

극대 채도 화소(204)의 어느 한쪽 측면에 위치함.

교차 화소들(207, 208) 사이의 모든 화소들에 대하여 채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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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화소들 사이의 극대 명도>100이면 '높은 명도'로 분류

특징(205, 206)의 에지들 사이에 발견된 두개의 로컬 명도 극소값들(210, 211)

로컬 명도 극소값들(210, 211)을 벗어나 있는 4개 까지의 어떤 화소들도 대응 극소값보다 낮은 명도를 갖지 않음.

'낮은 명도'이면, 교차 화소들 간의 극대 명도와 극소 명도 간의 차≤50

'높은 명도'이면, 로컬 명도 극소값들(210, 211) 간의 최저 명도가 로컬 명도 극소값들(210, 211) 중 하나에서 발

견됨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중심 화소(8)는 특징의 에지를 표시하는 화소들(205, 206) 간의 중도의 중심점으로서 정의

된다.

검출된 제1 유형, 제2 유형, 제3 유형, 제4 유형 및 제5 유형 특징들 모두에 대한 중심 화소들(8) 모두의 위치는 적목

에 의해 잠재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특징 리스트에 기록된다. 각 특징에서 중심 화소들(8)의 개수는 그 후에 1개로 감

소된다. (제1 유형 특징에 대하여)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이라이트(2)에 의해 커버되는 각 행에 대한 중심 화소(

8)가 있다. 이는 특징이 5번 검출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필요한 것보다 보다 많은 처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더욱이, 상기 알고리즘들에 의해 식별된 특징들 모두가 반드시 적목 특징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 밖의 것들은 객체의 모서리들 또는 에지들에서 반사되는 광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스테이지의 처리

는 리스트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제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적목 감소는 실제 적목 특징들이 아닌 특징

들에 대해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오류 특징들에 반대되는 적목 특징들을 인식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기준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협소한 특징들

을 갖는 중심 화소들로 된 긴 줄들(strings)들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다 - 즉, 실질적으로 선형 형상을 갖는 특징들. 

이들은 예를 들어 에지들에서 반사되는 광에 의해 형성될 수 있지만, 적목에 의해서는 절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화소들의 긴 줄들에 대한 이러한 점검은 중심 화소를 하나로 감소하는 것과 결합될 수 있다. 이들 동작들을 동시에 수

행하는 알고리즘은 특징들을 검색하여 중심 화소들로 된 '줄(들)' 또는 '체인(들)'을 식별할 수 있다. 중심 화소들(8)의 

줄의 길이를 하이라이트 또는 특징의 최대 특징 폭으로 나눈 종횡비가 (도 8 참조) 소정 수치보다 크고, 그 줄이 소정

의 길이 이상이라면, 중심 화소들(8) 전체가 특징 리스트에서 제거된다. 그렇지 않다면, 줄의 중심 화소만이 특징 리스

트에 보유된다. 이들 작업은 각 특징 유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되는데, 즉, 검색이 다른 유형들의 특징들을 포함

하는 수직 체인들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한 유형의 특징의 수직 체인들에 대하여 행해진다.

환언하면, 알고리즘은 두개의 작업을 수행한다:

체인의 종횡비가 소정의 값보다 큰 경우에, 특징 리스트에서 한 유형의 특징의 수직 체인들을 대략 제거하고,

체인의 종횡비가 소정의 값 이하인 경우에 특징들의 대략 수직 체인들로부터 수직을 따른 중심 특징 이외의 것을 

모두 제거한다.

이러한 작업의 조합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공개특허 10-2004-0088518

- 18 -

특정 화상들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변경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극소값 체인 높이'에 대한 적절한 임계치는 3이고, '극소

체인 종횡비'에 대한 적절한 임계치 또한 3이다.

특징 검출 프로세서의 종료 시점에서, 특징 리스트가 기록된다. 각 특징은 제1, 제2, 제3, 제4, 제51,제 52, 제53 또는

제54 유형으로 분류되고, 특징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준 화소를 이것들과 관련짓는다.

스테이지 2 - 영역 검출

화상에서 검출된 각 특징에 대하여, 알고리즘은 적목을 기술할 수 있는 관련 영역을 찾고자 시도한다. 적목 특징의 매

우 일반적인 정의는 '붉은 빛을 띤(reddish)' 화소의 분리되고 대략 원 영역이다. 따라서, 각 특징에 대하여 식별된 기

준 화소를 둘러싼 '적색' 영역의 존재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 화소가 반드시 적색 영역의 중심에 있

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적색 영역이 없을 수 있거나, 또는 보다 큰 특징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적

색 영역에 어떤 검출가능 경계가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조건은 영역이 특징과 관

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역 검출은, 그 크기가 특징의 몇몇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사각형 그리드를 구성하고, 이를 특징 상에 배치하여, 적

목들의 특징인 색상(H), 명도(L) 및 채도(S)에 대한 몇몇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화소들을 표시함으로써 수행된다.

그리드의 크기는 임의의 관련 적목을 포함하기에 충분한 값을 갖게 끔 계산된다. 이는 적목들에서는, 무엇보다도 특

징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패턴의 크기가 적목 영역의 크기에 대한 단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영역 검출은 매번 H, L 및 S 값들에 대한 다른 기준들을 사용하여, 각 특징에 대하여 3번까지 시도된다. 이는 적목

들의 특징으로서 취해질 수 있는, 주요하게는 H, L 및 S 값들에 대한 세개의 다른 집합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준들

은 HLS, HaLS 및 Sat128로 지칭된다.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카테고리 색상 채도 명도

HLS 220≤H 또는 H≤10 S≥80 L<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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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S - S=255 L>150

HaLS 245≤H 또는 H≤20

S>50

S<(1.8*L)-92 및

S>(1.1*L)-90

L>100

Sat128 220≤H 또는 H≤10 128 ≤ S -

HaLS에서의 조건의 두 집합 중 하나를 화소가 만족하면, 보정가능한 HaLS로 분류된다. 특징 유형과 알고리즘이 이

들 카테고리 중 어느 것을 영역을 검출하는데 사용하려고 시도할 것인가 간의 관계는 다음 테이블에서 도시되어 있다.

유형 기준

1 HLS, Sat128

2 HLS, Sat128

3 HLS, Sat128

4 HLS, HaLS, Sat128

5 HLS

영역 검출에서의 각 시도에서, 알고리즘은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인접 화소들로 된 영역(이하, '보정가능 화소'라 불림

)을 검색한다. 영역은 경계 사각형(그리드)에 포함되고 보정불가능 화소에의해 완전히 경계지워져야만 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계 사각형 내에 그 전체가 끼워 넣어져 있는 보정불가능 화소들에 의해 완전히 경계가 정해지는 보정가

능 화소들로 된 '섬(island)'을 찾는다. 도 12는 보정가능 화소들(40)의 이러한 분리 영역을 나타낸다.

특징의 기준 화소에서 개시한 후, 알고리즘은 화소가 상기 기준에 따라 '보정가능'인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화소만큼 좌측으로 이동한다. 경계 사각형의 에지에 처음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보정가능 화소를 발견할 때까지 이

처리가 반복된다. 에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은 이 특징을 (이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관련 영역도 갖지 않는 것으로 

표시한다. 보정가능 화소가 발견되면, 알고리즘은, 그 화소로부터 시작하여, 그 화소 주변의 영역을 둘러싸는 그리드 

내에 전체 가 포함되는, 보정가능 화소들로 된 규정되고 분리된 영역 내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반복 및 순환 유형 모두의 유형을 갖는 '플러드 필(flood fill)' 알고리즘들로서 종래 알려진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여, 

이를 실행하는 다수의 방법이 존재한다. 플러드 필 알고리즘은 영역을 채워감에 따라 영역 내의 모든 화소를 검색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드 경계를 접촉하는 임의의 화소를 방문하지 않고 이 영역을 채울 수 있다면, 이 영역은 영역 검

출 알고리즘을 위해 분리된다. 당업자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용이하게 안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그 후 특징의 중심 화소로부터 우측을 향해 반복된다. 중심 화소의 좌측에서 개시하는 것으로 발견되

는 영역과 우측에서 개시하는 것으로 발견된 영역이 있다면, 특징의 이 중심 화소에 가장 근접하여 개시하는 것이 선

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징은 주어진 보정가능 카테고리에 대하여 이것과 관련된 어떤 영역도 갖지 않거나, 또는 

그 카테고리에 대한 하나의 영역을 가질 수 있다. 하나 이상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영역 검출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 도 13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를 부각시킨다. 도 1

3a는 제1 유형 적목 특징(41)의 그림을 나타내며, 도 13b는 상기 기술된 HLS 기준에 따라 이 특징에서의 보정가능(4

3) 및 보정불가능(44) 화소들의 맵을 나타낸다.

도 13b는 하이라이트(42) 주변의 보정가능 화소들(43)의 대략 원형인 영역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하이라이트 영역(4

2) 내부에 보정불가능 화소들의 실질적 '홀 (hole)'이 있으며, 따라서 이 영역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이를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보정 가능 영역의 존재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4 단계가 있다:

1. 개시 화소를 둘러싼 화소들의 보정가능성 결정

2. 모든 화소들에 이론적 점수 또는 가중치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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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가능 영역의 에지들을 찾아서 그 크기를 결정

4. 영역이 대략 원형인지를 결정

단계 1에서, 2차원 어레이는 도 1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며, 각 셀은 대응 화소의 보정가능성을 나타내는 1 

또는 0을 포함한다. 기준 화소(8)는 어레이의 중심에 있다(도 14에서, 열 13, 행 13). 상술한 바와 같이, 어레이는 동

공의 전체 범위가 그 내부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만 하며, 이는 무엇보다 검출된 특징의 크기를 참조하여 확보

될 수 있다.

단계 2에서, 제2 어레이는 제1 과 동일한 크기로 생성되며, 보정가능 화소 어레이 내의 각 화소에 대한 점수를 포함한

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50, 51)의 점수는 점수가 매겨지고 있는 화소를 중심으로 3×3 정방 영역 내에 있

는 보정가능 화소들의 개수이다. 도 15a에서, 중심 화소(50)는 점수 3을 갖는다. 도 15b에서, 중심 화소(51)는 점수 6

을 갖는다. 점수 매기기는, 브리지(bridge)될 보정가능 영역에서 작은 갭들 및 홀들을 허용하고, 그에 따라 에지들이 

잘못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유용하다.

어레이에서 화소 점수들을 계산한 결과는 도 16에 도시되어 있다. 어레이 에지를 따라있는 화소들은 계산된 점수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점수 9가 할당된다. 이것의 결과는 어레이 범위를 넘는 모든 것은 보정가능하다는 점을 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라이트를 둘러싼 보정가능 영역의 어떤 부분이라도 어레이의 에지로 확장할 수 

있으면, 이것은 분리되고 폐쇄된 형상으로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단계 3은 화소 점수들을 사용하여 보정가능 영역의 경계를 찾는다. 상술한 예는 이 영역의 최좌측 및 최우측 열과, 최

상부 및 최하부 행만을 찾고자 시도하지만, 영역의 경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적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보정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화소들을 그렇지 않은 화소들과 분리하는 임계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예에서, 4 이

상의 점수를 갖는 임의의 화소는 보정가능한 것으로서 카운팅된다. 이는 분리 영역들을 여전히 인식하면서도 작은 갭

들을 건너가는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부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단계 3에 대한 알고리즘은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3 스텝을 갖는다:

1. 어레이 중심에서 시작하여 외부(61) 방향으로 작업하여 영역의 에지를 찾음.

2. 상부 섹션의 좌측 에지 및 우측 에지(62)를 그들이 만날 때까지 동시에 추적.

3. 하부 섹션(63)에 대하여 스텝 2를 동일하게 반복

프로세스의 첫 스텝은 도 18에서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개시 시점은 좌표(13, 13)를 갖는 어레이 내의 중심 

화소(8)이고, 그 목적은 중심에서 영역 (64, 65)의 에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영역 중심에서의 화소들은 보정가능한 것

으로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여기에서와 같이)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알고리즘은 적어도 하나의 보정가능 화소

에 맞닦뜨릴 때까지 에지 검색을 시도하지 않는다. 중심(8)에서 좌측 에지(64)로 이동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유사하게, 좌측 에지(65)를 배치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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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중심선 상의 영역의 좌측(64) 및 우측(65) 극단은 알려지고, 포인트되고 있는 화소들은 좌표 (5, 13) 및 

(21, 13)을 나타낸다.

다음 스텝은, 이 행 위의 영역의 외부 에지들을 이들이 만나거나 어레이의 에지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하는 것이다. 어

레이 에지에 도달하면, 영역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특징은 잠재 적목 특징으로서 분류되지 않을 것

이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역 에지를 추적하는 개시점은 전이가 발견된 이전 행 상의 화소(64)이며, 그래서 제1 스

텝은 그 바로 위의 (또는 그 방향에 따라 그 아래의) 화소(66)로 이동한다. 그 후, 다음 동작은 도 19a에 도시한 바대

로 화소의 값(66)이 임계치 이하이면 영역(67)의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며, 도 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66)가 임

계치 이상이면, 임계치가 교차될 때까지, 영역(68) 외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다. 도달된 화소는 그 후 다음 이동을 위

해 개시점이 된다.

내부 또는 외부로 하나 이상의 이동에 뒤이어서,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 프로세스가 조사할 행이 더 없을 때까지(영역

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좌측 에지에 대한 검색이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측 에지에 대한 검색이 개시

하는 지점을 교차할 때까지 계속된다.

전체 프로세스는 도 21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에서 식별되는 바와 같이, 영역의 좌측(64), 우측(65), 위(6

9) 및 아래(70) 극단들을 나타낸다. 각 경우에 좌측 에지는 우측 에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부 에지(69)와 하부 에지(

70)가 닫혀진다. 보정가능 화소들의 최좌측 열(71)은 y좌표=6이고, 최좌측 극단(64)의 한 열 우측에 있다. 보정가능 

화소들의 최우측 열(72)은 y좌표=20이고, 최우측 극단(65)의 한 열 우측에 있다. 보정 가능 화소들의 최상부 열(73)

은 x좌표=6이고 좌측 에지가 우측 에지를 통과하는 지점(69)에서 한 행 아래에 있다. 보정가능 화소들의 가장 아래 

행(74)은 x좌표=22이고, 좌측 에지가 우측 에지를 통과하는 지점(70)으로부터 한 행 위에 있다.

단계 3에서 영역의 극단들을 성공적으로 발견한 후, 단계 4에서는 이제 영역이 실질적으로 원형인지를 점검한다. 이

는,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정가능 화소 어레이 내의 어느 화소들을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경이 최좌

측(71)과 최우측(72) 열 간 그리고 최상(73) 및 최하(74) 행 간의 두 거리 중 보다 큰 것의 값을 갖는 원(75)을 사용함

으로써 수행된다. 원(75)은 최좌측 (71)과 최우측(72) 열과 최상(73) 및 최하(75) 행 간의 중도에 위치하게 된다. 원형

영역(75)의 약 50%의 화소들은 원(75)으로 분류되는 영역에 대하여 보정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야만 한다(즉, 도 14

에 도시된 1의 값을 가짐).

이 경우, 원의 중심(76)은 영역 검출이 시작됐던 기준 화소(8)와 동일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정가능 화소의 닫히고 분리된 원형 영역이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영역들의 리스트에 추가된다.

대안 또는 추가적인 마지막 점검에서, 각 분리 영역은 그 영역의 높이 대 폭의 비율에 따라 단순 테스트받게 된다. 이

를 통과하면, 스테이지(3)에서 준비된 리스트에 추가된다.

스테이지 3 - 영역 분석

스테이지 (2)에서 발견된 영역들의 몇몇은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만,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하, 그렇지 아니한

것을 '오류 검출'이라 부른다. 알고리즘은 영역들의 리스트에 보정을 적용하기 전에 이들의 제거를 시도한다.

수많은 측정이 영역들 각각에 대하여 행해지며,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었는지 또는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후에

(스테이지 4)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계치들이 계산된다. 취해진 측정은, 각 분리 영역 내의 색상, 명도 및 채도의 평

균 및 표준편차와, 세 채널 각각에서(H, L 및 S) 수평으로 인접한 화소들 간의 크고 작은 변화의 카운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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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고리즘은 H, L 및 S에 대한 여러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영역 둘레의 환형에서의 화소들의 비율을 기록한다. 

또한, 영역의 H×L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보다 복잡한 통계치를 측정 및 기록한다(즉, H×L은 영역 내 각 화소에 

대하여 계산되며 결과적인 분포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계산된다). 이는 또한 H×S 및 L×S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행

해진다.

또한, 영역에 걸쳐 H, L 및 S에서의 변화에 대한 두개의 다른 척도들이 기록된다: 이들 채널 각각에 대하여 인접 화소

들 간의 차들의 제곱치들의 합, 이들 채널 각각에 대하여 인접 화소들 간의 절대차들의 합이 그것이다. 또한, 두개의 

히스토그램이 기록되는데, 하나는 영역 내에서 보정가능한 화소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보정불가능한 화소에 대한 것

이다. 두 히스토그램 모두 인접한 보정가능 화소들의 카운팅을 기록한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적목인 영역의 확률의 척도인 수치를 계산한다. 이는 적목에서 발생하는 화소의 H, S 및 L 값의 

확률들의 측정치의 곱의, 영역 내 모든 화소에 대한, 산술평균을 구함으로써 산출된다. (이들 확률 측정치는 적목의 

광범위한 샘플링과 그들 내에서 발생하는 H, S 및 L 값의 분포의 결과적 구성 후에, 계산된다). 유사한 수치가 오류 

검출인 영역의 확률 측정치로서 계산된다. 리스트 내 각 영역에 대하여 통계치가 기록된다.

영역 분석은 여러 단계로 행해진다. 제1 분석 단계는 영역이 적목일 확률의 측정치(이전 단락에서 언급)를 계산하고, 

또한 영역이 오류 검출일 확률의 측정치를 계산한다. 이들 두 측정치들은 상호 독립적이다(비록 실제 확률들이 명시

적으로 보수적(complementary)이라도).

알고리즘은 아래에 주어진다. huePDFp값은 주어진 색상에 대하여 그 색상을 갖는 임의 유형의 랜덤하게 선택된 적

목으로부터의 랜덤하게 선택된 화소의 확률이다. 유사한 정의가 채도 값에 대한 satPDFp와 명도값에 대한 lightPDF

p에 대하여 주어진다. huePDFq, satPDFq 및 lightPDFq 값들은 알고리즘 내의 이 지점에서 존재할 오류 검출, 즉, 검

출기들 중 하나가 발견하고 영역 검출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오류 검출에서 취해진 화소에 대한 등가 확률들이다.

두개의 기록된 값 'sumOfps/PixelCount'와 'sumOfqs/PixelCount'는 영역의 확인에서 오류 검출 또는 적목인 영역의

확률 측정치들로서 각각 후에 사용된다.

다음 단계는 영역 검출에서 앞서 사용된 보정가능성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각 화소는 그 H, L 및 S 값에 기초하여 보

정가능 또는 보정불가능으로 분류된다. (각 영역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보정가능 기준은 그 영역에서 발견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준과 동일한 기준, 즉, HLS, HaLS, 또는 Sat128이다). 알고리즘은, (대각선 접촉 화소 등 포함, 0에

서 8까지의) 보정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접 화소들의 각각의 가능한 카운팅으로 화소들 개수에 대한 두개의 합계값을 

유지하며 영역 내의 모든 화소들을 통해 반복되는데, 한 합계는 보정불가능한 화소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합계는 

보정가능한 화소들에 대한 것이다.

기록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모든 보정가능 화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보정가능한 [x]개의 가장 가까운 인접 화소를 갖는지, 여기서 0≤x

≤8.

모든 보정불가능 화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보정가능한 [y]개의 가장 가까운 인접 화소를 갖는지, 여기서 0≤y

≤8.

이들 두 그룹의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보정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접 화소의 카운팅의 두개의 히스토그램인데, 하나는 

보정가능한 화소들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보정불가능한 화소들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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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목 영역(75) 주변의 화소들의 환형(77)의 분석을 포함한다. 환형의 외측 에

지(78)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은 어느 정 도의 얼굴 피부를 포함하여, 눈의 흰 자위를 대략 커버하여야 한다. 환형(77)

은 적목 영역의 것보다 세배의 반지름을 갖는 원(78)에 의해 외부 경계가 지정되고, 적목 영역(75)과 동일한 반지름을

갖는 원에 의해 내부 경계가 지정된다. 환형은 적목 영역 자체와 동일한 화소 상에 중심이 있다.

알고리즘은 환형 내의 모든 화소를 통해 반복하여, H, L 및 S 값을 기초로 하여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로 각각을 분류

한다.

카테고리 색상 채도 명도

LightSatOK - S<100 L<200

LightSatOK - 100≤S<200 150<L

HueLightOK 220≤H - 15≤L≤200

HueLightOK H≤30 - 15≤L≤230

HueSatOK H≤30 15≤S≤200 -

HueSatOK 140≤H≤230 S≤50 -

HueSatOK 230≤H S≤100 -

화소는 그것이 상기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했는지에 기초하여 이 화소가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추가

의 수퍼카테고리들(supercategories)이 있다. 이들 7개의 수퍼카테고리는 'All', 'LightSatHueSat', 'HueLightHueSa

t', 'HueSat' 등이다.

HueSatOK 화소에 대하여

HueLightOK !HueLightOK

LightSatOK All LightSatHueSat

!LightSatOK HueLightHueSat HueSat

!HueSatOK 화소에 대하여

HueLightOK !HueLightOK

LightSatOK LightSatHueLight LightSat

!LightSatOK HueLight -

(!HueSatOK는 HueSatOK가 참이 아님을 의미하며, 접두사 '!'은 조건이 거짓 임을 의미한다). 예로서, HueSatOK(상

기 제1 표 참조), HueLightOK를 만족하지만 LightSatOK를 만족하지는 않는 화소는 따라서 'HueLightHueSat' 수퍼

카테고리 내에 있다. 알고리즘은 환형 내의 모든 화소에 걸쳐 반복함에 따라 이들 7개의 수퍼카테고리 각각에서 화소

의 개수의 카운팅을 지속한다. 이들 카테고리 각각에 속하는 환형 내의 화소의 비율은 각각의 적목에 대한 그밖의 정

보과 함께 저장하여, 영역이 확인될 때 스테이지 (4)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분류에 더하여, 추가 분류는 환형을 통한 이러한 단일 패스 시에 각 화소에 적용된다.

카테고리 색상 채도 명도

Hue1 240≤H - -

Hue2 H≤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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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1 - S≤35 -

Sat2 - S≤50 -

Light1 - - L≤100

Light2 - - L≤150

Light3 - - L≤200

Light4 - - 200<L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화소는 그 후 화소가 이들 카테고리 중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수퍼카테고리로 분

류된다.

기준 수퍼카테고리

Hue1 AND Sat1 AND Light3 WhiteA

Hue1 AND Sat2 AND Light3 WhiteB

Hue1 AND Sat1 AND Light2 WhiteC

Hue1 AND Sat2 AND Light3 WhiteD

Hue2 AND (Sat1 OR Sat2) AND Light2 WhiteE

Hue2 AND (Sat1 OR Sat2) AND Light3 WhiteF

Hue1 AND Sat1 AND Light4 WhiteI

Hue1 AND Sat2 AND Light4 WhiteJ

Hue1 AND Sat1 AND Light1 WhiteK

Hue1 AND Sat2 AND Light1 WhiteL

(Sat1 OR Sat2) AND Light2 WhiteX

(Sat1 OR Sat2) AND Light3 WhiteY

이들 베이스 카테고리와 달리, 이들 수퍼카테고리는 WhiteX와 WhiteY를 제외 하면 상호 배타적이고, 다른 수퍼카테

고리의 수퍼세트이다. 알고리즘은 환형 내 모든 화소를 통해 반복함에 따라 이들 12개의 수퍼카테고리 각각에서 화소

의 개수의 카운팅을 지속한다. 이들 카운팅은 각 적목에 대한 그밖의 정보와 함께 저장되며, 영역이 확인될 경우 스테

이지 (4)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환형 분석을 완료한다.

또한, 적목 영역 자체가 분석된다. 이는 3 패스들에서 수행되며, 각각은 영역내 각 화소를 통해 반복한다. 첫 패스는 

행들을 통해, 행 내에서, 그 행의 각 화소를 통해 좌에서 우로 반복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적목 영역에 대한 여러 정보

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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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edium, Llarge, Smedium 및 Slarge는 중간 크기(또는 그 이상) 및 대형 크기로서 각각 분류되기 위해서 그 변화

값이 가져야만 하는 크기를 규정하는 임계치들이다.

적목 영역을 통한 제2 패스는 영역 내 화소들을 통해서 그 영역 상에서 색상, 채도 및 명도 값을 합산하며, 또한 (색상

×명도), (색상×채도) 및 (채도×명도)의 값을 합산하는 것을 반복한다. 여기서 사용된 색상은 128만큼 회전(즉, 색상 

원 상에서는 180도)된 실제 색상이다. 이 회전은 약 0에서 약 128로 적색값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들 6개의 

분포 각각의 평균은 합산된 화소 개수로 이들 합계들을 나누어서 구한다.

제3 패스는 화소들을 통해 반복하고, 6개의 분포(H, L, S, H×L, H×S, S×L) 각각에 대하여 분산(variance) 및 모집

단 표준 편차(population standard deviation)를 계산한다. 그 후, 6개 분포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그 후 이 적목

영역에 대한 다른 기록과 함께 기록된다.

이는 영역 분석을 완료한다. 이 스테이지의 종료시에, 리스트 내 각 영역은, 그것에게 상당한 양의 정보를 관련지울 

것인데, 이 정보는 그 후 이 영역이 리스트 내에 있을 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스테이지 4 - 영역 확인

알고리즘은 이제 스테이지 (3)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리스트 내 일부 또는 모든 영역을 거부한다. 기록된 각 

통계치에 대하여, 적목에서 발생하는 어떤 범위의 값이 있으며, 몇몇 통계치에서는, 오류 검출에서만 발생하는 범위의

값들이 있다. 또한, 이는 이들 통계치들 중 둘 또는 셋의 비율들 및 곱들에 적용된다.

알고리즘은 단일 통계치, 또는 그들 중 둘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계산된 값과 적목에서 예측된 값들을 비교하는 테스

트를 사용한다. 몇몇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거쳐갈 것을 요구하고, 그 영역은 이들 테스트에 실패하면 (오류 검출로서

) 거부될 것이다. 영역은 그들 중 어떤 개수를 통과하여야만 - 예를 들어, 6개 중 4개 - 거부되는 것을 피하게 되게끔 

그 밖의 테스트는 조합되어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기준의 집합들이 모든 특징 유형들에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스테이지 (2)에서 영역을 

초래할 수 있는 5개의 다른 특징 유형들과 특징이 주어진 영역을 찾는데에 사용될 수 있는 H, L 및 S에 대한 3개의 다

른 기준 집합들이 있다. 이 영역들은 이들 두 개의 속성에 따라 10개의 카테고리로 그룹화될 수 있다. 검출되는 눈들

은 그들이 검출되는 영역의 카테고리에 따라 가변하는 몇몇 속성을 가지고, 따라서 주어진 영역에 대하여 수행되는 

테스트는 영역이 이들 10개 카테고리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에 의존한다. 이를 위해, 테스트는 다수개가 존재하는 여

러 확인자로 그룹화되며, 주어진 영역에 대해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되는 확인자는 그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의존하다. 이는, 다음으로 어느 테스트가 적용될 지를 결정한다.

확인자에서의 이러한 레벨의 특정성(specificity)에 더하여, 적목 영역의 세부양과 특징은 보다 큰 적목(즉, 화상에서 

보다 많은 화소를 커버하는 것)과는 약간 상이하다. 따라서, 큰 눈에 대하여 특정한 추가 확인자가 있으며, 이는 큰 오 

류 검출은 실패할 수 있지만 큰 눈은 그렇지 않은 테스트를 수행한다(비록 보다 작은 눈에 실패하더라도).

영역은 하나 이상의 확인자를 통해 통과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그 영역 카테고리에 대하여 하나의 확인자를 가질 수

있으며, 큰 경우에는 추가 확인자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보유된 모든 관련 확인자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확인자는 

모든 영역 중의 몇몇 특정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맞추어진 테스트의 집합에 불과하다.

테스트 중 하나의 그룹은 스테이지 3 -영역 분석('흰색' 수퍼카테고리가 아님)에서 처음 기술된 7개의 수퍼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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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 이들 카테고리 각각에 대하여, 그 수퍼카테고리 내에 있는 영역 내의 화소의 비율은 특정 범위 내에 있어

야만 한다. 따라서, 각 카테고리에 대하여 하나의 이러한 테스트가 있으며, 주어진 확인자는 이들 7개의 테스트 중 어

떤 개수의 테스트가 영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과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보다 많은 테스트가 실패하면, 그 영역은 거

절될 것이다.

그 밖의 테스트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당업자는 가능한 테스트의 속성 및 변형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구현예는 진정한 적목 영역과 오

류 검출 영역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러한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지 5 - 상호작용에 의한 영역 제거

이 스테이지에서, 리스트 내의 잔류한 영역들의 일부는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제 제거된다. 각 영역에 대

하여, 원이 그 영역을 외접하도록 구성된다 - 이 원은 상기 영역과 동일한 중심을 가지며, 이를 포함할 정도로 크다. 

둘 이상의 영역에 대한 원들이 교차하면, 이들은 제거된 것으로 간주된다.

화상에서 실제 적목(올바른 검출)과 관련되어 검출된 영역은 동공이며, 눈의 홍채 또는 백안으로 퍼질 수 있다. 동공

은 겹칠 수는 없지만, 홍채도 (또는 실제로 전체 눈도) 마찬가지다. 실제 적목은 따라서 교차 영역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두 영역 모두 리스트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적목과 관련된 리스트 내의 하나 이상의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 고려사항이 부여되어야 한다 -

즉, 동일한 적목이 한 번 이상 검출되었을 수 있다. 5개의 서로 다른 특징 검출 알고리즘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식별되

었을 수 있으며, 및/또는 영역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3개의 서로 다른 집합의 보정가능성 기준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영역 검출 동안 이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영역을 가졌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다른 특징에 대하여 다른 검출 요건으로 인해) 5이상을 검색하는 것이 예외적이더라도, 이론

상으로는 화상 내 단일 적목과 관련된 10개까지의 중첩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한 번 이상 임의의 적목에 수정을 가하

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들 영역 중 단지 하나 만이 보정용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것들 중 하나는 보류되

어야 하고 나머지는 적목이 보정되지 않을 것이다.

수정 후에 가장 자연스러운 외관 결과를 나타내는 영역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영역이 보유하기에 가장 

최적인지를 규정하는 영역 카테고리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규칙이 결정된다. 이는 영역의 중첩 정도, 그들의 절대 및 

상대 크기와 그들이 속하는 카테고리에 의존한다. 따라서, 중첩(교차)하거나 서로 매우 가까운 영역에서는, 알고리즘

은 이들 중 어느 것을 유지할 지를 결정하는 여러 규칙을 적용한다. 그것들은 모두 거절될 수도 있다. 이 스테이지의 

종료시에, 영역들의 리스트가 남게 되며, 이들 각각은 알고리즘이 액세스할 수 있다면, 화상 내의 적목과 관련되어 있

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작업을 4 단계로 수행하며, 이들 중 처음 세 단계는 다른 원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원을 제거하며, 

마지막 단계는 중복(동일) 원들의 임의 집합 중의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를 제거한다.

이들 4 단계는 의사 코드로 아래에 기술되는, 각 하나씩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고려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된다. ''this' 

제4 유형 HLS'와 같은 엔트리는 특징 유형 및 영역 검출 카테고리를 각각 의미한다. 이 예에서, 가능한 적목 리스트 

내의 엔트리는 제4 유형 검출기에 의한 특징으로 검출되며, 관련 영역은 스테이지 (2)에서 기술된 보정가능성 기준 H

LS를 사용하여 검색된다. OffsetThreshold에 대한 적절한 값은 3이고, RatioThreshold는 1/3이다.

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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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LeastPromisingCircle'은 한 쌍의 원들로부터 그들 중 어느 것이 삭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알고

리즘을 구현하는 함수이며, 다음과 같이 진 행한다:

'적목 확률'의 기준은 상술한 영역 분석 스테이지 (3)에서 계산되어 기록된 적목인 특징의 확률의 측정치를 사용한다.

단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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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상기 3개의 단계는 원들 사이의 짝 상호작용(pairwise interaction)에 기초하여 단독 또는 쌍으로 삭제를 위한 원을 

표시하며, 세번째는 가능한 적목 리스트를 통해 진행하고 삭제를 위해 표시되었던 것을 제거함으로써 종료한다.



공개특허 10-2004-0088518

- 29 -

단계 4

4번째 단계는 적목 가능 리스트에서 남아 있는 중복 원들의 임의의 집합 중 하나를 제외한 모두를 제거한다.

이 스테이지의 종료시에, 영역들의 리스트 내의 각 영역은 단일 적목에 대응하며, 각 적목은 최대 하나의 영역으로 표

현된다. 리스트는 이제 영역에 적용되는 보정을 위한 적절한 조건에 있다.

스테이지 6 - 영역 보정

이 스테이지에서, 보정은 리스트 내 나머지 영역 각각에 적용된다. 이 보정은 영역 내 화소들에 대하여 H, S 및 L 값

들의 변형으로서 적용된다. 이 알고리즘은 복잡하고 7 단계로 구성되지만, 다음과 같이 넓게 분류될 수 있다.

각 화소의 채도의 변경은 그 화소의 원래의 색상, 채도 및 명도, 주변 화소의 색상, 채도 및 명도 및 영역 형상에 기초

한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그 후, 이는 평활화되고 모방 래디얼 효과가 도입되어 화상 내의 '보통' 눈(즉, 적목이 존재 

하지 않은 눈)에서, 동공, 홍채의 경계의 원형 외관을 모방한다. 보정 효과는 주변 영역에 확산되어 보정이 없었더라면

도입될 수 있었던 가시적 급격한 변화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콘트라스트를 제거한다.

그 후, 유사한 공정이 보정가능 영역 내와 둘레의 각 화소의 명도에 대하여 수행되며, 상기 보정가능 영역은 상기의 

것으로부터 계산된 채도 보정 및 화소와 그 주변의 H, S 및 L 값에 의존한다. 이 명도 변경은 유사하게 평활화되고, 래

디얼 변조(즉, 점차로 변경)되며, 주변 영역과 혼합된다.

이들 채도 및 명도 변경이 화상에 적용된 후에, 본질적으로 적색으로 남게되는 임의의 화소의 채도를 감소시키는 추

가 변경이 적용된다. 이러한 보정은 H, S 및 L 데이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소들 각각에 대한 R, G 및 B 색 데이터

에 의존한다. 눈 둘레 및 눈을 가로지르는 보정을 부드럽게 혼합시키려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명도 또는 채도의 급격

한 변화가 도입되지 않게 된다.

결국, 모든 보정된 눈은 그들이 여전히 '플레어'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점검된다. 눈은 보정 후에, 밝고 

무채색의 화소로 주로 이루어지고, 하이라이트가 없게 보이는 눈은 더 변경되어 하이라이트를 가져서 더욱 어둡게 보

이도록 변경된다.

보정 프로세스를 이하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채도 승수

보정가능 영역 주변의 사각형이 구성된 후, 보정가능 영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약간 확장되고, 보정의 평활화를 위해 

약간의 여유를 허용한다. 여러 행렬이 구성되며, 이들 각각은 이 영역 내에서 화소당 하나의 값을 갖는다.

2D 그리드의 명도 대 채도 값에서, 알고리즘은 포인트 L=128, S=255로부터 각 화소의 명도(L) 및 채도(S) 값의 거리

를 계산한다. 도 24는 (L,S)=(100,100)를 갖는 단일 예인 화소(80)에 대하여 이러한 계산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도

시한다. (L,S)=(128,255)에서의 거리는 두 지점을 연결한 선분(81)의 길이이다. 이 예에서, 이 거리는 

이다. 이는 화소가 어떤 가시적 색으로 보이게 될지 대략적 측정치를 부여한다: 거리

가 짧을수록, 화소는 보다 높은 채도로 눈에 보인다. 이 알고리즘은 180 미만의 거리를 갖고(도 24에서 컷오프 라인(

82) 아래), 그 색상이 특정 범위 내에 해당하는 화소들의 보정에 대해서만 표시한다. 바람직한 구현예는 (색상≥220 

또는 색상≤21)과 유사한 범위를 사용하며, 이는 색상 휠(hue wheel)의 적색 부분을 커버한다.

각각의 이러한 화소에 대하여, 알고리즘은 그 채도값에 대한 승수를 계산한다 - 일부는 적색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인 채도 감소(de-saturation)를 요구하며, 다른 것들은 거의 또는 어떤 채도도 요구하지 않는다 -. 승수는 보정의 정

도를 결정한다 - 승수 1은 전체 보정을 의미하고, 승수 0은 보정이 없음을 의미함 -. 이러한 승수는 이전에 계산된 거

리에 의존한다. 128, 255에 근접한 L, S값을 갖는 화소는 보다 큰(즉, 1에 가까운) 승수가 주어지는 반면, 128, 25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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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L, S값을 갖는 화소는 작은 승수를 가지게 되어, 0(화소가 보정되지 않음을 의미)으로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변경된

다. 이에 의해, 보정은 초기에 매우 부드럽게 된다. 거리 가 144 미만이면, 승수는 1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1-((거리

-144)/36)이 된다.

진행을 더 계속할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행해진다. 높은 계산된 보정(>0.85)를 갖는 사각형의 경계 상에 화소의 비율

이 크면(>35%), 알고리즘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사각형이 눈을 포함하여야 하고, 단지 눈을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의 보정가능 영역만이 사각형 에지 근처에서 높은 값을 갖는 승수의 패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제 알고리즘은 채도 승수의 그리드를 가지며, 보정 사각형에 있어서 화소당 하나의 승수를 갖게 된다. 눈의 동공과 

홍채의 회전운동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정이 점차 래디얼 변경되도록 하기 위해서(평활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승수 각각에 원형의 래디얼 조정을 적용한다. 이 조정은 보정가능 영역을 경

계로 하는 사각형(83)의 중간지점에서 중심을 이룬다. 이는 변경되지 않은 사각형의 중심 근처에 승수를 두지만, 중심

주변 환형(84)에서 승수를 변경하여 그들이 영역(83)의 에지 근처에서 0(보정이 없음을 의미)에 원활하게 혼합하게 

된다. 변경은 환형의 내부 에지(85)에서(보정이 원래 있는 대로 유지 외부 에지로(임의의 보정이 제로 효과로 감소) 

방사상으로 부드럽고 선형으로 이동한다. 환형의 외부 에지는 사각형(83)의 모서리와 접촉한다. 환형의 내부 및 외부 

에지의 반지름은 (사각형) 보정가능 영역의 크기로부터 모두 계산된다.

보정의 에지는 이제 부드럽게 된다. (이는 상기 평활화 단계와는 많이 다르다). 새로운 승수가 각각의 보정불가능 화

소에 대하여 계산된다.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향을 받은 화소는 0의 승수값, 즉, 보정가능 화소(87)에 인접한 

보정불가능(86)의 갖는 것들이다. 영향을 받는 화소(86)는 수평 줄무늬를 갖는 것으로 도 26에 도시되어 있다. 보정

가능 화소(87), 즉, 0 이상의 채도 승수를 갖는 화소들은 수직 줄무늬를 갖는 것으로 도 26에 도시되어 있다.

이들 화소 각각에 대한 새로운 승수는 그 화소를 중심으로 한 3×3 그리드에 대하여 이전 승수값들의 평균을 취함으

로써 계산된다. (산술 평균이 사용되며, 즉, 모든 9개 값을 합산하여 이를 9로 나눈다). 따라서 보정가능 영역의 경계 

바로 밖 화소는 모든 인접 화소의 보정이 이들에 번지게 하고, 보정은 이전 경계 외부에 스며들어 부드럽고, 번진 에지

(blurred edge)를 생성한다. 이는 보정에 어떤 급격한 에지가 없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단계가 없으면, 실질 보정을 

갖는 화소가 어떤 보정도 없는 화소에 인접하게 되는 영역일 수 있으며, 이러한 에지는 가시적일 수 있다. 이 단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하여 보정의 효과를 확산하여, 보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범위를 증가시킨다.

그 후, 이러한 에지 연화(edge-softening) 단계는 한 번 더 반복되어, 보정가능 화소의 원(이제는 약간 큰) 바로 밖 보

정불가능 화소에 대하여 새로운 승수를 결정한다.

각 화소에 대하여 채도 승수를 설정한 후에, 보정 알고리즘은 이제 명도 승수로 진행한다.

명도 승수

명도 승수의 계산은 채도 승수의 계산과 유사한 단계들을 포함하지만, 다른 순서로 적용된다.

초기 명도 승수가 각 화소에 대하여 계산된다(보정 가능 영역 경계의 사각형). 이들은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를 중

심에 둔 7×7 그리드에 대하여 이미 결정된 채도 승수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계산된다. 산술 평균이 사용되어, 알고리

즘은 모든 49개의 합을 합산하여 이를 49로 나눈다. 이 그리드의 크기는 원리상 예를 들어, 5×5로 변경될 수 있다. 그

후, 알고리즘은 전체 경계 사각형(보정가능 영역을 포함)에 대하여 채도 승수의 평균 크기에 따라 각 화소당 명도 승

수를 스케일한다. 사실상, 각 명도 조정의 크기는 상기 패스에서 결정된 채도 조정의 총량에 (선형) 비례한다.

에지 연화는 그 후 명도 승수의 그리드에 적용된다. 이는 도 26을 참조하여 상술된 채도 승수에 에지 연화를 적용하는

데 사용된 바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명도 보정의 전체 영역은 그 후 평활화된다. 이번에는 승수가 이전에 보정불가능했던 것들이 아닌 사각형의 모든 화

소에 대하여 재계산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방금 실행된 에지 연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에지를 단지

평활화하는 것보다는, 이는 전체를 평활화하여, 명도에 적용된 보정이 전체가 평활화된다.

그 후, 알고리즘은 도 25를 참조하여 설명한, 채도 승수에 대한 래디얼 보정에 대하여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

용하여, 명도 승수의 그리드 상에 원형 혼합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형(88)이 도 27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

으로 상이하다. 환형(88)의 내부(89) 및 외부(90) 반지름은 명도 승수가 0으로 변경되 어 채도 승수의 래디얼 보정에 

대하여 사용된 대응 반지름들(85, 83)보다 실질적으로 적게 된다. 이는 사각형이 명도 승수가 0으로 설정되는 모서리

내의 영역(91)을 가짐을 의미한다.

보정가능 영역 사각형 내의 각 화소는 이에 관련된 채도 및 명도 승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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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를 사용하여 채도 및 명도를 변경

사각형 내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상술한 연환/번짐에 의해 확장), 보정은 이제 채도 및 명도값을 변경함으로써 적용된

다. 색상은 변경되지 않는다.

채도가 먼저 보정되지만, 200이상인 경우이거나 그 화소에 대한 채도 승수가 1 미만인 경우(1은 전체 보정, 0은 보정

이 없음을 의미) - 이들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으면, 채도는 0으로 감소된다. 보정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채

도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rrectedSat=(OldSat×(1-SatMultiplier))+(SatMultiplier×64)

따라서, 전체 보정을 의미하는, 승수가 1이면, 채도는 64로 변경된다. 보정이 없음을 의미하는, 승수가 0이면, 채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승수의 다른 값에 대하여, 채도는 원래의 값에서 64를 향해 보정되며, 어느 정도 보정될 지는 승수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사각형 내의 각 화소에 대하여, 이제는 그 명도를 변경하여 추가 보정을 적용하지만, 직전에 계산된 보정된 채도가 0

이 아니고 그 명도가 220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이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명도는 변경되지 않

는 다. 220 명도 임계치는 중심 '하이라이트'(존재한다면) 내의 화소가 그들의 명도를 유지함을 보장하여, 하이라이트

는 보정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 - 그들이 임의의 붉은색이 제거되어 채도가 감소되더라도, 여전히 매우 밝다. 보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명도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rrectedLight=OldLight×(1-LightMultiplier)

그 후, 채도의 마지막 보정이 화소 기준으로 다시 적용되지만, 그 화소에 대하여 RGB 데이터를 사용한다. 사각형 내

의 각 화소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보정이 적용되면, 지금까지의 보정이 적용되었으면, R값은 G와 B보다 높지 않고, 

조정이 계산된다:

조정=1-(0.4×SatMultiplier)

여기서, SatMultiplier는 채도를 보정하기 위해 이미 사용된 채도 승수이다. 이들 조정은 다른 그리드의 값에 저장된

다. 이 알고리즘은 평활화를 이 새로운 그리드 값의 영역에 적용하여 각 화소의 조정 값을 변형하여 그 화소 둘레의 3

×3 그리드의 평균을 부여한다. 그 후, 에지에 있는 화소들을 제외한 사각형 내의 모든 화소를 거쳐(즉, 사각형 경계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내부의 것) 다음과 같이 조정을 적용한다:

FinalSat=CorrectedSat×조정

CorrectedSat은 채도 보정의 제1 라운드 후의 채도이다. 이의 효과는 채도가 초기 채도 및 명도 보정 후에라도 실질

적으로 여전히 적색인 화소의 감소가 감소되는 것이다.

플레어 보정

상술한 보정 이후에도, 일부 눈은 여전히 관측자에게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통상, 하이라이트를 가지지 않고 

보정 절차 후에 매우 밝고 무채색의 화소로 이루어진 눈들이 있다. 이는 검정색 대신 밝은 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

공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다. 따라서, 이들 보정된 눈에 추가 보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된 어두운 동공과 밝은 

하이라이트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색 보정된 동공은 식별되고 그 형상이 결정된다. 동공은 작고 대략 중심으로 '잠식(erode)'시킨다. 이 지점은 하이

라이트가 되고, 모든 다른 밝은 회색 화소는 어두어져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동공이 되게 한다.

플레어 보정은 두 단계로 진행한다. 첫 단계에서, 모든 보정된 눈은 추가 보정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 분석된다. 제2 

단계에서, 식별된 동공과 하이라이트의 상대 크기가 특정 범위 내에 있으면, 추가 보정이 행해진다.

이전 단계에서 보정에 사용된 사각형은 각각의 보정된 적목 특징에 대하여 구성된다. 사각형 내의 각 화소는 점검되

어, 밝고, '적색'이며, 무채색인 - 즉, 기준을 만족하는 화소들로 이루어진다:

((0≤색상≤21)OR(220≤색상≤255)AND(채도≤50)AND(명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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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에 대응하는 2D 그리드(301)는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성되며, 여기서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화소(302

)는 1의 점수를 갖는 것으로 표시되고, 다른 모든 화소(30#)는 0의 점수를 갖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지금까지 보정

이 행해진 적목 내의 밝고 무채색의 영역으로 보이는 화소의 그리드(301)(그리드 A로서 지정)를 제공한다. 이는 대략

어두워지는 동공이 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그리드 A(301)는 도 2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그리드(311)(그리드 B)에 복사되며, 동공 영역은 적은 개수의 화소(

312)로 '잠식'된다. 잠식는 여러 단계로 수행된다. 각 패스 단계는 0이 아닌 최근방 인접의 1의 점수를 갖는 화소들이 

5보다 적은 모든 나머지 화소(305)를 0으로 설정한다(또는 그 자신을 포함하여 6개 - 즉, 화소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3×3 블록이 6개의 0이 아닌 화소보다 적은 화소를 포함하면, 0으로 설정됨). 이러한 잠식는 어떤 화소도 남아있지 않

을 때까지 반복되고, 또는 잠식는 20번 수행된다. 마지막 잠식 동작 직전의 그리드 B의 버전(311)이 기록된다. 이는 

하나 이상의 - 그러나 큰 수는 아닌 - 점수 1을 갖는 화소들(312)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화소(312)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

그리드 A(301)내의 화소들은 다시 재분석되고 채도가 2보다 큰 모든 이들 화소는 0으로 표시된다. 이는 거의 가시적 

색채를 갖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면 모든 화소를 제거하며, 따라서, 남게 되는 화소는 백색이거나 매우 밝은 회색의 화

소들이다. 그 결과는 도 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그리드(321)(그리드 C)에 저장된다. 이는 영역의 에지 둘레의

화소 대부분을 제거하여 대신 동공 화소(322)의 대부분만을 남겨둠을 알 수 있다.

그리드 C(321) 내의 모든 화소는 이제 다시 점검되고, 0이 아닌 최근방 인접화소들이 3보다 적은 경우(또는, 그 자신

을 포함하여 4개) 0으로 표시된다. 이는 분리된 화소와 화소의 매우 작은 분리된 섬을 제거한다. 그 결과는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 그리드(331)(그리드 D)에 저장된다. 이 도면에서 도시된 예에 서, 그리드 C(321)에서 제거된 

분리 화소는 없으므로, 그리드 D(331)는 그리드 C(321)와 동이하다. 이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님이 이해될 것이다.

그리드 B(311) 내의 모든 화소는 이제 다시 점검되며, 그리드 D(331) 내의 0인 화소들은 그리드 B(311)에서 0으로 

표시되어, 도 3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추가 그리드(341)(그리드 E)를 생성한다. 도시된 예에서와 같이, 그리드 E와 그

리드 B는 동일하지만, 이는 항상 그러한 것이 아님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정된 눈이 유채색 하이라이트를 가

지면, 그리드 C와 D(321, 331) 내의 중심 화소는 2보다 큰 채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0으로 표시되었다. 이들

은 그리드 B에서 중심 화소(312)와 중첩될 수 있으며, 그리드 E(341) 내의 모든 화소의 경우 0으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반복이 수행됨에 따라, 그리드 D(331) 내의 0이 아닌 화소(332)의 개수는 그리드 E(341)에 잔류한 0이 아닌 화

소(342)의 개수와 더불어 기록된다. 그리드 E(341) 내의 0이 아닌 화소(342)의 카운팅이 0이거나 그리드 D(331) 내

의 0이 아닌 화소(332)의 카운팅이 8 미만이면, 어떤 플레어 보정도 이 영역에 적용되지 않고 알고리즘이 중단된다.

또한, 그리드 E(341)에서 영이 아닌 화소(342)의 카운팅과 그리드 D(341)에서 0이 아닌 화소(332)의 카운팅의 비가 

일정 임계치 - 예를 들어, 0.19 - 미만이면 어떤 추가 보정도 수행되지 않는다. 이는 눈이 올바르게 크기가 정해진 하

이라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동공이 충분히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스테이지는 이제 종료한다. 그리드 D(331)는 동공 영역(332)을 포함하 며, 그리드 E(341)는 하이라이트 영역(3

42)을 포함한다.

추가 보정이 적용될 예정이면, 다음 단계는 상기 단계들에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정을 적용한다. 에지 

연화는 우선 그리드 D(331)와 그리드 E(341)에 적용된다. 이는 그리드 내의 각 화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며, 0의 

값을 갖는 화소에 대하여, 그들의 8개 최근방 인접화소(연화 이전에)의 값의 합을 그들의 값의 9분의 1로 설정한다. 

그리드 D(351)와 그리드 E(361)에 대한 결과는 각각 도 33 및 도 34에 도시되어 있다. 이는 영역의 크기를 증가시키

기 때문에, 그리드(351, 361)는 각 방향으로 한 행(또는 열)씩 모두 연장되어 그들이 영이 아닌 값들의 전체 집합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이전 단계는 1또는 제로의 값만을 그리드 내에 배치하는 반면, 이 단계는 9분의 1의 배수인 값

들을 도입한다.

이 에지 연화가 수행된 후에, 적절한 보정이 개시되어, 적목 영역 내의 화소의 채도 및/또는 명도를 변경한다. 영역과 

관련된 (이제 확장된) 사각형에서 화소 각각을 통해 반복이 수행된다. 이들 화소 각각에 대하여, 두 단계의 보정이 적

용된다. 첫째, 화소(356)가 그리드 D(351)보다 큰 값을 가지고, 그리드 E(361)보다 작은 값은 가지면, 다음 보정이 적

용된다:

NewSaturation = 0.1*OldLightness+16

NewLightenss = 0.3*OldLightness

그 후, 그리드 D 내의 화소(356)의 값이 1보다 작으면(그러나 여전히 그리드 D에서 0보다 크고 그리드 E에서 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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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면)

NewLightness = NewLightness*그리드 D 값

다르게는, 화소(357)의 그리드 D 값이 1이면(그리고 여전히 그리드 E에서 1보다 작으면)

NewSaturation = NewSaturation + 16

이들 명도 및 채도 값은 255에서 클리핑되고, 255보다 큰 임의의 값은 255로 설정된다.

그 후, 추가 보정이 그리드 E(361)에서 0이 아닌 값을 갖는 화소(362, 363)에 대하여 적용된다. 화소(362)의 그리드 

E가 1이면, 다음 보정이 적용된다:

NewSaturation = 128

NewLightness = 255

화소(363)의 그리드 E값은 0이 아니지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NewSaturation = OldSaturation x 그리드 E값

NewLightness = 1020 x 그리드 E값

이전과 같이, 이들 값은 255에서 클리핑된다.

이는 보정을 종료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적목 감소가 적용되어야 하는 화상의 일부, 예를 들어 얼굴을

포함하는 영역 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전체 화상에 대하여 작용한다. 이는 요구된 처리량을 감소시킬 것

이다. 전체 화상이 처리되면, 어떤 사용자 입력도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상기 방법은 완벽하게 정확할 필요는 없다. 

적목 감소가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특징에 대하여 행해지면, 사용자는 차점을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적목 검출 알고리즘은 밝고, 고도의 채도의 포인트를 적색 영역을 검색하기 전에 검색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JPEG 

압축된 화상과 색이 낮은 해상도로 인코딩되는 다른 포맷과 매우 잘 동작한다.

하이라이트의 다른 유형의 검출은 검출된 모든 적목 특징의 확률을 향상시킨다. 더욱이, 영역의 분석 및 확인은 잘못 

보정된 오류 검출의 확률을 감소시킨다.

상술한 실시예로부터의 변형들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해당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방법은 사람

의 눈을 기준으로 망막에서의 반사가 적색 영역이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일부 동물에서는, '적목'은 녹색 또는 황색 

반사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이러한 효과를 보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즉, 특정 색상의 영역보다 하

이라이트에 대한 초기 검색은 본 발명의 방법을 적색이 아닌 동물의 '적목'을 검출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더욱이, 이 방법은 하이라이트 영역이 적색 동공 영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적목 특징에 대하여 주로 설명하였다. 그러

나, 이 방법은 하이라이트 영역이 중심에 있지 않거나 또는 적색 영역의 에지에 있는 적목 특징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

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red-eye feature)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채도(saturation) 및/또는 명도(lightness) 프로파일을 갖는 일 열의 화소들을 검색하여 상기 화상 내의 동공 

영역들을 식별하는 단계;

다른 소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파일을 갖는 일 열의 화소들을 검색하여 상기 화상 내의 동공 영역들을 추가 식별

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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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택 기준에 기초하여 각 동공 영역이 적목 특징의 일부에 대응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동공 영역의 둘 이상의 유형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각 유형의 동공 영역은 그 유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

파일 특징을 갖는 일 열의 화소들에 의해 식별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동공 영역의 제1 유형은 주변의 화소들보다 높은 채도를 갖는 화소 영역을 포함하는 채도 프로파일을 갖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동공 영역의 제2 유형은 두 채도 피크에 의해 경계지정되는 채도 트로프(saturation trough)를 포함하는 채도 프로파

일을 가지며, 상기 채도 피크에서의 화소는 상기 채도 피크 외부 영역에서의 화소보다 높은 채도를 갖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동공 영역의 제3 유형은 명도값이 'W' 형상을 갖는 화소 영역을 포함하는 명도 프로파일을 갖는 방법.

청구항 6.
제2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동공 영역의 제4 유형은, 두개의 로컬 채도 극소값(local satuartion minima)에 의해 경계지정되는 화소 영역을 포함

하는 채도 및 명도 프로파일을 갖되,

상기 동공 영역의 적어도 하나의 화소는 소정의 채도 임계치보다 높은 채도를 가지며,

상기 동공 영역 내 화소들의 채도 및 명도 곡선은 2번 교차하며,

두개의 로컬 명도 극소값은 상기 동공 영역에 위치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채도 임계치는 약 100인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동공 영역 내 적어도 하나의 화소의 채도는 그 화소의 명도보다 적어도 50 이상이고,

각각의 로컬 명도 극소값에서의 상기 화소의 채도는 그 화소의 명도보다 크고,

상기 로컬 명도 극소값 중 하나는 상기 두개의 명도 극소값 사이의 영역 내에서 최저 명도를 갖는 화소를 포함하며,

상기 동공 영역 내 적어도 하나의 화소의 명도는 소정의 명도 임계치보다 큰 방법.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 채도를 갖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화소의 색상(hue)은 약 210보다 크거나 약 20보다 작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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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동공 영역의 제5 유형은 소정의 임계치 이상의 채도를 갖고 두개의 로컬 

채도 극소값에 의해 경계지정된 화소들의 높은 채도 영역을 포함하는 채도 및 명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상기 동공 영역 내 화소들의 채도 및 명도 곡선은 교차 화소들(crossing pixels)에서 두번 교차하며,

상기 채도는 상기 교차 화소들 사이의 모든 화소에 대하여 상기 명도보다 크 고,

두개의 로컬 명도 극소값은 상기 동공 영역에 위치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높은 채도 영역 내 화소들의 채도는 약 100이상이고,

상기 높은 채도 영역의 모서리에서 화소의 색상은 약 210보다 크거나 약 20보다 작으며,

각 로컬 명도 극소값 외측의 4개까지는 어떤 화소도 대응하는 로컬 명도 극소값에서의 화소보다 낮은 명도를 갖지 않

은 방법.

청구항 12.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상 내 각 화소를 스캔하여 적목 특징의 채도 및/또는 명도 프로파일특징을 검색함으로써 가능 특징들의 리스

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가능 특징들의 리스트에서의 각 특징에 대하여, 적목 특징에 대응할 수 있는 보정가능(correctable) 화소들의 분

리 영역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단계;

각각의 성공 시도를 기록하여 영역들의 리스트 내에서 분리 영역을 발견하는 단계;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 내의 각 영역을 분석하여 그 영역의 통계치 및 기록 속성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통계치 및 속성을 이용해 각 영역을 확인하여 그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영역들을 제거하는 단계;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일부 또는 전체 중첩 영역들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 내에 남아있는 각 영역에서 일부 또는 전체 화소를 보정하여 적목 효과를 저감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가능 특징들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4.
디지털 화상 내의 적목 특징에 대응하는 보정가능 화소들의 영역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보정 가능 화소들의 영역을 둘러싸는 사각형을 구성하는 단계;

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의 색상, 명도 및 채도를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채도 승수(multiplier)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를 둘러싼 화소들의 그리드 내의 채도 승수들을 평균함으로써 명도 승수

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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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의 채도를, 그 화소의 상기 채도 승수에 의해 결정된 양만큼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사각형 내의 각 화소의 명도를, 그 화소의 상기 명도 승수에 의해 결정된 양만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각 화소에 대하여 상기 채도 승수를 결정하는 단계는,

채도 대 명도의 2D 그리드 상에서, 소정의 명도 및 채도 값을 갖는 교정 지점(calibration point)으로부터의 상기 화소

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거리가 소정 임계치보다 크면, 상기 채도 승수를 0으로 설정하여 그 화소의 채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거리가 상기 소정 임계치 이하이면, 상기 교정 지점으로부터의 상기 거리에 기초하여 상기 채도 승수를 계산하

되, 상기 거리가 작으면 상기 승수가 1에 근접하고 상기 거리가 임계치에 근접하면 상기 승수가 0에 근접하여, 상기 

승수가 상기 임계치에서는 0이 되고 상기 교정 지점에서는 1이 되게 채도 승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교정 지점은 명도 128이고 채도 255인 방법.

청구항 17.
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임계치는 약 180인 방법.

청구항 18.
제15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한 화소의 색상이 약 20과 약 220 사이에 있으면, 그 화소에 대한 채도 승수는 0으로 설정되는 방법.

청구항 19.
제14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형 내의 화소들의 채도 승수에 래디얼 조정(radial adjustment)을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래디

얼 조정은,

상기 사각형 내의 소정의 원 내부의 화소들의 채도 승수를 불변 상태로 두는 단계;

상기 소정의 원 외부의 화소들의 채도 승수를, 상기 소정의 원에 있는 화소들에 대한 그들의 이전 값들로부터 상기 사

각형의 모서리에 있는 화소들에 대한 0의 값으로 원만하게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4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가능 화소들의 영역 바로 밖의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 주위의 3 × 3 그리드 내 화소들의 채도 승수값을 

평균하여 새로운 채도 승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4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형 내의 모든 화소에 대한 채도 승수들의 평균에 따라 각 화소의 명도 승수를 스케일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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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4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가능 화소들의 영역 바로 밖의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 주위의 3 × 3 그리드 내 화소들의 명도 승수값을 

평균하여 새로운 명도 승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4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형 내 각 화소에 대하여, 그 화소 주위의 3 × 3 그리드 내 화소들의 명도 승수값을 평균하여 새로운 명도 승

수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4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형 내의 화소들의 명도 승수에 래디얼 조정을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래디얼 조정은,

상기 사각형 내의 내측 소정의 원 내부의 화소들의 명도 승수를 불변 상태로 두는 단계;

상기 내측 소정의 원 외부의 화소들의 명도 승수를, 상기 내측 소정의 원에 있는 화소들에 대한 그들의 이전 값들로부

터 상기 사각형의 치수보다 큰 직경을 갖 는 외측 소정의 원에 있거나 또는 그 외부의 화소들에 대한 0의 값으로 원만

하게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4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화소의 채도를 변경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화소의 채도가 200 이상이면, 상기 화소의 채도를 0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화소의 채도가 200 미만이면, 변경된 채도 = (채도×(1- 채도 승수))+(채도 승수×64)가 되도록 상기 화소의 채

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14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의 채도가 0이 아니고 상기 화소의 명도가 220 미만이면, 변경된 명도 = 명도×(1-명도 승수)가 되도록 상

기 명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14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의 채도 및 명도의 변경 후에, 상기 화소의 적색값이 녹색 및 청색값보다 높다면, 각 화소의 채도를 추가 감

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14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보정 후에 상기 영역이 그 주위에 밝은 하이라이트 영역과 어두운 동공 영역을 포함하지 않으면, 상기 영역 내 화소들

의 명도 및 채도를 변경하여 그 주위에 밝은 하이라이트 영역과 어두운 주변 동공 영역의 효과를 부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보정 후에 상기 영역이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를 갖는 화소들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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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역 내의 적은 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내의 화소들의 명도값을 변경하여,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이 높은 

명도를 갖는 화소들을 포함하게 하는 단계; 및

어두운 동공의 효과를 부여하도록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외부의 영역 내의 화소들의 명도값을 감소시

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내의 화소들의 채도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 남아 있는 각 영역의 일부 또는 전체 화소를 보정하여 적목 효과를 감소시키는 단계는, 제14

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32.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높은 명도를 갖는 화소들의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을 상기 적목 특징에 추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내 화소들의 채도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주변의 동공 영역에 있는 화소들을 어둡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2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를 갖는 화소들의 플레어(flare) 영역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플레어 영역의 모서리들을 잠식(erode)시켜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플레어 영역 내의 화소들의 명도를 감소시키는 단계; 및

상기 시뮬레이션된 하이라이트 영역 내의 화소들의 명도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2항 내지 제35항 중 한 항에 있어서,

밝은 화소들의 하이라이트 영역이 상기 적목 특징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보정이 수행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37.
디지털 화상에서 적목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상 내의 기준 화소 주변의 보정가능 화소들의 분리되고 실질적으로 원형인 영역을 식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적목 특징이 상기 기준 화소 주변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한 화소가 복수개의 소정의 조건 집합

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소정 조건 집합을 만족하면 그 화소가 보정가능한 것으로 분류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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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하나의 소정 조건 집합은,

화소의 색상은 약 200이상 또는 약 10이하이고,

화소의 채도는 약 80이상이며,

화소의 명도는 약 200미만인 요건들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7항 또는 제38항에 있어서,

하나의 소정 조건 집합은,

화소의 채도는 255이고,

화소의 명도는 약 150보다 크다는 요건들; 및

화소의 색상은 약 245이상이거나 약 20이하이고,

화소의 채도는 약 50보다 크고,

화소의 채도는 (1.8×명도-92) 미만이고,

화소의 채도는 (1.1×명도-90) 보다 크고,

화소의 명도는 약 100 보다 큰 요건들 중 어느 한 쪽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7항 내지 제3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의 소정 조건 집합은,

화소의 색상은 약 220 이하 또는 약 10 이하이고,

화소의 채도는 약 128 이상인 요건들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12항 내지 제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목 특징에 대응할 수 있는 분리 영역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상기 단계는, 제37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

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42.
제12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 내 각 영역을 분석하는 단계는,

상기 영역 내의 화소들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평균;

상기 영역 내 화소들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표준편차;

상기 영역 내 화소들의 색상×채도, 색상×명도 및 명도×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기 영역 내 모든 화소들에 대한 인접 화소들 간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차의 제곱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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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역 내 모든 화소들의 인접 화소들 간의 색상,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차의 절대값의 합;

인접 화소들 간의 명도 및 채도 중 적어도 하나의 차가 소정의 임계치 이상인 개수의 측정치;

0 내지 8개의 바로 인접한 보정가능 화소들을 갖는 보정가능 화소들의 개수의 히스토그램;

0 내지 8개의 바로 인접한 보정가능 화소들을 갖는 보정불가능 화소들의 개수의 히스토그램;

적목 특징에서 개별 화소들의 색상, 채도 및 명도가 발견되는 확률에 기초하여 해당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는 확

률의 측정치; 및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검출 특징에서 개별 화소의 색상, 채도 및 명도가 발견되는 확률에 기초하여, 해당 영역이

적목 특징의 오류 검출일 확률의 측정치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해당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는 확률의 측정치는, 적목 특징에서 각 화소의 색상, 명도 및 채도값들이 발견되

는 독립적 확률의 곱의, 상기 영역 내 전체 화소에 대한, 산술 평균을 구하여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44.
제42항 또는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해당 영역이 오류 검출일 확률의 측정치는,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검출 특징에서 각 화소의 색상, 명도 및 

채도값들이 발견되는 독립적 확률의 곱의, 상기 영역 내 전체 화소에 대한, 산술 평균을 구하여 결정되는 방법.

청구항 45.
제12항 내지 제4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 내 각 영역을 분석하는 단계는, 상기 영역 밖의 환형(annulus)을 분석하고, 상기 환형 내 화소

들의 색상, 명도 및 채도에 따라 상기 영역을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2항 내지 제4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 확인 단계는, 상기 영역의 통계치 및 속성을 소정 임계치 및 테스트와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상기 임계치 및 테스트는 검출된 특징 및 영역의 유형에 좌우되는 방법.

청구항 48.
제12항 내지 제4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일부 또는 전체 중첩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내 모든 영역과 상기 리스트 내 모든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단계;

두 영역이 중복 검출이어서 중첩하는 경우면, 어느 영역이 유지하기에 최적인지 결정하고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나머지 영역을 제거하는 단계;

두 영역이 적목에 의해 야기되지 않아서 중첩 또는 거의 중첩하는 경우면, 상기 영역들의 리스트에서 두 영역을 모두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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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제1항 내지 제4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장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프린팅 미니랩(digital printing mini-lap), 카메라, 휴대용 뷰 장치, PDA,

스캐너, 이동전화, 전자책, 공공 디스플레이 시스템,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디지털 필름 편집 장치, 디지털 프로젝

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 또는 포토 부스(photo booth)인 장치.

청구항 51.
제1항 내지 제4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저장 매체.

청구항 52.
제1항 내지 제4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이 적용되어 있는 디지털 화상.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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