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특허 10-2004-001405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B 1/4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10-2002-0047221
2002년08월09일

(7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이진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2동거여5단지아파트505동1305호

10-2004-0014053
2004년02월14일

박기수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3동미성아파트13동301호
(74) 대리인

허용록

심사청구 : 있음

(54)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얼굴 영역추출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살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와 'Dilat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1 메모리 영역과; '인덱스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와 'Eros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2 메모리 영역과; '회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3 메모리 영
역과; 얼굴 영역 추출 과정에서의 연산에 필요한 전역 변수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4 메모리 영역과; 얼굴 영역
추출 과정에서의 연산에 필요한 지역 변수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5 메모리 영역; 및 제 1 내지 제 5 메모리 영역
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구비된 DSP
칩; 을 포함한다.
여기서, '인덱스 이미지'는 입력된 영상에서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칼라 인덱스 값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나타
내며, '살색 이미지'는 '인덱스 이미지'로부터 주요 살색을 중심으로 색을 그룹화하여, 살색 그룹에 속한 픽셀만을 표
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회색 이미지'는 입력된 영상을 회색으로 변환시킨 이미지를 나타내며, 'Erosion 이미지'는 '
살색 이미지'에서 잡음으로 발생한 살색 픽셀을 제거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Dilation 이미지'는 'Erosion 이미지'에서
잡음으로 발생한 살색 영역 내에서의 작은 구멍을 채움으로써 구성된 이미지를 각각 나타낸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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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각 과정에서의
메모리 사용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배경 전환 통신이 수행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배경 전환 통신이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모리 영역 할당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외부 메모리 120... 카메라
130... 액정표시장치 140... 트랙픽 제어부
150... 프레임 버퍼 160... DSP
161... 인스트럭션 캐쉬 162... 내부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얼굴 영역 추출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관심영역(ROI:Region Of I
nterest) 기반 비트율 제어 통신 및 배경 전환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화상통신용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이동통신 분야는 IMT2000을 정점으로 정보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커다란 하나의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동통신 서비스는 점점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질적으로도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적은 전원을 소모할
수 있는 초소형 이동통신 단말기가 등장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주요 처리 기능은 송신할 데이터를 인코딩하거나 수신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것이다
. 기존의 음성 데이터만을 송수신하던 단말기와는 달리 최근에 등장되고 있는 화상 통신용 이동통신 단말기는 비디오
영상을 인코딩/디코딩해야 한다. 비디오 영상의 인코딩/디코딩은 음성 데이터에 대한 인코딩/디코딩에 비해 많은 처
리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다 빠르게 실시간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용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칩이다. 이러한 DSP 칩은 인코딩/디코딩에서 사용 하는 DCT(Discr
ete Cosine Transform) 변환 등 단순하지만 반복 연산이 많은 신호 처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이동통신 단말기에는 이러한 DSP 칩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동통신 단말기용 DSP 칩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처리를 적은 전원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되는 DSP 칩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TI (Texas Instruments) 사에서 출시한 TM
S320C52x 계열이나 TMS320C55x 계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DSP 칩은 150~200 MHz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은
전력 소모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DSP 칩은 제한적이지만 내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 메모리는 한 칩
사이클(chip cycle)에 메모리를 한번 억세스(access) 할 수 있으므로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DSP 칩에는 프로그램 캐쉬(Program Cache)가 장착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코드가 외부 메모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캐쉬를 사용하여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내부 메모리, 프로그램 캐쉬(Program Cache) 등의 DSP 칩의 특징을 잘 활용해야만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용 DSP 칩의 최근 동향을 보면, 특정한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설계에서 범용적인 설계로 변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TI사의 C54x나 C55x의 경우에도 이러한 범용 DSP 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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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용 DSP칩이다. 즉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특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용적인 특성으로 인해 DSP 칩을 이용한 여러 가 지 처리를 더 수행하여 DSP 칩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
게 된다.
한편, 동영상 코딩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얼굴 영역을 추출하여 얼굴 영역을 보다 높은 화질로 코딩하고 다른 배경
영역은 낮은 화질로 코딩함으로써, 적은 데이터 양으로 고화질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
행되고 있다.
얼굴 영역은 화상 통신에서 주요관심영역(ROI:Region Of Interest)이므로 얼굴 영역만 고화질이라면 사용자가 화질
상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굴 영역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인데,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은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만큼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얼굴 색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눈, 코, 입과 같은 특징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얼굴 탬플리트를 구
성하여 비교하는 탬플리트 매칭 방법 등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얼굴 색 정보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빠른 처리가 가능하면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상기 소개된 얼굴 영역 추출 기술들은 대부분이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 얼굴 영역을 정확히 추출하는 데에
만 집중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환경에 적용할 경우 수초에서 심하게는 수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처리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DSP 칩을 이용하기
좋은 구조로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DSP 칩에서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중
앙처리장치(CPU) 사용율 면에서, CPU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알고리즘 자체가 매우 간단해야
하며 DSP 칩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연산 처리로만 알고리즘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 고려해야 할 사항
으로는 적은 메모리의 사용이다. DSP 칩의 경우 대부분이 내부 메모리를 사용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처리 시간 순서 상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메모리를 잘 분석하여 같은 메모리
를 공유할 수 있는 최적화된 메모리 설계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코드 영역도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역시 내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C55x와 같이 프로그램 캐쉬(Program Cache)가 있는 경우 외부 메모리에
프로그램 코드를 올려도 빠른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DSP 칩의 특성을 고려하여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
화되도록 메모리 할당을 설계함으로써, 얼굴 영역 추출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DSP 칩이 탑재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기본적으로 DSP 칩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인코더/디코더 이
외에, 얼굴 영역 추출 엔진과 비트율 제어 엔진, 그리고 배경 전환 엔진을 탑재하여, 낮은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고화질
을 유지하고 배경 전환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함에 다른 목적이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살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와 'Dilat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1 메모리 영역
과;
'인덱스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와 'Eros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2 메모리 영
역과;
'회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3 메모리 영역과;
얼굴 영역 추출 과정에서의 연산에 필요한 전역 변수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4 메모리 영역과;
얼굴 영역 추출 과정에서의 연산에 필요한 지역 변수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5 메모리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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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내지 제 5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얼
굴 영역 추출 엔진이 구비된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칩; 을 포함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상기 '인덱스 이미지'는 입력된 영상에서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칼라 인덱스 값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살색 이미지'는 '인덱스 이미지'로부터 주요 살색을 중심으로 색을 그룹화하여, 살색 그룹에 속한 픽
셀만을 표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회색 이미지'는 입력된 영상을 회색으로 변 환시킨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Erosion 이미지'는 '살색 이미지'에서 잡음으로 발생한 살색 픽셀을 제거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Dilation 이미지
'는 'Erosion 이미지'에서 잡음으로 발생한 살색 영역 내에서의 작은 구멍을 채움으로써 구성된 이미지를 각각 나타낸
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의 코드부는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위치하고, 상기 제 1 내
지 제 5 메모리 영역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위치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제 1 내지 제 3 메모리 영역은 모두 88*72 Word 크기로 구성되며, 상기 제 4 메모리 영
역은 890 Word 크기로 구성되며, 제 5 메모리 영역은 100 Word 크기로 구성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이 표시되는 화면의 배경으로 사용될 배경 영상이 저장되는 제 6 메모리 영역을 더 구비
하며, 입력된 영상과 배경 영상을 선택적으로 합성시키는 배경 전환 엔진을 상기 DSP 칩이 더 구비하는 점에 그 특징
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제 6 메모리 영역과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의 코드부는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위
치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입력 영상으로 사용되는 원 영상을 저장하는 제 7 메모리 영역을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
에 더 구비하며, 원 영상과 배경 영상을 합성하기 위해 원 영상과 배경 영상을 매크로 블록 단위로 상기 DSP 칩의 내
부 메모리에서 합성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DSP 칩은 주요관심영역(ROI)에 대해서는 비 ROI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화질로
설정되도록 ROI 여부에 따라 비트율을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제어하는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을 더 구비하는 점
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은,
입력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지 조사하는 단계와;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에 대해 각 픽셀의 칼라 값의 인덱스를 구하여 인덱스 값으로 구성된 '인덱스 이미지'를 구
성하는 단계와;
상기 '인덱스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칼라를 중심으로 유사한 칼라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해당 칼라
그룹에 해당하는 픽셀만 'On' 시키고 나머지는 'Off'로 표시하여 '살색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살색 이미지'에 'Erosion 모폴로지'를 수행하여 'Erosion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Erosion 이미지'에 'Dilation 모폴로지'를 수행하여 'Dilation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Dilation 이미지'에서 서로 연결된 On-픽셀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하여 영역으로 표시하는 연결 요소 구성
단계와;
상기 연결 요소 구성 단계에서 구성된 연결 요소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얼굴 후보 영역으로 지정하는 단계
와;
상기 지정된 얼굴 후보 영역이 타원 모양을 하는 지 조사하는 타원 매칭 단계와;
상기 최초 입력 영상을 회색 영상으로 변환하여 '회색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회색 이미지'에서 얼굴 후보 영역을 중심으로 눈과 입 영역을 조사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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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원 매칭 결과와 눈과 입 영역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결정하는 얼굴 영역 판단 단계;를 포함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살색 이미지'와 'Dilat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에 대하여 같은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여 시간에 따라 공유하여 사용하고, 상기 '인덱스 이미지'와 'Eros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에 대하여 같
은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여 시간에 따라 공유하여 사용하고, 상기 '회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는 별도의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얼굴 영역
추출 엔진과, 입력된 영상과 배경 영상을 선택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배경 전환 엔진이 구비된 DSP 칩과;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의 코드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얼굴 영역 추출을 위해 사용하는 전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얼굴 영역 추출을 위해 사용하는 지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 재된,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의 코드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이 사용하는 전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이 사용하는 지역 변수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추출된 얼굴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입력된 영상과 배경 영상을 선택적으로 합성하여 배경 전환을 수행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다른 예는,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얼굴 영역 추출 엔진과, 주요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 여부에 따라 비트율을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제어하
는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이 구비된 DSP 칩과;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
의 코드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사용하는 전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사용하는 지역 변수부; 및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
재된, 상기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의 코드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추출된 얼굴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얼굴 영역에 대해서는 비 얼굴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화질로 설정되도록,
얼굴 영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비트율을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제어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실시간으로 얼굴 영역을 추출하여 ROI 기반으로 비트율을 제어하거나 배경을 전환하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적은 메모리와 제한된 파워라는 특성을 갖는 이동통 신 단말기용 DSP 칩에, 얼굴 영역 추출
엔진 및 배경 전환 엔진을 효과적으로 탑재 시킴으로써, 특히 적은 양의 메모리를 공유하도록 설계하여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요 데이터의 경우 DSP 칩의 내부 메모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얼굴 영역 추출 엔진과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 배경 전환 엔진, 인코더, 디코더가 탑재된 DSP 기
반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DSP 칩으로 TI 사의 TMS320C55x를 채용하고, 전체 프레
임 구조는 C55x와 ARM925 TM CPU, 두 개의 CPU가 탑재된 OMAP1510 구조를 채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기
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OMAP1510의 경우, C55x의 내부 메모리는 80KWord(160KB)가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의 액정표시장치(LCD)로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버퍼링(buffering)으로 사용할 온-칩(on-chip) 메모리, 1.5Mbits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24KB의 프로그램 캐쉬(program cache)가 장착되어 있으며 DSP 칩 자체는 170~200MHz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C55x의 모든 데이터 처리는 Word 단위로 처리되며,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데이터
단위는 1 Word(2Byte)로 한다. 본 발명이 적용될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러한 OMAP1510에 외부 메모리를 더 장착하
고 있다. 외부 메모리에는 DSP 칩이 사용할 데이터나 프로그램 코드 중 내부 메모리에 장착되 지 못한 것과 ARM CP
U에서 사용할 데이터와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간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설계>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에 대하여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ROI 기반 비트율 제어 및 배경 전환 통신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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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DSP 칩(160)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메모리는 크게 외부 메모리(External Memory
)(110)와 내부 메모리(Internal Memory)(162)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기 외부 메모리(110)에 기록된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는 메모리 직접 참조(DMA:Direct Memory Access) 기능이 부가된 트래픽 제어부(140)를 통해 상기 DSP
칩(160) 내부로 전송될 수 있다. 또한, 화상 통신용 이동통신 단말기이므로 카메라(120)가 연결되어 있고, 수신된 영
상을 디코딩하여 액정표시장치( 130)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전용 버퍼(Frame Buffer)(150)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상기 DSP 칩(160) 내부에는 프로그램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인스트럭션 캐쉬(Instruction Cache:I-Cache)(1
61)가 장착되었다.
그리고, 상기 외부 메모리(110)에는 인코더, 디코더, 얼굴 영역 추출 엔진, 배경 전환 엔진, 그리고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의 프로그램 코드가 각각 할당되어 있다. 여기서, 프로그램 코드는 C55x의 프로그램 캐쉬(program cache)
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 외부 메모리(110)에 할당되더라도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인코더/디코더의 데이터
영역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상기 외부 메모리(110)에(Enc./Dec. data1 영역) 할당하며, 자주 사용
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상기 내부 메모리(162)에(Enc./Dec. data2 영역) 할당한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경우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가 공통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모듈이므로 그 탑재 방법에 대해 제한하지는 않는
다.
그리고, 얼굴 영역 추출 엔진 및 배경 전환 엔진의 경우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외부 메모리(110)에 할당되고, 사용하
는 데이터는 상기 내부 메모리(162)에 할당된다. 이때,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 및 배경 전환 엔진에서 사용하는 데
이터는 처리 시간 순서 상으로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을 분석하여 같은 메모리 장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자세한 메모리 설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의 DSP 설계>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을 DSP에 탑재하기 이전에 먼저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순차도는 도 2에 나타나 있으며, DSP 설계를 위해 모든 알고리즘의 순차도는 생성되거나 입력
되는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은 크게 칼라 기반 얼굴 후보 영역 추출 모듈
과 특징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모듈로 구성된다.
첫번째 단계는 영상의 입력 단계이다. 카메라를 통한 프레임은 외부 프레임 버퍼에 저장되며 내부 메모리에는 순서대
로 매크로블록 단위로 올라와 처리된다. 즉, 전체 크기 176*144*1.5 Word 만큼의 영상은 한번에 내부 메모리에 올려
처리할 경우 제한된 메모리의 50% 정도를 점유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올려 처리하도록 한다. 원 프레임
은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고 처음에만 한번 읽어 처리하면 이후 사용하지 않으므로 매크로 블록 단위로 내부
메모리에 올려 처리할 수 있다. 메모리에 올려진 한 매크로 블록 영상에서 각 픽셀 별로 살색 범위를 만족하는 칼라인
지 조사한 후, 살색 범위의 칼라이면 양자화하여 칼라 인덱스로 변환한 후 '인덱스 이미지'의 해당 부분에 표기한다.
칼라 인덱스의 변환은 YcbCr 색공간에서 표현된 수많은 칼라를 그 색공간 상에서 그룹화하여 같은 그룹의 칼라를 하
나의 인덱스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는 살색 범위에 속한 칼라들을 모두 72 가지의 인덱스로 표시한
다. '인덱스 이미지'는 원래의 크기인 176*144를 가로와 세로에 대하여 반씩 축소한 88*72 크기로 구성된다. 이는 매
크로 블록 단위로 올라온 원 영상의 픽셀들을 가로, 세로 한 칸씩 건너서 조사함으로써 크기를 축소할 수 있다.
'인덱스 이미지'를 구성함과 동시에 조사할 각 픽셀을 회색(gray)으로 변환하여 '회색 이미지'를 구성한다. '회색 이미
지' 역시 88*72 크기가 된다. 모든 매크로 블록을 모두 차례대로 내부 메모리에 올려 본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인덱
스 메모리'와 '회색 메모리'가 구성된다.
'인덱스 메모리'에 저장된 인덱스 정보를 사용하여 다시 칼라 그룹화를 수행한다. 여기서, 칼라 그룹화란 현재 영상에
서 추출된 살색 픽셀들 중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색을 중심으로 유사한 색끼리 다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을 의
미한다. 유사한 색끼리 그룹화하는 방법은 72 개의 칼라 인덱스를 각 빈(bin)으로 하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구성한 후
가장 큰 값을 갖는 빈이 나타내는 색을 중심으로 유사한 색을 나타내는 인덱스들을 하나로 그룹화함으로써 이루어 진
다. 이렇게 그룹화 과정이 끝나면 해당 그룹에 속한 인덱스만 'On' 시키고 나머지는 'Off'로 표시되는 '살색 이미지'가
구성된다.
'살색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구성된 것이라서 잡음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잡음 중에는 바탕에 한 두 픽셀씩 'On'
되어 나타나는 잡음과 얼굴 영역 내에 작은 구멍으로 나타내는 잡음이 있다. 먼저 'Erosion 모폴로지'를 사용하여 바
탕에 포함된 잡음이 제거된 'Erosion 이미지'를 구성한다. 그리고, 'Erosion 이미지'에 대하여 다시 'Dilation 모폴로지
'를 사용하게 되면 잡음에 의해 발생한 작은 구멍이 채워진 'Dilation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Dilation 이미지'를 다시 4*4 크기의 그리드(grid)로 분할한 후, 한 그리드 내에 'On' 픽셀의 수가 일정 임계치 이상인
그리드만 'On' 하고 그렇지 않은 그리드는 'Off' 하면 22*18 개의 그리드로 구성된 '그리드 이미지'가 구성된다. 이후,

-6-

공개특허 10-2004-0014053
'그리드 이미지'에서 'On' 된 그리드들이 서로 인접해 있을 경우 이를 연결된 하나의 콤포넌트로 표시하는 연결 콤포
넌트를 구한다.
즉, 인접한 그리드들을 묶어 각각의 덩어리로 정의한다.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진 콤포넌트는 영상에서 각각의 부분
영역을 이루며, 이러한 부분 영역들 중 하나가 얼굴일 확률이 높게 된다. 따라서, 연결 콤포넌트들 중 일정 크기가 넘
는 콤포넌트들을 얼굴 후보 영역으로 지정하면 이후 특징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모듈에서 이를 확인, 재조정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게 된다. 이때, 영상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징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모듈이 없더라도, 칼라기반으
로 추출된 연결 콤포넌트 자체가 얼굴 영역으로 추출될 수도 있다.
특징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모듈은 기본적으로 앞서 잡음을 제거한 살색 영상인 'Dilation 이미지'와 '회색 이미지'를 사
용한다. 'Dilation 이미지'를 사용하여 살색의 분포가 타원에 가까운지를 검사하는 타원 매칭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
로 얼굴이 타원 모양이므로 타원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얼굴일 확률이 높아진다. '회색 이미지'를 이용하여 타
원 내부에서 눈과 입을 조사하게 되는데, 눈과 입의 특징은 가로로 짙은 선 모양의 패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
하여 눈과 입을 조사한다. 눈과 입, 그리고 타원의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타원 영역을 최종적으로 얼굴 영역으로 정의
한다.
상기 기술한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DSP 칩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코
드는 외부 메모리에 할당하도록 한다. 처리 데이터는 '인덱스 이미지', '회색 이미지', '살색 이미지', 'Erosion 이미지',
'Dilation 이미지'가 각각 88*72 Word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그리드 이미지' 등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들이 대략 890 Word 이내를 사용한다. 이들은 전역변수로 선언하여 사용되는데, 88*72 word를 사용하는 5 개의 이
미지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변수로서 이들이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러기
위해 각 프로세스별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정의해보면 도 3과 같다.
도 3을 참조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변수가 사용하던 메모리 영역을 다 른 변수가 후에 사용하도록 설계할 경우
88*72 Word 크기의 메모리 영역이 세 개만 있으면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영역
을 각각 'Image1', 'Image2', 'Image3'라고 하자.
먼저, 'Image1'은 외부 메모리에 있는 원 영상에서 매크로 블록단위로 내부 메모리로 올릴 때, 내부 메모리에 올려진
하나의 매크로 블록 영상을 위한 영역으로 사용한다. 이후 '살색 이미지'로 사용하다가 'Dilation 모폴로지' 적용 이후
에 'Dilation 이미지' 영역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Image2'는 '인덱스 이미지'를 위한 영역으로 사용하다가 'Erosion
모폴로지' 적용 이후에는 'Erosion 이미지'로 사용하며, 칼라 기반 얼굴 후보 영역 추출 모듈이 끝나면 특징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모듈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 중 일부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Image3'는 '회색 이미지'를 위해 사용된다. '
회색 이미지'는 처음 생성되어 얼굴 영역 추출 후반에 눈, 입 영역 추출에 사용되므로 가장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이 길다.
이와 같이 3 개의 88*72 Word 크기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890 Word의 내부 메모리를 기타 전역 변
수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전역 변수를 내부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임시로 사용되는 적은 양의 지역 변수들은
C55x의 경우 스택(stack)이라는 영역으로 할당되어 사용되는데, 본 발명에서는 100K Word 만큼의 지역 변수용 스
택(stack)을 할당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하여 총 메모리 크기는 20K Word 정도로서 DSP 전체 내부 메모리의 25
% 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기술한 방법으로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의 DSP 탑재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 할당을 설계하였다. 얼굴 영역 추출 엔
진이 추출한 얼굴 영역 정보를 사용하여 ROI 기반으로 비트율을 제어하거나 배경 전환 통신을 할 수 있다. ROI 기반
비트율 제어란 주요관심영역인 얼굴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화질을 설정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적은 데이
터 양으로도 얼굴 영역을 고화질로 유지하여 통신할 수 있는 제어 기법을 말한다. ROI 기반 비트율 제어는 인코더의
자체 비트율 제어 부분에서 얼굴 영역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배경 전환 통신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얼굴 이외의 영역을 다른 정지 영상으로 교체하여 통신하는 기능
을 의미한다. 배경 전환 통신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유용하고 재미있는 통신이 가능함과 동시에, 배경이 정지 영상이
므로 매우 적은 양으로 압축하여 통신할 수 있다. 배경 전환 엔진은 추출된 얼굴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배경 부분은
사용자가 선택한 배경 부분으로, 얼굴 영역 부분은 카메라에서 입력된 부분으로 합성하여 인코더로 입력하는 기능을
한다. 인코더는 매크로 블록 단위로 입력을 받아 처리를 하므로 배경 전환 엔진도 매크로 블록 단위로 영상을 합성한
다. 즉 배경 영상은 외부 메모리에 있으며, 사용자가 배경을 선택하면 해당 배경의 해당 매크로블록을 내부 메모리로
올리고, 해당 매크로 블록이 얼굴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카메라 영상에서의 매크로 블록도 내부 메모리에 올린
다음, 두 영상을 합성하게 된다.
이때 내부 메모리로 올라오는 두개의 매크로 블록 크기(16*16*1.5)의 영상은 앞서 기술한 'Image1', 'Image2', 'Imag
e3' 중 하나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성된 매크로 블록 크기의 합성 영상은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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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 된다. 이와 같은 인코딩 수행의 한 방안으로서 H.263 비디오 인코더를 사용하여 인코딩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된 배경 전환 엔진의 DSP 칩 상에서의 처리 과정을 도 5에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TI320C55x DSP칩을 사용한 ROI 기반 비트율 제어 및 배경 전환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이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외부 메모리에는 얼굴 영역 추출 엔진, 비트율 제어 엔진, 배경 전환 엔진, 인코더, 디코더 등 각 엔진
의 프로그램 코드가 할당되며, 내부 메모리에는 얼굴 영역 추출 엔진과 배경 전환 엔진에서 사용하는 전역변수를 위한
세 개의 88*72 Word 크기의 전역 변수 공간 ('Image1', 'Image2', 'Image3')이 있다. 기타 전역 변수를 위한 890 Wo
rd 크기의 전역변수 공간(Global Variable)이 역시 내부 메모리에 존재하며, 지역 변수를 위한 100Word 크기의 공간
(stack)이 내부메모리에 할당된다. 그리고 배경, 카메라 입력 프레임은 외부 메모리 버퍼에 할당된다. C55x는 메모리
관리 특성 상 모든 전역 변수는 그 초기 값을 갖으며 초기 값 정보는 전역 변수와 같은 크기로 '.init'이라는 또 다른 메
모리로 할당된다. 여기서, '.init'은 초기 값으로 프로그램 실행 시 한번만 읽으면 되므로 외부 메모리에 할당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하면, 실시간으로 얼굴 영역을 추출하여 ROI 기반으로
비트율을 제어하거나 배경을 전환하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하면, 적은 메모리와 제한된 파워라는 특성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DS
P 칩에, 얼굴 영역 추출 엔진 및 배경 전환 엔진을 효과적으로 탑재 시킴으로써, 특히 적은 양의 메모리를 공유하도록
설계하여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요 데이터의 경우 DSP 칩의 내부 메모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살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와 'Dilat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1 메모리 영역
과;
'인덱스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와 'Eros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2 메모리 영
역과;
'회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3 메모리 영역과;
얼굴 영역 추출 과정에서의 연산에 필요한 전역 변수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4 메모리 영역과;
얼굴 영역 추출 과정에서의 연산에 필요한 지역 변수의 저장 영역으로 할당된 제 5 메모리 영역; 및
상기 제 1 내지 제 5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얼
굴 영역 추출 엔진이 구비된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칩;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여기서, 상기 '인덱스 이미지'는 입력된 영상에서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칼라 인덱스 값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살색 이미지'는 '인덱스 이미지'로부터 주요 살색을 중심으로 색을 그룹화하여, 살색 그룹에 속한 픽
셀만을 표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회색 이미지'는 입력된 영상을 회색으로 변환시킨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
Erosion 이미지'는 '살색 이미지'에서 잡음으로 발생한 살색 픽셀을 제거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기 'Dilation 이미지'
는 'Erosion 이미지'에서 잡음으로 발생한 살색 영역 내에서의 작은 구멍을 채움으로써 구성된 이미지를 각각 나타낸
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의 코드부는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위치하고, 상기 제 1 내지 제 5 메모리 영역은 상
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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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내지 제 3 메모리 영역은 모두 88*72 Word 크기로 구성되며, 상기 제 4 메모리 영역은 890 Word 크기로
구성되며, 제 5 메모리 영역은 100 Word 크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영상이 표시되는 화면의 배경으로 사용될 배경 영상이 저장되는 제 6 메모리 영역을 더 구비하며, 입력된 영상과 배경
영상을 선택적으로 합성시키는 배경 전환 엔진을 상기 DSP 칩이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메모리 영역과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의 코드부는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입력 영상으로 사용되는 원 영상을 저장하는 제 7 메모리 영역을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더 구비하며, 원 영상
과 배경 영상을 합성하기 위해 원 영상과 배경 영상을 매크로 블록 단위로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서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SP 칩은, 주요관심영역(ROI)에 대해서는 비 ROI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화질로 설정되도록, ROI 여부에
따라 비트율을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제어하는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
신 단말기.

청구항 8.
입력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지 조사하는 단계와;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에 대해 각 픽셀의 칼라 값의 인덱스를 구하여 인덱스 값으로 구성된 '인덱스 이미지'를 구
성하는 단계와;
상기 '인덱스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칼라를 중심으로 유사한 칼라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해당 칼라
그룹에 해당하는 픽셀만 'On' 시키고 나 머지는 'Off'로 표시하여 '살색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살색 이미지'에 'Erosion 모폴로지'를 수행하여 'Erosion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Erosion 이미지'에 'Dilation 모폴로지'를 수행하여 'Dilation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Dilation 이미지'에서 서로 연결된 On-픽셀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하여 영역으로 표시하는 연결 요소 구성
단계와;
상기 연결 요소 구성 단계에서 구성된 연결 요소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얼굴 후보 영역으로 지정하는 단계
와;
상기 지정된 얼굴 후보 영역이 타원 모양을 하는 지 조사하는 타원 매칭 단계와;
상기 최초 입력 영상을 회색 영상으로 변환하여 '회색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회색 이미지'에서 얼굴 후보 영역을 중심으로 눈과 입 영역을 조사하는 단계; 및
상기 타원 매칭 결과와 눈과 입 영역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결정하는 얼굴 영역 판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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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살색 이미지'와 'Dilat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에 대하여 같은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여 시간에 따라 공유
하여 사용하고, 상기 '인덱스 이미지'와 'Erosion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에 대하여 같은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여
시간에 따라 공유하여 사용하고, 상기 '회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데이터는 별도의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10.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얼굴 영역 추출 엔진과, 입력된 영상과 배경 영상을 선택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배경 전환
엔진이 구비된 DSP 칩과;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의 코드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얼굴 영역 추출을 위해 사용하는 전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얼굴 영역 추출을 위해 사용하는 지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의 코드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이 사용하는 전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배경 전환 엔진이 사용하는 지역 변수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추출된 얼굴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입력된 영상과 배경 영상을 선택적으로 합성하여 배경 전환을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11.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얼굴 영역 추출 엔진과, 주요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 여부에 따라 비트율을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제어하는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이 구비된 DSP 칩과;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의 코드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사용하는 전역 변수부와;
상기 DSP 칩의 내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얼굴 영역 추출 엔진이 사용하는 지역 변수부; 및
상기 DSP 칩의 외부 메모리에 탑재된, 상기 ROI 기반 비트율 제어 엔진의 코드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추출된 얼굴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얼굴 영역에 대해서는 비 얼굴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화질로 설정되도록,
얼굴 영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비트율을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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