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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람검출방법 및 장치와 이를 이용한 사생활 보호방법 및 시스템

요약

사람검출방법 및 장치와 이를 이용한 사생활 보호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사생활 보호시스템은 프레임간의 움직임정

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영상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검출하는 움직임영역 검출부; 상기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고, 소정의 추적영역에 대하여 이전 프레임영상에서 사람

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추적하는 사람 검출 및 추적부;상기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

하고,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검출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는 모자이크처리부; 및 상기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

직임영역을 검색을 위한 소정의 라벨 및 위치정보와 함께 프레임별로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등록특허 10-0601933

- 1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생활 보호시스템의 일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있어서 움직임영역 검출부의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3a 내지 도 3c는 도 2에 있어서 각 부에 입력되는 영상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1의 사람검출 및 추적부에 있어서 사람검출을 위한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5는 도 4에 있어서 정규화부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6은 도 4에 있어서 후보영역 검출부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

도 7은 도 1에 있어서 사람판별부의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8a 내지 도 8c는 도 7에 있어서 각 부에 입력되는 영상의 예를 나타낸 도면, 및

도 9는 도 1의 사람검출 및 추적부에 있어서 사람추적을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객체 검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검출하

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검출된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여 디스플레이시킴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가 지능화되어감에 따라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

해서 공공장소에 보안용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많은 수의 감시카메라를 사람

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람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근래 들

어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곳이나 가정에서의 단순한 노동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로봇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로봇의 기능은 현재 단순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정도이며, 로봇이 보다 지능적인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하

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하여 로봇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얼굴검출장치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경영상을 저장한 다음, 입력영상으로부터 배경영상을 뺀 차영상을 이

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형태정보만을 이용하여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입력영상과 배경영상간의 차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는 경우에는 배경영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 한편, 사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복수개의 사람형태와 비슷한 모델영상을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함에 있어서 영상 전체에 대하여 모델영상

을 매칭시켜 사람의 위치를 검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상기한 기술적 측면과는 별개로 사회적 측면으로는 무분별한 보안용 감시카메라의 설치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

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프레임별로 검출된 사람을 저장하고, 추후에

문제 발생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입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움직임정보와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정확

하고 빠르게 검출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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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검출된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여 디스플레이시킴으로써 개인의 초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생활 보호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사람검출방법은 (a) 프레임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영상

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b) 상기 (a) 단계에서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

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고, 소정의 추적영역에 대하여 이전 프레임영상에서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추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사람검출장치는 프레임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영상으

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검출하는 움직임영역 검출부; 및 상기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형

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고, 소정의 추적영역에 대하여 이전 프레임영상에서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추적

하는 사람 검출 및 추적부를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사생활 보호시스템은 프레임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

임영상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검출하는 움직임영역 검출부; 상기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

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고, 소정의 추적영역에 대하여 이전 프레임영상에서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

을 추적하는 사람 검출 및 추적부; 상기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디스플레이하기 위

하여 검출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는 모자이크처리부; 및 상기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직임영역을 검색을 위한

소정의 라벨 및 위치정보와 함께 프레임별로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사생활 보호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과, 그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에 의한 사람검출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생활 보호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영상입력부(110), 움직임영역 검출부(120), 사

람검출 및 추적부(130), 저장부(140), 모자이크 처리부(150), 디스플레이부(160) 및 검색부(170)로 이루어진다.

도 1을 참조하면, 영상입력부(110)는 카메라에 의해 촬상되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입력받는다. 여기서, 카메라는 바람직

하게는 고정 카메라이다.

움직임영역 검출부(120)는 영상입력부(110)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프레임영상과 이전 프레임영상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

하여 움직임이 없는 배경영상을 검출하고, 배경영상과 현재 프레임영상간의 차영상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

역을 검출한다.

사람검출 및 추적부(130)는 움직임영역 검출부(120)로부터 제공되는 각 움직임영역 중 사람후보영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사람후보영역이 실제 사람인지를 판별한다. 한편, 현재 프레임영상에서 사람으로 판별된 움직임영역은 다음 프레임영상에

서는 일반적인 검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정의 추적영역을 설정하여, 추적영역에 대한 추적과정에 의해 사람을 검출한다.

저장부(140)는 사람검출 및 추적부(130)에서 사람으로 판별된 움직임영역을 할당된 라벨 및 움직임영역의 위치정보와 함

께 프레임별로 저장하고, 다음 프레임영상이 입력되면 사람검출 및 추적부(130)로 제공한다.

모자이크 처리부(150)는 사람검출 및 추적부(130)에서 사람으로 판별된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디스플레이부(160)로 제공하여 디스플레이시킨다.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다양

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일예로는 통상적인 가버필터(Gabor filter) 또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할

수 있다. 가버필터를 이용한 얼굴검출과 관련해서는 Ki chung Chung, Seok Cheol Kee, Sang Ryong Kim에 의한 논문

"Face Recognition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Gabor Filter Responses", International Workshop on

Recognition, Analysis and Tracking of Faces and Gestures in Real-Time Systems, Sept. 26-27, 1999, Corfu,

Greece에, SVM을 이용한 얼굴검출과 관련해서는 E. Osuna, R. Freund, 및 F. Girosi에 의한 논문 "Training Support

Vector Machines: an application to face detection", In Proc. of CVPR, Puerto Rico, pp. 130-136, 1997에 자세히 기

재되어 있다.

검색부(170)는 저장부(140)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 판별된 움직임영역을 사용자에 필요에 따라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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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있어서 움직임영역 검출부(120)의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로서, 영상변환부(210), 저장부(220), 평

균누적영상 생성부(230), 배경영상 검출부(240), 차영상 생성부(250) 및 움직임영역 라벨링부(260)로 이루어진다. 도 2의

각 구성요소의 동작을 도 3a 내지 도 3c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영상변환부(210)에서는 영상입력부(110)로부터 제공되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현재 프레임 영상

이 칼라영상인 경우 흑백영상으로 변환하고, 흑백영상인 경우 그대로 저장부(220) 및 평균누적영상 생성부(230)로 제공한

다. 흑백영상을 이용하여 사람검출을 수행함으로써 조명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저장부(220)는 영상변환부(210)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프레임영상을 저장하여 다음 프레임의 평균누적영상을 생성할 때

사용한다.

평균누적영상 생성부(230)에서는 흑백영상으로 변환된 현재 프레임 영상과 저장부(220)에 미리 저장된 이전 프레임 영상

간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전 프레임까지 생성된 평균누적영상에 누적시켜 현재 프레임에 대한 평균누적영상을 생성한다.

소정 갯수의 프레임에 대한 평균누적영상에서 움직임이 없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화소값이 누적되며, 움직임이 발

생하는 영역은 이전에 누적된 평균값과 새로 입력된 화소값간의 차이에 의해 움직임영역으로 판명된다.

배경영상 검출부(240)에서는 현재 프레임의 평균누적영상에서 현재 프레임까지 동일한 화소값이 계속 누적되는 부분 즉,

소정 개수의 프레임에 걸쳐 실제 화소값에 변동이 없는 부분을 현재 프레임에 대한 배경영상으로 검출한다. 배경영상은 매

프레임마다 갱신되고, 배경영상 검출에 포함된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현재 프레임의 배경영상의 예로

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다.

차영상 생성부(250)는 배경영상 검출부(240)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프레임에 대한 배경영상과 현재 프레임영상에 대하여

화소 단위로 계조값의 차이를 구한다. 구해진 계조값의 차이가 소정 문턱값 이상인 화소들로 차영상을 생성한다. 이와 같

이 생성된 차영상은 움직임이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한다. 이때, 문턱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움직임이 존재하는 영역

도 누락시키지 않고 사람 후보영역으로 검출할 수 있다.

움직임영역 라벨링부(260)에서는 차영상 생성부(250)로부터 제공되는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은 차영상에 대하여 라벨링

을 수행하고, 라벨링 수행결과 라벨이 설정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x축의 시작점과 끝점 좌표값, y축의 시작점과 끝점

좌표값으로 이루어지는 크기정보와, 움직임영역에 포함되는 화소값들의 합으로부터 무게중심의 좌표값을 출력한다.

도 4는 도 1에 있어서 사람 검출 및 추적부(130)의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로서, 정규화부(410), 크기 및 무게중심

가변부(430), 후보영역 검출부(450) 및 사람판별부(470)로 이루어진다.

도 4를 참조하면, 정규화부(410)에서는 각 움직임영역별 크기정보와 무게중심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각 움직임영역의 크

기를 소정 크기로 정규화한다. 이때, 움직임영역의 가로길이보다는 세로길이를 길게 정규화한다. 이를 도 5를 참조하여 설

명하면, 임의의 움직임영역에서 x축의 시작점(xsp)으로부터 x축의 끝점(xep)까지의 길이를 x축에 대한 정규화길이(xnorm)

로 결정하고, 무게중심의 y축 좌표(ycm)에서부터 y축의 시작점(ysp)까지의 길이(x)를 소정 배수한 길이를 y축에 대한 정

규화길이(ynorm)로 결정한다. 여기서, 소정 배수는 2배수인 것이 바람직하다.

크기 및 무게중심 가변부(430)에서는 정규화된 움직임영역의 크기와 무게중심을 가변시키는데, 예를 들어 움직임영역의

크기를 s 개의 단계로 스케일링하고, 무게중심을 t 개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총 s×t 가지의 움직임영역의 변형형태

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움직임영역의 크기는 가변되어질 움직임영역의 정규화길이(xnorm, ynorm)에 따라서 변화하며, 상,

하, 좌, 우 소정 화소씩, 예를 들면 5화소씩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무게중심은 상, 하, 좌, 우, 대각선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이때 무게중심의 가변폭은 무게중심의 y축 좌표(ycm)에서부터 y축의 시작점(ysp)까지의 길이(x)에 따라서 결

정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기 및 무게중심을 가변시킴으로써 사람의 신체 일부분만 움직임으로 인하여 상반신 또는

하반신이 후보영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후보영역 검출부(450)는 s×t 가지 변형형태의 움직임영역을 소정 화소 단위, 예를 들면 30×40 화소 단위로 정규화한 다

음, 각 움직임영역 중 사람 후보영역을 검출한다. 여기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 후보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마

하라노비스 거리 맵(mahalanobis distance map)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30×40

화소 단위로 정규화된 영상(610)에 대하여 예를 들어 가로를 6, 세로를 8로 분할하여 총 48개의 블록을 생성한다. 이 경우

하나의 블록은 5×5 화소 단위가 되며, 각 블록(l)의 평균은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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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여기서, p, q는 각각 블록의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 화소수를 나타내며, Xl은 전체 블록, x는 하나의 블록내에 포함된 화소

값들을 나타낸다.

한편, 각 블록의 분산은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상기 각 블록의 평균과 각 블록의 분산을 이용하여 마하라노비스 거리(d(i,j)) 및 마하라노비스 거리 맵(D)은 각각 다음 수학

식 3 및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마하라노비스 거리 맵에 의해 정규화된 움직임영역(610)은 도 6의 참조부호

6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

수학식 4

여기서, M과 N은 정규화된 움직임영역(610)의 가로 및 세로 분할 수를 나타낸다. 정규화된 움직임영역(610)을 가로 6, 세

로 8로 분할할 경우, 마하라노비스 거리 맵(D)은 48×48 의 매트릭스 형태가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움직임영역의 s×t 가지 형태에 대하여 마하라노비스 거리 맵을 구성하고, 마하라노비스 거리 맵 데이

터에 대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여 차원을 줄인 다음, 고유얼굴공간(eigenface space)

에서 훈련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사람 후보영역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s×t 가지 형태 중 적

어도 하나의 형태가 사람 후보영역에 포함되면, 해당 움직임영역을 사람 후보영역으로 검출한다.

다시 도 4로 돌아가서, 사람 판별부(470)에서는 후보영역 검출부(450)에서 검출된 사람후보영역이 움직이는 다른 물체인

지 사람인지를 판별한다. 이를 위하여 하우스도프 거리(hausdorff distance)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 7을 참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사람판별부(470)의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에지영상 구성부(710), 모델영상 저장부(730), 하우스

도프 거리 산출부(750) 및 판단부(770)로 이루어진다.

도 7을 참조하면, 에지영상 구성부(710)에서는 정규화된 움직임영역 중 사람후보영역(도 8a)에서 에지를 검출하여 도 8b

와 같은 에지영상을 구성한다. 이때,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경사값의 변화 분포를 이용하여 에지를 구하는 소벨 에지

(sobel edge)를 이용할 경우 매우 빠르면서도 효율적으로 에지를 검출할 수 있다. 여기서, 에지영상은 에지인 부분과 에지

가 아닌 부분이 이진화되어 구성된다.

모델영상 저장부(73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델영상의 에지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제1 일정 거

리 이상의 원거리에 있는 사람 모델영상의 에지영상과 제2 일정 거리 이하의 근거리에 있는 사람 모델영상의 에지영상을

저장한다. 예를 들어,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은 모델영상의 에지영상은 훈련에 사용된 전체 사람영상의 상반신에 대하여

평균영상을 얻은 다음, 평균영상의 에지를 추출하여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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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도프 거리 산출부(750)에서는 먼저 에지영상 구성부(710)에서 구성된 에지영상과 모델영상 저장부(730)에 저장된

모델영상간의 하우스도프 거리를 산출하여 두 영상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하우스도프 거리는 에지영상에서 하나의 특징

점, 즉 하나의 에지가 모델영상의 모든 특징점 즉, 모든 에지에 대한 유클리디안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입력된 에지영상

(A)이 m개의 에지로 이루어지고, 임의의 모델영상(B)이 n개의 에지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우스도프 거리(H(A,B))는 다음

수학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5

여기서,

, 이다.

h(A,B)는 입력 에지영상(A)의 한 에지와 모델영상(B)의 모든 에지간의 유클리디안 거리 중 최소값을 구하고, 에지영상의

m개의 에지에 대하여 구해진 최소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h(A,B)로 생성하고, 이와는 반대로 모델영상(B)의 한 에지와 입력

에지영상(A)의 모든 에지간의 유클리디안 거리 중 최소값을 구하고, 모델영상의 n개의 에지에 대하여 구해진 최소값들 중

에서 최대값을 h(B,A)로 생성한다. 한편, H(A,B)는 h(A,B)와 h(B,A) 중 최대값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H(A,B)의 값을

살펴보면 두 집합간에 얼마나 많은 미스매칭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입력 에지영상(A)에 대해서 모델영상 저장부

(730)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모델영상, 예를 들면 원거리 모델영상과 근거리 모델영상에 대하여 각각 하우스도프 거리를

산출하고, 그 중 최대값을 최종 하우스도프 거리로 출력한다.

판단부(770)에서는 하우스도프 거리 산출부(750)에서 산출된 에지영상과 모델영상간의 하우스도프 거리(H(A,B))를 소정

의 문턱값과 비교하여, 하우스도프 거리(H(A,B))가 문턱값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해당 사람후보영역을 사람이 아닌 것

으로 판단하고, 하우스도프 거리(H(A,B))가 문턱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사람후보영역을 사람인 것으로 판단한다.

도 9는 도 1의 사람검출 및 추적부(120)에 있어서 사람추적을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할당된 라벨과 함께 저장

부(140)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 프레임에서 검출된 움직임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프레임에서는 별도로 검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적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이전 프레임에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정의 추적영역(A)을 설정하

고, 추적영역(A)에 대해서만 추적과정을 수행한다. 추적과정은 바람직하게는 CONDENSATION(CONditional DENSity

propagATION) 알고리즘에 기반한 파티클 필터링(particle filtering) 기법을 사용한다. 파티클 필터링 기법과 관련해서는

Isard, M 및 Blake, A 에 의한 "Visual tracking by stochastic propagation of conditional density", Proc. 4th

European Conf. Computer Vision, pp. 343-356, Apr. 1996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라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실내 또는 실외에서 카메라에 의해 촬상된 영상으로부터 프레임간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복수개의 사람후보영역을 검출한 다음, 검출된 사람후보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

을 판별함으로써 하나의 프레임영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람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이전 프레임에

서 검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프레임에서 별도의 검출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소정의 추적영역을 설정하여 추적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사람검출과 관련된 전체적인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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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이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할당된 프레임번호 및 라벨과 함께 저장하여 필요한 경우 검색할 수 있고, 검출된 사람

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여 디스플레이시킴으로써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사생활 보호시스템은 지능형 보안 감시시스템뿐만 아니라 방송분야 및 화상통신분야에 널리 적용되

어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에 대해 상기 실시예를 참고하여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인접하는 프레임영상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영상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검출하

는 단계; 및

(b) 상기 (a) 단계에서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고, 소정의 추적영역에

대하여 이전 프레임영상에서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추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c) 상기 (b) 단계에서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여 디

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d) 상기 (b) 단계에서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직임영역을 검색을 위한 소정의 라벨 및 위치정보와 함께 프레임별

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프레임 영상들간의 움직임정보로부터 현재 프레임에 대한 배경영상을 검출하는 단계;

(a2) 상기 검출된 배경영상과 현재 프레임영상 간의 차영상을 생성하는 단계; 및

(a3) 상기 차영상에 포함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라벨링을 수행하여 움직임영역별로 크기 및 무게중심 정보를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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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항에 있어서, 상기 (a2) 단계에서는 상기 배경영상과 상기 현재 프레임영상간의 각 화소값 차이를 소정의 문턱값과 비

교하고, 소정의 문턱값 이상인 화소들로 상기 차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a) 단계에서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의 크기를 소정 크기로 정규화하는 단계;

(b2) 상기 정규화된 각 움직임영역 중 사람후보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b3) 상기 사람후보영역이 실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4) 상기 (b3) 단계에서 사람으로 판별된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5) 상기 (b3) 단계에서 사람으로 판별된 움직임영역을 검색을 위한 소정의 라벨 및 위치정보와 함께 프레임별로 저장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9.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에서는 상기 정규화된 각 움직임영역의 크기 및 무게중심을 가변시켜 각 움직임영역에 대

하여 소정 갯수의 변형형태를 생성하고, 각 움직임영역의 모든 변형형태에 대하여 사람후보영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10.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에서는 마하라노비스 거리 맵과 SVM을 이용하여 사람후보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11.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b3) 단계에서는

(b31) 사람후보영역에 대하여 에지영상을 구성하는 단계;

(b32) 모델영상의 에지영상과 상기 (b31) 단계에서 구성된 에지영상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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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 상기 측정된 유사도에 의해 상기 사람후보영역이 사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도는 하우스도프 거리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13.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영상은 원거리 모델영상과 근거리 모델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

법.

청구항 14.

제1 항 내지 제13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사람검출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

록매체.

청구항 15.

인접하는 프레임영상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영상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검출하는

움직임영역 검출부; 및

상기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고, 소정의 추적영역에 대하여 이전 프레

임영상에서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추적하는 사람 검출 및 추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장치.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영역 검출부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프레임 영상들간의 움직임정보로부터 현재 프레임에 대한 배경영상을 검출하는 배경영상 검출부;

상기 검출된 배경영상과 현재 프레임영상 간의 차영상을 생성하는 차영상 생성부; 및

상기 차영상에 포함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라벨링을 수행하여 움직임영역별로 크기 및 무게중심 정보를 생성하는 움

직임영역 라벨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장치.

청구항 17.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배경영상 검출부에서는 상기 배경영상과 상기 현재 프레임영상간의 각 화소값 차이를 소정의 문턱

값과 비교하고, 소정의 문턱값 이상인 화소들로 상기 차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장치.

청구항 18.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사람 검출 및 추적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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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의 크기를 소정 크기로 정규화하는 정규화부;

상기 정규화된 각 움직임영역 중 사람후보영역을 검출하는 후보영역 검출부; 및

상기 사람후보영역이 실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사람판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방법.

청구항 19.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사람 검출 및 추적부는 각 움직임영역의 모든 변형형태에 대하여 사람후보영역인지 여부를 판단하

도록 상기 정규화된 각 움직임영역의 크기 및 무게중심을 가변시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소정 갯수의 변형형태를 생성

하는 크기 및 무게중심 가변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장치.

청구항 20.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사람 판별부에서는

사람후보영역에 대하여 에지영상을 구성하는 에지영상 구성부;

모델영상의 에지영상을 저장하는 모델영상 저장부;

상기 모델영상의 에지영상과 상기 구성된 에지영상간의 하우스도프 거리에 의해 에 의해 유사도를 측정하는 유사도 측정

부; 및

상기 측정된 유사도에 의해 상기 사람후보영역이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

검출장치.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모델영상은 원거리 모델영상과 근거리 모델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검출장

치.

청구항 22.

인접하는 프레임영상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영상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검출하는

움직임영역 검출부;

상기 검출된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고, 소정의 추적영역에 대하여 이전 프레

임영상에서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추적하는 사람 검출 및 추적부; 및

상기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검출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

하는 모자이크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시스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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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사람으로 검출되거나 추적된 움직임영역을 검색을 위한 소정의 라벨 및 위치정보와

함께 프레임별로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시스템.

청구항 25.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라벨을 이용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움직임영역을 검색하는 검색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시스템.

청구항 26.

인접하는 프레임영상간의 움직임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영상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움직임영역을 구하는 단

계;

상기 구해진 각 움직임영역에 대하여 사람의 형태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검출된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방법.

청구항 27.

제26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사람으로 검출된 움직임영역을 검색을 위한 소정의 라벨 및 위치정보와 함께 프레임

별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방법.

청구항 28.

제27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라벨을 이용하여 상기 저장되어 있는 움직임영역을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방법.

청구항 29.

제26 항 내지 제29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사생활 보호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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