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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은, YCrCb 색공간에서 살색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CrCb 평면

상에서 중심 칼라가 Cr이 Cb보다 큰 하나의 조건 영역과, 중심 칼라가 Cr이 Cb보다 작은 또 다른 조건 영역을 설정하

고, 설정된 두 개의 조건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에 대한 살색 영역을 검출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설정된 두 개의 조건에 의하여 살색 영역에 대한 검출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두 개의 조

건을 만족하는 픽셀로 구성된 영역에 대하여, 다시 유사 색 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지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유사 색 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지정하는 단계는,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색 값을 양자화하는 단계와;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히스토그램('hist')과, 이미지 부분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히스토그램('center_hist')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히스토그램('hist') 또는 중앙 히스토그램('center_hist'

)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최대 빈을 찾는 단계와; 상기 최대 빈과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을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

룹화하는 단계; 및 상기 그룹화된 빈들에 해당하는 칼라 범위를 만족하는 픽셀들만 얼굴 후보 영역으로 지정하는 단

계; 를 구비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살색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살색 

범위의 분포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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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CrCb 색 평면 상에서 살색 영역 조건을 나타

낸 도면.

도 7 내지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YCrCb 칼라 기반의 양자화 과정

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칼라 그룹화를 통한 얼굴 영역 추출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칼라 그룹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얼굴 영역 추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YCrCb 칼라를 기반으로 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오늘날,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에서의 얼굴 영역 추출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

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얼굴을 인식하기 이전에 얼굴 영역만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도 하고, 또는 보안 시스템에서 얼굴 영역만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얼굴 영역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동 통신 환경이 발달하면서 고화질에 낮은 데이터 양으로 통신하기 

위한 방법에도 응용된다. 즉, 화상 통신에서 얼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중요한 영역으로서 얼굴 영역은 상대적으

로 높은 화질을 나타내도록 코딩하고, 다른 영역은 낮은 화질을 나타내도록 코딩함으로써 같은 데이터 양을 유지하면

서도 얼굴 영역을 보다 높은 화질로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얼굴 영역 추출은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으로서, 오래 전부터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얼굴 영역의

추출은 크게 탬플리트 기반의 접근 방법과 비칼라 특징(feature) 기반의 접근 방법, 그리고 칼라 특징 기반의 접근 방

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탬플리트 기반의 접근 방법의 경우에는 얼굴 이미지의 특성을 하나의 탬플리트로 구성하여, 이를 입력 영상과 부분적

으로 매칭함으로써 얼굴 영역을 추출하게 되는데, shape 정보를 사용한 탬플리트나 얼굴에 나타난 텍스쳐의 특징을 

나타내는 텍스쳐 탬플리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탬플리트 매칭 기반의 접근 방식은 칼라를 사용하지 않고 

회색(Gray)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조명등에 의존적이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탬플리트 매칭 회수

가 많아 처리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입력 영상에서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위치에 얼굴이 나타날 

지 모르므로 탬플리트를 다양한 크기로 조절하면서 모든 위치에 매칭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비 칼라 특징 기반의 접근 방법으로는 눈, 코, 입 등의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에지 성분을 기반으로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접근 방법은 살색 조건을 두어 얼굴 영역을 추출하려는 칼라 특징 기

반의 접근 방법이다. 칼라를 기반으로 얼굴 영역을 추출할 경우 단순한 살색 조건으로는 얼굴 영역 이외의 많은 배경 

영역이 포함되어 얼굴 영역만을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각 연구마다 다양한 색공간을 사용하고, 동

시에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학습데이터 집합으로부터 L*a*b* 색좌표에서 표현되는 살색 범위를 다시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정보량으로 효과적인 스킨 칼라 범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변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얼굴 영역

을 추출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Fuzzy Set을 이용하여 특정 칼라가 살색일 확률을 계산하는 개념이 이용

되기도 한다. 그리고, YCrCb 색공간에서 표현된 칼라를 사용하여 살색임을 판단하는데, YCrCb 색공간 자체가 살색 

조건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Y에 따라 변형된 CrCb값을 갖는 YCr'Cb'을 

사용하기도 한다.

상기 기술된 접근 방법들은 최근에는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사용된다. 즉 각 접근 방법들의

장점을 보완하여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초기 살색 조건으로 후보 영역을 추출한 후, 그 안에서 눈과 입을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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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상기 기술한 접근 방법 중 칼라를 기반으로 추출하는 방법은 처리하는 색공간에 따라 성능과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RGB는 칼라 값(R,G,B값)이 사람이 보는 칼라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이러한 성질을 perc

eptually uniform이라 함) 다른 색공간으로 변환되어 사용하게 된다. 통신 환경에서 얼굴 추출을 행할 경우 영상의 표

준 형식에서 표현하는 색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색공간 변환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화상통신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처리측면에서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

로 통신환경에서 사용되는 영상 표준 형식은 H.261, H.263 등 H.26x 계열과 MPEG 계열을 들 수 있다. 이들 표준 형

식들은 모두 색을 YCrCb 색공간에서 표현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YCrCb 색공간에서 모든 추출 과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동 통신 단말기 등 제한적인 H/W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적은 프로세

스를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해야 하므로 색공간 변환을 하지 않기 위해 YCrCb 색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일반적인 디지털 방송 및 화상통신에서 사용되는 영상 표준에서 채택되고 있는 YCrCb 색공간에서 표현된

색 정보를 바로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을 제공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은, YCrCb 색공간에서 살색 영

역을 표현하기 위해, CrCb 평면 상에서 중심 칼라가 Cr이 Cb보다 큰 하나의 조건 영역과, 중심 칼라가 Cr이 Cb보다 

작은 또 다른 조건 영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두 개의 조건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에 대한 살색 영역을 검출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 중에서, 한 조건 영역의 중심 칼라는 Cr이 색공간의 중심(128)보다

크고, Cb가 중심(128)보다 작으며, 다른 조건 영역의 중심 칼라는 Cr이 색공간의 중심(128)보다 작고, Cb가 색공간

의 중심(128)보다 큰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은 부분적으로 서로 겹치며, Cr이 125보다 크고 164보다 작고, Cb가 

85보다 크고 131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하나의 조건 영역과, Cr이 105보다 크고 134보다 작고, Cb가 127보다 

크고 149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다른 조건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에 해당하는 칼라 중에서, CrCb 평면 상에서의 중심 영역은 살색 조건

에서 제외시키며, 상기 제외시키는 중심 영역은 다음 식 (｜Cb-Cr｜< 5 .AND.｜(Cb+Cr)/2 -128｜< 5)을 만족시키

는 영역으 로 설정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 Y 값의 특정 범위는 40보다 크고 250보다 작은 경

우로 지정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설정된 두 개의 조건에 의하여 살색 영역에 대한 검출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두 개의 조

건을 만족하는 픽셀로 구성된 영역에 대하여, 다시 유사 색 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지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유사 색 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지정하는 단계는,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색 값을 양자화하는 단계와;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히스토그램('hist')과, 이미지 부분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히스토그램('center_hist')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히스토그램('hist') 또는 중앙 히스토그램('center_hist'

)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최대 빈을 찾는 단계와; 상기 최대 빈과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을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

룹화하는 단계; 및 상기 그룹화된 빈들에 해당하는 칼라 범위를 만족하는 픽셀들만 얼굴 후보 영역으로 지정하는 단

계; 를 구비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최대 빈에 대하여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룹화 한 이후에, 한번 그룹화에 참여한 빈들을

제외시키고, 다시 나머지 빈들 중에서 최대 빈을 찾아 복수 개의 그룹으로 칼라 그룹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를 더 구비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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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이미지 부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히스 토그램 추출은, 이전 프레임에서 얼굴 검

출이 성공하였으면 이전 얼굴 영역을 대상으로 추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 중앙의 부분 영역을 대상으로 추출하

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색 값을 양자화하는 단계에 있어, Y 값보다 Cr 값과 Cb 값

을 보다 세밀하게 양자화 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색 값을 양자화하는 단계에 있어, Y 값은 비균등 양자화를

수행하고, Cr 값과 Cb 값은 균등 양자화를 수행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최대 빈과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을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에 있어, 

상기 제 1항에서 기술한 CrCb 평면 상에서의 두 개의 조건 영역 중에서, 상기 최대 빈이 속한 조건 영역의 빈들과 다

른 조건 영역에 속한 빈들과는 서로 그룹화를 수행하지 않고, 상기 최대 빈과 동일 조건 영역에 속한 빈들에 대해서만

그룹화를 수행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최대 빈을 검출하는 단계에 있어, 상기 제 1항에 기술한 CrCb 평면 상에서의 두 개의 부

분 영역이 각각, Cr이 125보다 크고 164보다 작고, Cb가 85보다 크고 131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제 1 영역과, C

r이 105보다 크고 134보다 작고, Cb가 127보다 크고 149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제 2 영역으로 구성되고, 상기 

최대 빈은 상기 제 2 영역 보다 상기 제 1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검출되도록 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최대 빈은 상기 제 2 영역 보다 상기 제 1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검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영역에 속한 빈 값과 제 2 영역에 속한 빈 값을 비교할 때, 상기 제 1 영역에 속한 빈 값에 1보다 큰 값의 가

중치를 곱하거나, 상기 제 2 영역에 속한 빈 값에 1보다 작은 값의 가중치를 곱하여 비교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최대 빈과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을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에서, 유사

한 칼라를 갖는 빈들은 각 빈이 의미하는 중심 칼라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구해지며, 중심 칼라 간의 거리는 Y 값 간의

거리, Cr 값 간의 거리, Cb 값 간 거리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Cb 값 간의 거리에 가장 큰 가중치를 적용하고 Cr 값 간

의 거리에 그 다음으로 큰 가중치를 적용하고, Y 값 간의 거리에 가장 작은 가중치를 적용하며, 상기 Y 값 간의 거리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Y 값이 특정 임계치 이하일 때에는 원래의 Y 값 간의 가중치보다 큰 가중치를 적용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YCrCb 색공간을 사용하는 동영상 표준인 MPEG 1, 2, 4 또는 H.26 계열로 인코딩된 데

이터를 처리하는 보안 시스템, 화상 통신 또는 비디오 인덱싱 기반의 응용 시스템 등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데 있

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색공간 상에서의 살색 범위를, 주로 일반적인 조건에서 얼굴 색상이 표현되는 영역과, 조명등

의 왜곡에 의한 얼굴 색상이 표현되는 영역으로 나눈 뒤 처리하므로, 조명등에 덜 민감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왜곡

에 강한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색공간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처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HSV, HSI 등의 색공간은 색의 3가지 특성인 밝기(Brightness), 순도(Sa

turation), 색상(Hue)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Naturality'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색공간은 

이미지 검색, 칼라 기반 영역 분리 등 칼라를 사용하는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반해, YCrCb나 Y

UV와 같은 색공간은 각 축이 의미하는 성질이 상기 기술한 순도나 색상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YCrCb 색공간은, MPEG, H.26x 계열 등 동영상 표준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처

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YCrCb 색공간을 바로 사용하여 영상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색공간으로 변

환하는 부수적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MPEG과 같은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추출할 경우 YCrCb 색공간에서 살색 영역 조건을 정의하여 추

출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살색 영역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색공간과 관계 없이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색공

간과 색공간 사이는 서로 변환 가능하므로, 하나의 색공간에서 정의된 간단한 색 범위에 대한 조건은 거의 동일하게 

다른 색공간에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색공간이 추출 성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히 

살색 조건 정의만 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 영역을 추출할 경우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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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양한 동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살색을 모두 포함하는 살색 영역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

순한 살색 조건만을 적용할 경우 얼굴 영역 이외의 많은 영역이 더 포함되어 추출되므로 얼굴 영역만을 추출하기 어

렵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살색 조건 뿐 아니라, 색 정보를 사용하여 영역을 세분화하거나 병합하

는 등의 추가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영상의 처리에서는 색공간의 특성이 성능을 많이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상기 기술한 색

공간에서 색의 기본 3가지 성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와, 색공간 내부에서 시각적인 색 차가 정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 등이 색공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YCrCb 색공간에서 영상을 처리할 때에는, YCrCb 색공간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각 응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카메라를 통한 화상 통신 영상의 경우 카메라 자체의 특성이나 조명에 따라 살색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왜곡 현상에 의해 원래 살색이라고 생각되는 좁은 범위의 살색 영역 이외에도 다양한 색으로 실제 얼굴 영

역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색의 왜곡은 다음 두 가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하나는 얼굴 영역의 부분적인 왜

곡이며, 다른 하나는 영상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얼굴 영역에 대한 부분적인 왜곡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보통은 방향성 있는 조명등으로 인해 얼굴 한 쪽이

그림자가 지거나, 빛의 반사로 인하여 얼굴 영역 중 일부분이 다른 얼굴 영역과 다른 색을 지니는 경우이다. 대부분 

이런 경우 얼굴 내부에서 밝기의 차이가 가장 심한 특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색의 순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

으로 그림자 부분으로 갈수록 색의 순도는 약한 특성이 있다. 조명 자체가 색조명이 아닌 자연광이나 형광등과 같이 

일반적인 조명일 경우 색상 자체의 변화는 크기 않다. 이와 같이 조명에 의한 얼굴의 부분적인 왜곡에서는 얼굴 내부

의 색상 차이는 '밝기' > '순도' > '색상'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얼굴을 하나의 영역으로 제대로 구분하기 위

해서는 밝기에 민감하지 않아야 하며, 반면에 색상에 민감해야 한다.

다음은 영상 전체에 대한 왜곡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카메라 자체적인 특성, 또는 전체적인 조명 특성으로 인해

영상 전체적으로 색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왜곡의 척도는 흰색의 물체가 흰색으로 표현되지 않고 다

른 색으로 왜곡되는 정도로 표현된다. 영상 처리에서는 실제 물체의 색이 흰색인지 알 수 없으므로 표현된 색이 왜곡

된 색인지 원래의 색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얼굴 영역 추출을 위해서는 살색 영역 조건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왜곡에 의해 표현되는 살색 영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원래 정의된 살색 영역과 왜곡되어 새롭게 포함

된 살색 영역이 하나의 얼굴에 모두 포함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영상 전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인데, 이

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이후 소개될 제안된 방법에서는 영상 전체에 대한 왜곡을 고려하여 새롭게 포함된 살색 영역과

원래 정의된 살색 영역을 다른 그룹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

먼저, YCrCb 칼라 기반의 영상 정보가 입력된다(단계 101). 이후, 도 1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영상이 입력되면 빠

른 처리를 위해 영상의 크기를 축소하는 'resizing'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드웨어 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

으며, 소프트웨어 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하나의 'resizing' 과정 예로서, 입력 영상은 QCIF(176*144) 크기의 YCrCb 4:2:0 형식이며 'resizing' 과정을 거치면

88*72 크기의 YCrCb 4:4:4 형식이 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4:2:0 형식이란 H.26 계열에서 사용하는 영상 표

준으로서 Y 값을 먼저 top-left 순서로 이미지 크기만큼 표현한 후, Cb 값을 top-left 순서로 이미지 크기의 가로 세

로 각각 1/2 크기만큼 표현하고, 다음 Cr 값을 top-left 순서로 역시 이미지 크기의 가로 세로 각각 1/2 크기만큼 표

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176*144 해상도를 갖는 한 프레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76*144*1.5 bytes가 필요하다. 4:

4:4 형식이란 Y, Cr, Cb 모두 이미지 크기만큼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본 발명에서 'resizing'된 후 한 프레임은 88*

72*3 bytes 만큼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resizing' 단계가 끝나면 각각의 픽셀 값이 살색 영역인지 여부를 판단하

여 살색 영역을 추출하는 살색 영역 추출 단계를 거친다(단계 102).

상기 단계 102의 살색 영역 추출 단계는,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판단하는 살색 조건 판단 과정(단계 102a)과 살

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들을 다시 유사 칼라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칼라 그룹화 과정(단계 102b)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단계 102인, 살색 영역 추출 단계의 출력으로는 가장 얼굴일 확률이 높은 살색 그룹에 해당하는 살색 영역이 후

보 영역으로 추출되며, 이는 후처리에 의해 잡음 등은 제거되고 얼굴 후보 영역만이 남게 된다(단계 103). 이후, 후보 

영역에서 얼굴임을 확인하여 얼굴 영역을 최종적으로 추출하는 얼굴 확인과정을 수행한다(단계 104). 그리고, 얼굴 

추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단계 105), 얼굴 추출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에서 현재 추출된 얼굴 영역 정보를 사용하

기 위해 현재 얼굴 영역 정보를 'pre-face region'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106). 이전 프레임에서 추출된

얼굴 영역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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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기 단계 102a인 살색 조건 판단 단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살색 조건 판단 단계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Training Set'을 수집하도록 한다. 여기서, 'Training Set'은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명 

하에 실제 화상 통신 영상을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수집된 화상 통신 영상 중 살색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을 별도로 수

집하여 최종적인 'Training Set'을 구성한다.

그리고, 구성된 'Training Set'을 사용하여 YCrCb 색공간 상에서 살색 영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에서 기술하였듯이 영상 전체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 경우를 별도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가 도면 2 내지 5에 나타나 있다. 도 2 내지 도 5는 본 발명에 따

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살색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살색 범위의 분포를 나타낸 도면이다

.

도 2는 'Y' 축에 대한 살색 분포를 나타낸다.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Y' 축 전체에 걸쳐 살색이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즉 'Y' 축, 밝기 성분을 이용해서는 살색 영역을 비 살색 영역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3은 'Cb'

축에 대한 살색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도 4는 'Cr'축에 대한 살색 분포를 나타낸다. 도 3 및 도 4에서 알 수 있듯이, '

Cb'와 'Cr'은 살색과 비살색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도 4는 'Y', 'Cr', 'Cb' 값 별로 조합하여 

각 부분 영역별 분포를 나타낸다. 즉 상기 도2, 도3, 도4에서 측정된 살색 영역 범위를 만족하는 색이라도 세 축의 값

이 조합을 이루었을 때에는 살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주로 회색(Gray) 영역에 해당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살색 범위 조건을 정의해 보도록 한다. 살색 범위 조건은 왜곡되지 않는 일

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과 영상 전체에 대해 왜곡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구분되어 정의된다.

먼저 'Y'축에 대해서는 '0'~'255' 범위를 갖는 전체 'Y' 범위 중 '41'~'250' 범위 사이가 살색 영역이 될 수 있는 조건

으로 지정한다. 전체 범위 중 약 75%가 살색 조건으로 포함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밝기 성분은 살색을 구분하는데

좋은 특징이 되지 않는다. 이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밝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과 상통한다.

다음, CrCb 색 평면 상에서 정의된 살색 영역 조건은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CrCb 색 평면 상에서 살색 영역 조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서 표현된 '그룹 1'은 왜곡되지 않은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된 살 색 영역 조건에 해당하며, '그룹 2'는 영상 

전체에 대해 왜곡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살색 영역 조건에 해당한다. 도 6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이 왜곡되지 않을 

경우 살색 영역은 'Red' 성분이 주로 나타나거나 간혹 'Green' 성분이 'Red' 성분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영

상에 대한 왜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Blue' 성분이 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기서, 평면 중앙에 표현된 작은 원은 순

도가 적은 영역, 즉 회색 영역으로서 역시 살색 영역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도 6에 표현된 살색 영역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TRUE IF

그룹 1: 40 < y < 250 .AND. 85 < Cb < 131 .AND. 125 < Cr < 164

그룹 2: 40 < y < 250 .AND. 127 < Cb < 149 .AND. 105 < Cr < 134

FALSE IF

|Cb-Cr| < 5 .AND. |(Cb+Cr)/2-128| < 5)

즉, '그룹 1'은 밝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Blue' 성분을 나타내는 'Cb'가 중간 값보다 작은 일부분이고 'Red' 성분을 나

타내는 'Cr'이 중간 값보다 큰 일부분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때, 중간 값은 원래 '128'이지만 어느 정도 중첩되도록 'C

b'의 경우 '131'부터, 'Cr'의 경우 '125'부터로 지정한다.

그리고, '그룹 2'는 역시 같은 밝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Cb' 가 중간 값보다 큰 일부분이고, 'Cr'이 중간 값보다 작은 일

부분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살색 영역에 주로 포함되는 'Red' 성분을 나타내는 'Cr'을 중첩되도록 '134'부

터 지정하였다. 여기서, 상기 기술된 중첩의 정도는 모두 실험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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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살색 영역 조건 정의만으로는 너무 많은 영역이 살색 영역으로 추출되기 때문

에, 살색 영역으로 추출된 영역을 다시 유사한 색을 지닌 영역으로 세분화 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살색 범위 중 유사한 색들끼리 묶어 그룹화하기 위해서 색을 양자화한다.

예컨대, 컴퓨터가 24 비트로 표현하는 색의 종류는 255 3 만큼이나 되므로 이를 바로 사용할 경우 그룹화하는데 매

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적당히 이들 색을 그보다 작은 개수(이를 양자화 레벨이라 함)가 되도록 일차적

으로 그룹화하는 것을 양자화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양자화 레벨이 작을수록 처리 시간은 효과적이 되지만 양자화 레

벨이 너무 작게 되면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기술한 YCbCr의 각 특성에 맞게 양자화를 수행 하였다. 먼저, 'Y'의 경우 상기 기술하였듯이 밝

기에 덜 민감하게 하기 위하여 'Cb', 'Cr'에 비해 적은 수의 양자화 레벨로 양자화하였다.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4

1'에서 '250'사이의 구간을 3개의 양자화 레벨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크게 나눔으로써 어느 정도 밝기 차이가 나는 

픽셀은 같은 밝기로 취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레벨 수를 줄임으로써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도 7의 (a)에서 알 수 있듯이, 'Y'의 경우 비균등 양자화를 행하였다. 즉, '41'에서 '63'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63'에

서 '120'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그 리고 '120'에서 '250'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낮은 구간

일수록 적은 폭을 갖는데 이는 '120' 이상에서는 조명의 반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밝기 차이가 크므로 모두 하나의

레벨로 보겠다는 것이며, '63'과 '120'사이의 구간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얼굴색의 밝기 구간이고, '63'에서 '

41' 사이의 구간은 얼굴의 그림자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균등 양자화는 성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에는 유리하지만 양자화 레벨 수가 큰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길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본 경우에는 양자화 레벨 수가 3이므로 크지 않고, 이에 비해 성능에 대한 효과는 크므로 'Y

'에 대해서만 비균등 양자화를 수행하고 'Cb', 'Cr'에 대해서는 균등 양자화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그룹 1'의 'Cb', 'Cr'의 양자화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상기 기술하였듯이 영상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원래의 살색 범위 조건 이외에, 왜곡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색 범위

조건을 살색 범위에 추가하였다. 이중 원래의 살색 범위 조건에 해당하는 '그룹 1'의 양자화 방법은 도 7의 (b) 및 (c)

에 나타낸 바와 같다.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 1'에서는 'Cb'의 경우 '85'~'131'사이의 값을 폭 '10'을 기준으로 균등 분할 하였고, 'Cr'

은 '125'~'164' 사이의 값을 폭 '10'을 기준으로 균등 분할 하였다. 'Cb', 'Cr'의 경우 'Y' 보다 매우 자세한 레벨로 양자

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Y' 보다 'Cb', 'Cr' 성분에 보다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다음에는 도 8을 참조하여, '그룹 2'에 대한 'Cb' 및 'Cr'의 양자화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이때, '그룹 2'에 대한 '

Y'의 양자화는 도 7 (a)에서 설명된 바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Cb' 및 'Cr'에 대한 양자화에 대해서 '그룹 2'의 경우에는 도 8의 (a) 및 (b)와 같이 양자화를 수행하였다.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Cb'의 경우 '127'~'149' 사이의 값을 폭 '11' 만큼 균등 분할하고, 'Cr'의 경우 '105'~'134' 사

이의 값을 폭 '15' 만큼 균등 분할 하였다. 여기서, '그룹 1'이 '그룹 2' 보다 약간 자세한 레벨로 양자화 되었는데, 이는

'그룹 1'의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살색 영역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경우가 적은 '그룹 2'는 보다 적은 수의 레벨로 

양자화한 것이다.

도 9는 상기 기술한 방법으로, 'Cb', 'Cr' 평면 상에서 균등 양자화를 했을 경우를 2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 9에서

'그룹 1'이 '그룹 2' 보다 다소 세밀하게 양자화된 것은 '그룹 1'이 대부분의 왜곡되지 않은 영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살

색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기술하였듯이, 지정된 살색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추출할 경우 얼굴 이외의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사한 색을 지닌 영역별로 영역을 분리하여 얼굴 영역만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유사한 색끼리 그룹화하는 과정을 칼라 그룹화라 하고 같은 칼라 그룹을 지닌 영역만을 분리하는 것을 영역의 

분리라고 한다. 일단 칼라가 그룹화되고 나면, 해당 그룹에 속하는 칼라를 지닌 영역만을 추출함으로써 해당 칼라를 

지닌 영역의 분리가 되 므로, 여기서는 칼라 그룹화 과정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면,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칼라 그룹화를 통한 얼굴 영역 추출 과정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칼라 그룹화를 통한 얼굴 영역 추출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처음에는 아직 얼굴 영역을 추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얼굴 영역이 이전에 성공적으로 추출되었는지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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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래그, 'Flag_FaceDetect'를 'FALSE'로 세팅한다. 다음 YCrCb 색공간에서 색을 표현한 입력 프레임을 받으면(

단계 1001), 상기 입력 프레임에 대하여 각 픽셀이 상기 기술한 살색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단

계 1002).

이때, 상기 단계 1002에서의 살색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에 대해서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구성하게 되는데 하나

는 프레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hist'와 다른 하나는 일부 영역만을 대상으로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Center_hist'

이다(단계 1003 내지 1006). 여기서, 단계 1003에서의 판단 결과, 'Center_Hist'는 만일 이전에 성공적으로 얼굴 영

역을 추출했을 경우, 즉 'Flag_FaceDetect'이 'TRUE'이면 이전 얼굴 영역을 대상으로 구성되고(단계 1005),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레임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 영역을 대상으로 구성된다(단계 1004).

다음, 상기 단계 1003 내지 1006에서 구성된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칼라 그룹화 과정이 수행되는데(단계 10

07),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칼라 그룹화 과정이 끝나면, 중요도가 높은 칼라 그룹에 해당하는 영역이 첫 번째 얼굴 후보 영역이 된다(단

계 1008). 이후, 얼굴 후보 영역은 탬플리트 매칭이나 눈, 입과 같은 얼굴 특정 정보를 사용하여 후보 영역을 확인하

거나 재 설정함으로써 얼굴 영역 추출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단계 1009).

한편,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칼라 그룹화 과정은 다음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여, 두 개의 히스토그램을 사용한 칼라 그룹화 과정을 나타낸 순서

도이다.

먼저, 입력 프레임에서 처음으로 그룹화하는 경우에는 'Center_hist'에서, 두번째 이후에는 'hist'에서 가장 큰 값을 갖

는 빈, 'bin max '를 구한다(단계 1101 내지 단계 1103). 만일, 상기 단계에서 구해진 'bin max '의 값(V(bin max ))이 

일정 임계치 'th1' 보다 작을 경우에는, 입력된 영상 프레임에 얼굴이 없다고 판단하고 루틴을 끝내며,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단계 1105 이후의 과정을 수행한다(단계 1104).

먼저, 'bin max '를 포함하여, 'bin max '가 표현하는 칼라와 유사한 칼라에 해당하는 'bin'들을 같은 '그룹 A'에 포함시

킨다(단계 1105). 여기서, 유사도 측정은 각 'bin max '와 다른 bin이 표현하는 중심 칼라 간의 거리를 사용하는데, 거

리가 특정 임계치 'th2'보다 작을 경우에는 한 그룹으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Bin'이 표현하는 중심 칼라란, 양자화된 

색공간의 부분 영역 하나 하나가 각 하나의 'bin'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부분 영역의 중심 칼라가 해당 'bin'의 

중심 칼라가 된 다. 또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bin'별 중심칼라는 테이블로 사전에 정의해 놓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그룹에 포함된 모든 빈값들을 더하여 그 합한 값이 일정 임계치 'th3'보다 크면 해당 칼라 그

룹을 하나의 얼굴 영역 후보 칼라 그룹으로 생각하여, 해당 칼라 그룹에 속한 칼라를 지닌 픽셀만을 표시하여 얼굴 후

보 영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현재 얼굴 후보 영역에 해당했던 칼라 그룹에 포함된 모든 빈들을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후 다시 처음 단계를 반복한다(단계 1006 내지 단계 1109).

만일, 상기 단계 1107에서의 판단 결과, 앞서 하나의 그룹에 포함된 모든 빈값들을 더하여 그 합한 값이 일정 임계치 '

th3'보다 작을 경우에는 입력된 영상 프레임에 얼굴이 없다고 여기고 루틴을 마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기 기술한 살색 조건인 '그룹 1'에 속한 색과 '그룹 2'에 속한 색은 한 화면의 하나의 얼굴에 동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룹 1'은 주로 나타나는 살색 영역이며, '그룹 2'는 조명등의 왜곡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살

색 영역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색이 '그룹 1'에서 '그룹 2'로 변화될 수는 있으나, 동시에 한 

얼굴에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하는 색들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bin max '가 '그룹 1'에 속한 경우에는, '그룹 1'에 속한 'bin' 들만을 대상으로 그룹화를 수행하

고, 'bin max '가 '그룹 2'에 속한 경우에 는, '그룹 2'에 속한 'bin' 들만을 대상으로 그룹화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최대 빈('bin max ')을 구함에 있어, 상기 최대 빈은 상기 '그룹 2' 보다 상기 '그룹 1'에서 우선적으로 검출되도록

가중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최대 빈('bin max ')은 상기 '그룹 2' 보다 상기 '그룹 1'에서 우선적으로 검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그룹 1'에 속한 빈 값과 '그룹 2'에 속한 빈 값을 비교할 때, 상기 '그룹 1'에 속한 빈 값에 1

보다 큰 값의 가중치를 곱하거나, 상기 '그룹 2'에 속한 빈 값에 1보다 작은 값의 가중치를 곱하여 비교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N 개의 칼라 그룹을 구하기 위한 그룹화 과정을 기술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처음 추출된 칼라 그룹의 영역

에서 실제 얼굴이 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과정에서 첫 번째 칼라 그룹이 검출되면 

해당 칼라 그룹의 영역을 후보 영역으로 검출하고 바로 루틴을 마치도록 설계하여 보다 실용적인 처리를 하도록 구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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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칼라 그룹화 과정에서 'bin max ' 와 각 'bin'이 표현하는 중심 칼라 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되, 각 요소에 가중치를 주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두 칼라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는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 의하면, 이 경우 밝기 성분을 나타내는 'Y'와 칼라를 표현하는 'Cb', 'Cr'을 모두 같은 중요도로 고

려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밝기 성분의 경우 보다 민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도를 낮게 하

고 'Cb', 'Cr'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할당할 필요가 있다.

이때, 'Cb', 'Cr'의 경우 살색에 'Red'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r'이 상대적으로 살색을 결정하는데 중요하

게 사용된다. 따라서 'Cb' 보다는 'Cr'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성분을 이용한 거

리에 가중치를 적용하되, 가중치는 'Y-거리에 대한 가중치 a << Cb-거리에 대한 가중치 b < Cr-거리에 대한 가중치 

c'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가중치 a:b:c는 실험에 의해 각각 1:16:25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Y'의 경우에는 3 가지 경우로 양자화를 하였는데, 제일 어두운 구간인 '41'

~'63' 구간은 화면 전체가 어두울 때 살색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머리 영역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화면 전체

가 어두울 경우를 제외하면 'bin max '의 중심 칼라가 밝을 경우에는, 'Y'가 '41'~'63' 구간은 얼굴 영역이 아닐 확률이

높다. 하지만 앞서 기술했듯이 밝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낮아야 되므로 가중치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41'

~'63' 구간의 밝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어둡더라도 'bin max '  의 중심 칼라와 같은 칼라 그룹으로 포함 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Y-거리에 대한 가중치 a 는 두 빈의 중심 칼라 중 하나의 밝기가 '41'~'63'일 경우에 한하여

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실험에 의해 '3'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최종적인 

두 빈간의 거리 계산 식은 다음 [수학식 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수학식 3

여기서, a = 3 if Y<63

1 others

b=16

c=25

한편, 이와 같은 살색 영역 추출 과정을 통하여 검출된 얼굴 후보 영역은 픽셀단위로 추출된 영역인 만큼 잡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Opening'이라는 모폴로지 기법을 사용하면 'Opening'에 사용되는 엘리먼트 크기보다 작은 잡음은 제거된다. 이를 이

용하여 잔 잡음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연결 성분(connected component)을 조사하여 연결 성분의 크기와 밀도

가 일정 임계치 이하인 연결 성분은 모두 버림으로써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연결 성분을 픽셀 단위로

계산하는 대신, 'N*N' 크기의 블록으로 블록화한 후 블록 단위의 연결 성분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모

폴로지에 비해 짧 은 시간으로 큰 크기의 잡음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검출된 얼굴 후보 영역은 실제 얼굴 영역 뿐 아니라 다른 잡음에 의해 검출된 배경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가

려내기 위해 후보 영역을 기준으로 얼굴 확인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데 얼굴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배경에서 기술한 탬플리트 기반의 방법이나 비칼라 특징 기반의 접근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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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본 발명에서는 얼굴의 'shape' 정보인 타원 매칭을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얼굴 영역을 확인한 후, 최종 얼굴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살색 영역이 타원모양에 가까운 것을 찾아내어 매칭된 타원이 얼굴 영역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인 얼굴 영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면, YCrCb 색공간을 사용하는 

동영상 표준인 MPEG 1, 2, 4 또는 H.26 계열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안 시스템, 화상 통신 또는 비디오 인

덱싱 기반의 응용 시스템 등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YCbCr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면, 색공간 상에서의 살색 범위를, 주로 일반적인 

조건에서 얼굴 색상이 표현되는 영역과, 조명등의 왜곡에 의한 얼굴 색상이 표현되는 영역으로 나눈 뒤 처리하므로, 

조명등에 덜 민감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왜곡에 강한 얼굴 영역 추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YCbCr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에 의하면, 작은 메모리와 적은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처

리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적 제한이 많은 이동통신 단말기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YCrCb 색공간에서 살색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CrCb 평면 상에서 중심 칼라가 Cr이 Cb보다 큰 하나의 조건 영역과,

중심 칼라가 Cr이 Cb보다 작은 또 다른 조건 영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두 개의 조건 영역을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에 

대한 살색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 중에서, 한 조건 영역의 중심 칼라는 Cr이 색공간의 중심(128)보다 크고, Cb가 중심(128)보

다 작으며, 다른 조건 영역의 중심 칼라는 Cr이 색공간의 중심(128)보다 작고, Cb가 색공간의 중심(128)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은 부분적으로 서로 겹치며, Cr이 125보다 크고 164보다 작고, Cb가 85보다 크고 131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하나의 조건 영역과, Cr이 105보다 크고 134보다 작고, Cb가 127보다 크고 149보다 작은 경

우를 만족하는 다른 조건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에 해당하는 칼라 중에서, CrCb 평면 상에서의 중심 영역은 살색 조건에서 제외시키며, 상기 

제외시키는 중심 영역은 다음 식 (｜Cb-Cr｜< 5 .AND.｜(Cb+Cr)/2 -128｜< 5)을 만족시키는 영역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조건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 Y 값의 특정 범위는 40보다 크고 250보다 작은 경우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두 개의 조건에 의하여 살색 영역에 대한 검출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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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영역에 대하여, 다시 유사 색 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지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유사 색 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지정하는 단계는,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색 값을 양자화하는 단계와;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히스토그램('hist')과, 이미지 부분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히스토그램('center_hist')

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히스토그램('hist') 또는 중앙 히스토그램('center_hist')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최대 빈을 찾는 단계와;

상기 최대 빈과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을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 및

상기 그룹화된 빈들에 해당하는 칼라 범위를 만족하는 픽셀들만 얼굴 후보 영역으로 지정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빈에 대하여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룹화 한 이후에, 한번 그룹화에 참여한 빈들을 제외시키고, 다시 나머

지 빈들 중에서 최대 빈을 찾아 복수 개의 그룹으로 칼라 그룹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부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히스토그램 추출은, 이전 프레임에서 얼굴 검출이 성공하였으면 이전 

얼굴 영역을 대상으로 추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 중앙의 부분 영역을 대상으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

CrCb 칼 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색 값을 양자화하는 단계에 있어, Y 값보다 Cr 값과 Cb 값을 보다 세밀하게 양자

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살색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의 색 값을 양자화하는 단계에 있어, Y 값은 비균등 양자화를 수행하고, Cr 값과 Cb 

값은 균등 양자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빈과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을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에 있어, 상기 제 1항에서 기술한 

CrCb 평면 상에서의 두 개의 조건 영역 중에서, 상기 최대 빈이 속한 조건 영역의 빈들과 다른 조건 영역에 속한 빈들

과는 서로 그룹화를 수행하지 않고, 상기 최대 빈과 동일 조건 영역에 속한 빈들에 대해서만 그룹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13.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빈을 검출하는 단계에 있어,

상기 제 1항에 기술한 CrCb 평면 상에서의 두 개의 부분 영역이 각각, Cr이 125보다 크고 164보다 작고, Cb가 85보

다 크고 131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제 1 영역과, Cr이 105보다 크고 134보다 작고, Cb가 127보다 크고 149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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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우를 만족하는 제 2 영역으로 구성되고, 상기 최대 빈은 상기 제 2 영역 보다 상기 제 1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검출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빈은 상기 제 2 영역 보다 상기 제 1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검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영역에 속한 

빈 값과 제 2 영역에 속한 빈 값을 비교할 때, 상기 제 1 영역에 속한 빈 값에 1보다 큰 값의 가중치를 곱하거나, 상기 

제 2 영역에 속한 빈 값에 1보다 작은 값의 가중치를 곱하여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

역 추출 방법.

청구항 15.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빈과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을 하나의 칼라 그룹으로 그룹화하는 단계에서, 유사한 칼라를 갖는 빈들은 

각 빈이 의미하는 중심 칼라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구해지며, 중심 칼라 간의 거리는 Y 값 간의 거리, Cr 값 간의 거리

, Cb 값 간 거리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Cb 값 간의 거리에 가장 큰 가중치를 적용하고 Cr 값 간의 거리에 그 다음으로

큰 가중치를 적용하고, Y 값 간의 거리에 가장 작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

역 추출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Y 값 간의 거리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Y 값이 특정 임계치 이하일 때에는 원래의 Y 값 간의 가중치보다 큰 가중

치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YCrCb 칼라 기반 얼굴 영역 추출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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