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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상도 휴 폰 컬러 상을 상으로 조명변화에 강인한 얼굴 역 자동 검출 방법

을 제안한다. 얼굴 역 추출을 하여 화된 휴 폰 상 가운데 해상도 컬러 상을 사용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조명에 의해 변화가 큰 상의 질을 LB_MS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향상시킨뒤, 
YCbCr 색공간에서 Cb, Cr과 Y성분을 모두 이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해낸다. 실험결과 조명변화가 존
재하는 상을 LB_MSR 방법으로 향상시킨뒤 Cb, Cr 그리고 Y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얼굴 
역을 보다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정보화 기기들의 속한 발 과 탄생으로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화 됨으로서 각종 시설  통

신 등에 한 보안이 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원 확인  인증을 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신원확인과 인증에 따른 개인 정보에 

한 보호 문제가 두 면서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보안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의 신체 인 특

징을 개인 식별에 이용하는 생체 인식(Biometrics) 

기술은 별도로 사람이 인 으로 기억하거나 보

할 필요가 없으며, 도용이 힘들다는 에서 강력한 

보안  인증 분야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 연구되고 있는 얼굴, 지문, 음성, 홍채, 망막

을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  사람의 얼굴을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은 사용자가 특별한 기계와의  

행 에 한 요구없이 비 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편리성 있는 생체 인

식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얼굴 상은 인식 

환경이나 인식 상의 가변성이 크다는 문제 을 지

니고 있다. 즉, 표정, 안경 등에 의해 수시로 바 는 

얼굴 모양과 조명, 카메라와의 거리차이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얼굴 역 검출방법들 에

서 피부색을 이용한 얼굴 역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상에서 조명에 의한 인식환경이나 인식 상의 가

변성을 해결하는 방법에 해 제안하 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Y, Cb 그리고 Cr 모두를 이용한 색

상 기반 얼굴 검출 방법[7]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조명 변화를 해결하기 한 상 향상 방법인 

Luminance Based Multi-Scale Retinex (LB_MSR) 

[2] 알고리즘을 소개한 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제

시한다. 

2. YCbCr 색상공간

   과거 많은 색공간들이 피부색 검출에 사용되어왔

다. 몇몇 색 분류의 경우에 만약 휘도 성분을 제거

한다면 조명변화에 어느 정도 강건해 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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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색차 정보만을 이용하 다. 하지만, Phung et 

al.[1]의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휘도 성분을 제

외한 Cb와 Cr 성분만을 이용한 방법보다 Y, Cb 그

리고 Cr을 모두 이용한 방법이 조  더 좋은 결과

를 도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도  

Cb, Cr성분만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Y, Cb 그리고 

Cr 성분 모두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 다.

  Hsu[7]는 YCbCr 색공간에서 휘도성분인 Y (Y= 

0.2999R+0.587G+0.114B)의 함수로써 Cb와 Cr을 이

용하여 변환된 색도인 C'b(Y)와 C'r(Y)를 생성한다. 

이때 피부색모델은 ((Y)와 (Y))과 클러스

터의 폭(Wcb(Y)과 Wcr(Y))으로 기술되고, 이 과 

클러스터의 폭은 변환된 색도를 계산하기 해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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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i는 Cb 는 Cr이며, Wcb=46.97, WLcb=23, 

WHcb=14, Wcr=38.76, WLcr=20, WHcr=10, Kl=125, 

Kh=188 이다. YCbCr 색공간의 Ymin과 Ymax값은 

각각 16과 235이다[7]. 

  YCbCr 색공간으로 변환시킨후, 피부색 참조 맵으

로 Cb와 Cr값이 기 값 내에 들어 있을 경우 피부

색으로 간주하여 이진화된 상으로 변환한다[9].

  




   ≦  ≦ ∩ ≦  ≦  
 

      (a)              (b)             (c)

(a) 원 상  (b) CbCr을 이용  (c) YCbCr을 이용

그림 1. 얼굴 역 이진화

3. 상 향상을 한 LB_MSR 알고리즘

   색상 분석을 통한 얼굴 역 검출 방법은 얼굴의 

크기와 방향 등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조명에 큰 

향을 받는 단 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과 같은 색

이 있을 경우 검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명변화에 따라 얼굴 색

상이 변화하여 얼굴 역을 피부색으로 검출하는데 

힘들었던 을 극복하기 해 휘도 성분을 변경한 

LB_MSR기법[2]을 이용하여 상의 색상을 향상시

킴으로써 조명변화에 따른 얼굴 역이 검출되지 않

았던 을 개선할 수 있었다.

  우선, 식(1)과 같은 표 차를 통해 각 픽셀의 휘

도를 얻는다.

    ×


     
  ×


     

  ×


     
(1)

  휘도의 컨볼루션은 2개의 작은 크기를 가진 가우

시안 함수들과 하나의 큰 크기를 가진 가우시안 함

수의 합인 2차분포 가우시안 함수로 처리된다. 휘도

의 컨볼루션에 한 로그 계산에 의해 휘도가 향상

된다. 

   


 



          ∗   
 (2)

여기서 Wi는 i-번째 scale에 연 된 계수이고,  

F(x,y)는 Kexp(-(x2+y2)/c2)와 같은 가우시안 함수이

다. 이때    에 
의해 결정되는 K는 상수이고, c는 가우시안 주변공

간상수(Gaussian surround space constant)로서,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861

C1=5, C2=20, C3=240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만약 Wi=0.33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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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식(3b)에서 비록 동  범 (dynamic range)를 압축

했지만, 원 상의 노이즈가 세개의 각 컨벌루션의 

곱으로 인해 향상되므로 식(4)와 같이 계산한다.

    


    ⋅   ⋅   

   ∗            
  (4)

식(4)에서, 세 번째 가우시안 필터가 크기 때문에 상

당히 많은 처리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큰 도우 

가우시안 필터를 통해 처리하는 동안, 이미지의 평

균값과 거의 같은 주  구성요소를 얻을 수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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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RMSR2의 출력값이 0에서 255까지의 범 를 가질 

수 있도록 식(6)과 같이 Contrast(gain)과 Brightne-

ss(offset)을 기반으로한 히스토그램을 용한다. 

         ×             (6)

여기서 G(gain)은 150, b(offset)은 0.6이다. 어떤 픽

셀의 향상된 휘도값이 이 의 값에 비해 하된 값

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    

                  


     

 (7)

식(8)을 통하여 같은 색도를 각 채 에 설정한다.

    




   
   
   

⋅   (8)

이때 j는 R,G 그리고 B의 구성요소이며, 각 역의 

채도를 조정하기 하여 0과 1사이의 가변상수 λ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색을 얻기 하여 각 

색의 채도 조정을 식(9)와 같이 계산한다. 

 
             


        (9a)

               ⋅     (9b)

여기서, K1 = 0.15,  K2=K3=0.3 이다.

4.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해 기존

의 고화질 상보다 쉬가 없어 명암에 향을 

더욱 많이 받는 휴 폰의 해상도 상을 사용하

다. 

       (a)             (b)              (c)

    (a) LB_MSR 후 이진화  (b) CbCr을 이용

    (c) LB_MSR 후 YCbCr을 이용

그림 2. 얼굴 역 검출

실험결과, 그림 2와 같이 Cb와 Cr만을 이용하여 얼

굴 역을 검출한 상보다 상 향상을 통한 Y,Cb 

그리고 Cr을 이용한 상에서 보다 많은 얼굴 역

과 잡음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조명에 강건한 결과

를 보 다. 더욱이, CbCr만을 이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한 상 에서  검출하지 못한 상도 

LB_MSR과 YCbCr을 통해 검출한 결과 얼굴 역

을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경 색상이 피부색과 가까운 역이 많

은 상에서는 얼굴 역 외의 잡음이 기존보다 조

 더 검출되었다. 그림 4는 원 상에서 CbCr과 

LB_MSR을 용한 후 YCbCr을 이용하여 얼굴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862

역을 이진화(그림 3)한 뒤, 확장연산과 수축연산과 

같은 형태학  필터링을 용하지 않고 이블링한  

결과이다. 

      (a)              (b)              (c)

(a) 원 상    (b) CbCr을 이용

(c) LB_MSR 후 YCbCr을 이용

그림 3. 얼굴 역 이진화

      (a)              (b)              (c)

(a) 원 상    (b) CbCr을 이용

(c) LB_MSR 후 YCbCr을 이용

그림 4. 얼굴 역 검출

5. 결론

   본 연구는 해상도 휴 폰 컬러 상에서 조명

변화에 강인한 얼굴 역을 검출하는데 을 두었

다. YCbCr을 모두 이용함으로써 단지 채도(Cb,Cr)

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뛰어났고, 상 향

상을 한 LB_MSR을 이용하여 조명 변화를 제거

하므로써 어두운 역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얼굴 

역을 검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 향

상을 통해 피부색과 비슷한 배경과 잡음이 조  더 

검출되는 상도 존재하 다. 앞으로의 과제는 

YCbCr과 LB_MSR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

던 경험 인 값들을 더욱 정확하게 추출하기 한 

연구가 요구되며, 후 과 련된 조명변화와 잡음을 

제거하는 기법에 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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