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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audio speech recognition is affected by noise in real 
environment, visual speech recognition is used to support 
speech recognition. For the visual speech recognition, this 
paper suggests the extraction of lip-feature using two types of 
image segmentation and reduced ASM. Input images are 
transformed to YCbCr based images and lips are segmented 
using the contrast of Y/Cb/Cr between lip and face. 
Subsequently, lip-shape model trained by PCA is placed on 
segmented lip region and then lip features are extracted using 
ASM. 

 

I. 서론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잡음은 음성인식에 많은 제한

을 준다. 따라서 잡음으로 인한 음성인식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이용한 인식연구가 활성화되었다

[1]. 영상으로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화자 입술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1 

본 논문에서는 입술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먼저 카메라에서 입력된 RGB 기반의 정면 얼

굴 영상을 YCbCr 칼라 공간으로 변환 후, 얼굴에서 피

부와 입술의 Y, Cb 및 Cr 의 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얼굴에서 입술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입술영역에서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한 입술모델을 

적용해서 ASM(Active Shape Model)의 수렴연산을 이용하

여 입술의 특징을 추출한다[2]. 따라서 사람의 피부색에 

                                                           
1※ 본 연구는 산업 자원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다중 생체기반 실감형 디바이스 개발과제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되었음. 

무관하게 입술 검출이 가능하고, 초기 입술모델을 정확

하게 위치시켜 ASM 의 반복연산을 줄일 수 있다. 

 

II. 본론 
YCbCr 칼라 공간에서 입술은 Cr 과 Cb 성분이 얼

굴의 피부색보다 우세하다. 그리고 입술은 Cr 성분값이 

Cb 보다 크다. 또한 Y 성분은 입술 윗부분에서 높고, 

좌우 양끝점 및 윗입술 아래 부분은 작다. 이러한 특성

을 사용해서 Cr 과 Cb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과, 

Cr/Cb 색채성분과 더불어 Y 까지 이용한 영상을 융합하

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얼굴에서 입술영역을 검출할 

수가 있다. “그림 1”의 “영상 A”는 색채 성분만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얼굴 인식에서 사용하는 

MouthMap 영상 생성 기술을 이용하였다[4]. 

영상 B
(Y,Cb,Cr 대조비 영상)

영상 C
(융합 영상)

영상 입력

영상 A
(Cb,Cr 대조비 영상)

 
그림 1. Segmentation 과정 

MouthMap 은 정규화된 Cr2 과 Cr/Cb 성분을 적용하

지만, 여기서는 정규화 없이 사용하여 Cr2 과 Cr/Cb 의 

대비를 크게 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영상은 다시 η값

을 조절한 임계값을 사용하여 이진영상으로 변환한다. 

“영상 B”는 얼굴의 피부와 입술에서 각 색채성분과 

Y 성분이 갖는 정보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입술을 

YCbCr 농도 대비를 이용한 입술특징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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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얼굴영역에서는 Y 성분값이 색채 성분값보다 

크다. 따라서 Cr 및 Cb 성분값에서 Y 성분값을 빼면 

색채 성분값이 높은 입술만 부분적으로 남는다. 정규화 

후 식 (1)와 같이 연산을 수행하면 입술을 제외한 부분

이 제거된다. 

“영상 B” = 2))'()'(( YCbYCr −−−       (1) 

“영상 A”는 조명의 영향을 덜 받는 아랫입술과 

윗입술의 중앙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반면에 Y 성

분을 활용한 “영상 B”는 윗입술의 모서리 부분과 입

술의 양끝점을 잘 표현한다. 따라서 각각의 특색 있는 

두 영상을 융합하여 이진화하면 “영상 C”와 같이 입

술모양을 검출할 수 있다. 

검출된 입술영상에서 입술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ASM 을 사용한다. ASM 에 적용할 평균입술 모델은 

PCA 를 이용하여 16 개의 특징점을 가지는 열린입술과 

10 개의 특징점을 가지는 닫힌입술 모델을 만든다. 

평균입술 생성

및 훈련

입술특징 추출

(ASM)

Segmentation 입술영역 검출

입술모델 적용

 
그림 2. Lip-Feature Extraction 

일반적인 ASM 은 평균모델의 초기 위치를 입력영

상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각 특징점이 최대 에너지값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인 연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입술영역이 앞의 과정에서 이미 검출되었으

므로, 평균입술 모델을 검출된 이진 입술 영상 위에 정

렬시킨다. 따라서 입력영상의 중앙에서 탐색 및 연산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ASM 방법에 비해 적은 반복 연산

량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술의 움직임을 “그림 3”에 표현된 특징 벡

터의 크기(size)로 비교하였다. 

AA

BB

CC
 

그림 3. 특징벡터(A, B, C) 

“표 1”은 수작업으로 직접 구한 특징벡터(A,B,C)와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특징벡터 (A’,B’,C’)의 관계를 

상관계수 “ρ”(범위: -1≤ρ≤1)로 표현하였다. 상관관

계 “ρ”가 1 에 가까우므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입술

의 움직임의 표현에 적합함을 알 수가 있다. 

표 1. 수동 및 알고리즘 상관관계 

상관계수 ρA,A’ ρB,B’ ρC,C’ 평균 
남자 31명 0.83 0.83 0.83 0.83 

여자 34명 0.82 0.82 0.82 0.82 

평균 0.82 0.82 0.82 0.82 

“표 2”는 ASM 에서의 특징추출과정 중 최대 반

복 연산횟수에 따른 MATLAB 알고리즘 처리시간이다. 

최대 반복 연산 횟수의 변화에 관계 없이 처리시간의 

차가 작은 이유는, 적은 반복 연산으로도 입술모델에 

수렴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ASM 의 반

복연산 횟수를 작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체 

연산 소요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표 2. ASM 반복 연산과 처리 시간 

최대 반복 연산 2 5 10 100 

65 단어 처리시간 135 sec 143 sec 144 sec 148 sec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YCbCr 색상 표현 방식을 이용하였

다. 얼굴에서 입술과 피부색이 가지는 색채와 휘도의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특징의 이진영상을 

융합함으로써 입술을 얼굴로부터 구별하였다. 또한 입

술영역이 얼굴로부터 분리된 이진영상을 ASM 을 적용

한 단계에 활용하므로 평균입술 모델의 초기위치 설정

과 정렬이 용이하여 반복연산의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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