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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얼굴인식에 있어서 요한 얼굴 역과 머리 역을 차 상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  입력 상에 한 CMYK 상  K 상을 가지고 머리 역을 분리한 후에 YIQ 상

의 Y 상과 머리 상과의 차 상을 이용하여 얼굴 역을 분리한다. 분리한 머리 역과 얼굴 역에 

하여 라벨링을 하여 각 역을 얻는다. 제안한 방법은 머리와 얼굴 역을 뚜렷하게 분리하여 특징

 추출 시 매우 유용할 것이다.

1. 서론

   생체 인식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생리  

는 행동상의 특징을 측정해 그 결과를 사 에 측정한 특

징과 비교하여 그 확실성을 결정함으로써 개인을 인식하

는 패턴 인식 시스템이다. 생체 인식 기술은 인간 생활에 

안 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서 많은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로서 IT 기반이 비교  잘 정

립된 우리나라의 경우 략 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선

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망 분야라 할 수 있다.[1]

   얼굴인식 시스템은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을 분

석하여 얼굴 역을 추출하는 과정과 추출해 낸 얼굴의 

특징을 분석하여 인증하는 과정이 있다. 

   얼굴인식 시스템의 가장 요한 문제는 얼굴 역의 

정확한 추출에 한 문제로 기존에 리 알려진 방식은 

에지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 컬러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한 주성

분 분석법[4], 템 릿을 이용한 정합법(Template Matchin 

g)[5],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을 이용한 방법[6]이 

있다.

   본 논문은 차 상을 이용하여 얼굴인식에 있어서 요

한 얼굴 역과 머리 역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차 상을 이용한 분리 방법

   2.1 제안한 방법의 흐름도

   칼라 입력 상의 CMYK 상  K 상을 가지고 머

리 역을 분리한 후에 YIQ 상의 Y 상과 머리 상과

의 차 상을 이용하여 얼굴 역을 분리한다. 제안한 방법

은 <표 1>과 같다.

<표 1> 제안한 방법의 흐름도

① 입력 상

↓ ↓

② YIQ의 Y 상 ③ CMYK의 K 상

↓ ↓

④ 그 이 변환 상(공통)

↓ ↓

⑤ 머리 상 = 

    K 상 - 그 이 상

↓

⑥ 얼굴 상 = 

Y 상 - 머리 상

↓

⑦ 이진화(공통)

↓ ↓

⑧ 라벨링(공통)

↓ ↓

⑨ 얼굴 역 분리 �� 머리 역 분리

   2.2 입력 상과 기본으로 사용하는 상들

   입력 상은 정면얼굴의 상과 45°와 90° 방향의 얼굴 

상을 사용하 으며 (그림 1)과 같다.

  

정면               45°               90°

(그림 1) 칼라 입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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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칼라 입력 상에서 CMYK의 K 상이며, 

(그림 3)은 YIQ의 Y 상이고 (그림 4)는 칼라 입력 상

에 한 그 이 상이다.

  

(그림 2) CMYK의 K 상

  

(그림 3) YIQ의 Y 상

  

(그림 4) 그 이 변환 상

   2.3 분리 역의 라벨링

   라벨링은 ‘인 하여 연결’되어 있는 모든 화소에 동일

한 번호를 붙이고 다른 연결 성분에는  다른 번호를 붙

이는 것으로, 이진화 된 상을 라벨링 하는 간단한 방법

은 Glassfire 알고리즘이다. Glassfire 알고리즘은 마른 잔

디(glass)에서 불(fire)이 번져 나가는 모양과 비슷하게 화

소를 라벨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자기호출

(recursive call)을 이용하여 모든 인  요소가 라벨링 될 

때까지 재 심화소의 주변 인  화소를 차례로 검사하

면서 라벨링 하는 방법이다.

   라벨링의 단계는 이진화 된 상을 탐색하다가 밝기가 

255인 화소값을 만나면 라벨링을 수행하고 이 라벨링 

을 4-근방 는 8-근방의 심으로 이동 후 다시 인 화

소의 미 방문 255 화소 값을 라벨링 하는 방식으로 반복

한다. 역 라벨링의 단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역 라벨링의 단계

255

255 255 255

시작 →

31

255 255 255

라벨링 →

31

255 255 255

심이동 →

31

31 255 255

라벨링

31

31 255

255 255 255

심이동 →

31

31 31

255 255 255

라벨링 →

31

31 31

255 255 255

심이동 →

31

31 31 31

255 255 255

라벨링

   2.4 머리 역 분리

   머리 상은 (그림 2)의 CMYK의 K 상에서 (그림 4)

의 그 이 변환 상을 뺀 것으로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머리 상

   (그림 6)은 머리 상을 기본 임계치(128)로 이진화 한 

후에 라벨링을 하여 머리 역으로 분리 한 그림이다. 머

리 역은 녹색으로 표시하 다.

(그림 6) 머리 역의 이진화와 라벨링 

   2.5 얼굴 역 분리

   얼굴 상은 (그림 3)의 YIQ의 Y 상에서 (그림 5)의 

머리 상을 뺀 것으로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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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얼굴 상

   (그림 8)은 얼굴 상을 기본 임계치(128)로 이진화 한 

후에 라벨링을 하여 얼굴 역으로 분리 한 그림이다. 얼

굴 역은 녹색으로 표시하 다.

(그림 8) 얼굴 역의 이진화와 라벨링 

3. 실험

   실험 상은 배경이 없는 칼라 상으로 디카 사진을 

사용하 으며 정면 상과 정면을 기 으로 왼쪽으로 45°, 

90° 오른쪽으로 45°, 90° 방향의 얼굴 상 등 5가지로 분

류하여 실험하 다. 10명의 5가지 상으로 총 50개의 입

력 상으로 실험하 으며 각 상에 해 머리 역과 

얼굴 역을 분리하 다. 얼굴 역은 기존 컬러 정보를 이

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하 으며 머리 역도 렷하게 분

리 되었다. (그림 9)는 칼라 상의 그 이 상에 한 

CMYK의 K 상과 머리 상과의 비교 그림이고 (그림 10)

은 칼라 상의 그 이 상에 한 YIQ의 Y 상과 얼굴

상과의 비교 그림이다.  

  

     원 상            K 상           머리 상

(그림 9) K 상과 머리 상과의 비교

  

     원 상            Y 상           얼굴 상

(그림 10) Y 상과 얼굴 상과의 비교 

4. 결론

   이 논문은 얼굴인식에 있어서 요한 얼굴 역과 머

리 역을 차 상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각도에 상 없이 머리 역과 얼굴 역을 쉽게 분리

할 수 있으며, 각 상의 특징 도 잘 분리할 수 있었다. 

차후 배경이 복잡한 상과 더 많은 각도에 하여 실험

을 해보고 얼굴과 머리 역 뿐 아니라 얼굴의 각 특징

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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