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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매체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쉽게 노출 되어 유포되고 있는 유해 영상을 검출
하기 위해 다양한 분류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유해 영상 내의 피부
색 영역에서의 Haar-like 특징을 추출하여 유해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 번
째 단계에는 샘플 영상에 대하여 기존에 제안된 피부색 검출 방법을 적용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검출된 피부색 영역 내의 Haar-like 특징을 추출한다. 각 샘플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들은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각각 2000장의 유해, 무해 영상을 학습한다. 학습된 모델은 
유해 및 무해 영상이 혼합되어 있는 영상 집합들을 분류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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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무분별한 정보 제
공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유해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 정보 접근을 규제하고 차단하는 방법이 필
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유해 정보 차단 방법들은 유
해 정보를 가진 IP 주소와 키워드가 저장된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유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들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수집된 데
이터베이스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해 사이트
의 IP 주소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해 사이트의 
주요 콘텐츠인 유해 영상의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RGB 컬러 공간에서의 피부색 검출 방법 

유해 영상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피부색 검출
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식(1)에서 제안한 Kovac 의 
RGB 컬러 공간에서의 방법을 사용하여 RGB 컬러 각 
채널에 대한 임계 값을 설정하여 피부색을 검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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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ar-like 특징을 이용한 특징추출 

영상을 유해 혹은 무해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피부
색 영역의 비율과 모양 그리고 위치 특성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있다[2-4]  
제안하는 방법은 샘플 영상을 32 x 32 로 정규화한 

후 RGB 컬러 공간에서의 임계 값을 통해 얻은 피부
색 영역에서 사람의 형태특징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Viola 가 제안한 그림 1 의 Haar-like 특징을 이용한다
[5]. 
다양한 유해 영상들로부터 추출한 Haar-like 특징들
에 대해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유
해 영상과 무해 영상 각각 2000장에 대해 학습한다. 
 
4. 실험결과 

그림 2 은 유해 영상과 무해 영상의 피부색 검출 
결과이며,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획
득한 유해 영상과 무해 영상 각각 1000 장씩 분류 실
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1) Haar-like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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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영상       (b) 검출 결과 

(그림 2) 유해 영상의 피부색 검출 영역과 무해 영상

의 피부색 검출 영역의 비교 

제안하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각 영상에 대하여 
유해 영상 98%, 무해 영상 83%의 분류 율을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RGB 컬러 공간에서 피부색 영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영역에서 Haar-like 특징을 이용하여 
유해 영상내의 특징을 얻는 분류 방법을 기술하였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유해 영상 특징들을 학습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양의 샘플 영상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
지만, 샘플의 특징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효과적인 분
류 결과를 보였다. 향후 과제로써 유해 영상들이 가
지는 고유의 특성을 정확히 판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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