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4. 4)

Haar-like Feature와 Connected Component 

Labeling을 이용한  역 검출

이민택
*
, 오민석

**
, 임 훈

***
, 이규원

*
,

*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 학교 한의학과

***
(주)테크모아

e-mail : mtlee@dju.kr, ohmin@dju.kr, yhlim@techmoa.com, kwlee@dju.kr

Tongue detection using Haar-like Feature and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Min-Taek Lee*, Min-Seok Oh**, Yeong-Hoon Lim***, Kyu-Won Lee*

*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Eng., Daejeon University

**Dept.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echmoa Co.

요       약
본 논문은  미각 역별 분석을 통해 신체의 이상 여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진 진단 시스템

의 첫 단계로 얼굴 상에서  역을 검출하는 실험을 통하여 미각 역별 분석의 기반을 다진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상을 획득한 후, Haar-like Feature를 이용하여 를 검출한다. 검출된  

역은 HSV컬러모델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진화 한 후, Connected Component Labeling을 이용하여  

역 분리한다. 한방병원의 환자들의  사진 100장을 이용하여 90%의 검출률을 확인하 다.

1. 서론

   설진은 환자의 설질( 質)과 설태( 苔)의 변화를 찰

하여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설질은 내장기능과 기

의 요한 반 체이므로 질병의 경 과 후를 단하는

데 요한 의의를 가진다. 설태는  의 이끼처럼 나타

나는 얇은 층의 물질로서 (胃)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

로, 이는 으로 찰하여 장의 기능과 병의 원인, 성질 

 병이 발생한 치를 진찰할 수 있으며, 질병의 후를 

단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

단하는 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선행 연

구들은 고가의 장비에 의존하여  역을 검출하고, 분석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장비 없이  상을 획득

하여  역을 검출한다. 제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역 검출 방법들을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

스템을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한 

실험  결과 고찰을 기술하고 제 5장에서는 결론  향

후 연구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일반 인  역 검출 방법에는 경희 학교에서 개발

한 디지털 설진 시스템과 한의학 연구원에서 개발한 설진

기를 이용하여 안면 상을 획득한 후, 의 역을 검출

하는 방법이 있다.[1] 이러한 디지털 설진 시스템은  

상을 획득하기 해 특별한 장치와 조명을 사용하여, 검출

률은 높지만 측정 장비의 규모가 커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에 지를 최소화하여 경계면을 

찾는 그래 컷(Graph Cut)[2] 방법과 그랩컷(Grab Cut)[3]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기 단계에 물체를 둘러싸는 역

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장치와 사용자 개입 없이  

 상을 획득하기 하여 카메라로 촬 한 상에서 

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3. 제안하는 시스템

그림 1. 체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 1과 같다.  역 검출을 하여 상을 획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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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수집한  상 136장을 Haar-like Feature

를 이용한  심 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심 역은 

HSV컬러모델의 H성분의 임계값으로 이진화를 통하여  

윤곽의 특징을 검출한다. 검출된  윤곽은 Connected 

Component Labeling을 통하여  역 분리를 한다.

3.1 Haar-like Feature

Viola[4]가 처음 얼굴 검출에서 사용한 Haar-like 

Feature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 인 인식자로 쓰인다. 

Haar-like Feature는 Haar wavelets과 개념 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웃 역의 강도의 차이를 계산하는 기본 함수의 

집합이다. 픽셀을 직  처리하는 방법보다 Haar-like 

Feature를 이용하는 것이 많은 이 이 있다. 가장 주된 이

은 픽셀 방식에서 표 이 어려운 모델에 해서도 좀 

더 학습하기 쉽게 표 할 수 있고 속도 면에서도 상당히 

빠른 결과를 보인다는 이다. 

 검출에 사용 하면 특징값을 구하는데 있어서 계산량은 

단순히 정수의 정합연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검

출을 할 수 있다.

Haar-like Feature를 통해  후보 역에 하여 추출되

는 값은 Haar-like Feature의 사각형에 포함되는 픽셀의 

합과 사각형내의 검은색의 역에 포함되는 픽셀의 값의 

합의 차이 값이다.

그림 2. Haar-like Feature

3.2 Adaboost Algorithm

Boost란 데이터들로부터 결과를 도출할 경우 약한 선택

기 들을 합쳐서 정확도가 높은 선택 기 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다. 장 은 결과가 잘못 도출될 확률을 여주

고 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단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다. 단 으로 학습 데이터와 약한 

분류기에 의존 이고, 매우 느린 학습 훈련이다.

Adaboost 알고리즘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Boost알고

리즘이고 단순하면서도 효율 인 장 을 가지고 있다.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학습을 거듭할수록 를 

잘 표 하는 특징값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 강력한 인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Adboost 알고리즘을 통해 뽑은 

특징값을 그림 3과 같이 단계별로 그룹화 한다.

그림 3. N개의 단계를 갖는 분류기

그룹화를 통하여 더 강력한 인식 알고리즘을 구  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 은 수의 특징값을 가지고 일정한 

수 의 별 능력을 가진 특징값들을 그룹화하고 다음 단

계에서 첫 단계에서 보다 더 많은 수의 특징값을 가지고 

 단계와 비슷한 별력을 가지는 그룹을 만든다.

3.3 학습데이터

Haar-like Feature와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림 4와 같이 학교 한방병원에서 촬 한 136장의  

상에 한 학습을 수행 하 으며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

하여 그림과 같이 를 검출하고. 학습의 단계는 14단계를 

사용하여,  검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검출된 역은 

녹색 사각형으로 구분하 다.

그림 4. Haar like feature 학습을 한  데이터

그림 5.  검출 결과

3.4  윤곽선 검출

HSV컬러 모델은 다른 색상 모델과 비교하여 인간의 

시 모델과 흡사한 색상 모델로서 인간의 직 인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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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검출된  상의 정확한  

역 분리를 하여 RGB컬러모델을 HSV컬러모델로 변환

하 다.

그림 6. HSV 컬러모델 변환

그림 6은 RGB 컬러모델을 HSV 컬러모델로 변환한 사

진다. H의 색상값은 (0,360)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는 

주로 색 근처의 값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는 한방병원에서 획득한  상 136장의 평균 밝기를 산

출하여 재 수집된  DB를 학습한 결과 식 1과 같이 H

의 임계값은 a1은 90, a2는 130을 도출되었고, 이진화 하

을 때 그림 7과 같이 명확한  윤곽 검출을 하 다.

그림 7.  윤곽 검출 상

그림 8.  윤곽 데이터 손실

그림 8은  윤곽 데이터 손실을 나타낸 그림이고, 본 

실험은 식 1과 같이 임계값 H를 용하여 실험하 다.

3.5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Algorithm

마지막으로  역 분리를 해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알고리즘은 서로 연결된 인 화소 

역은 픽셀들의 값이 동일한 하나의 번호로 라벨링 되고 

다른 인 역은 다른 번호로 라벨링 된다. 이 라벨링된 

상  가장 큰 부분이  역으로 추출하게 된다.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알고리즘은 픽셀들과

의 연결을 이용한 알고리즘이다. 좌표(x,y)의 픽셀 I에 

하여 수평과 수직, 각으로 연결된 픽셀의 좌표의 집합을 

N8(I)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x-1, y-1) (x-1, y) (x-1, y+1)

(x, y-1) (x, y) (x, y+1)

(x+1, y-1) (x+1, y) (x+1, y+1)

만약 두 개의 픽셀이 서로 이웃한다면 그때 두 개의 픽셀

은 서로 인 되었다고 정의한다. 픽셀의 인  정의는 두 

개의 픽셀 i와 j에서 만약 j가 N8(I)의 원소라면 인 이라

고 가정한다. 어떤 픽셀 I가 다른 픽셀 j에 인 되었다면 i

는j에 연결되었다고 한다. 두 개의 픽셀이 서로 연결되었

다면 그때 두 개의 서로 다른 픽셀들에게 같은 이블을 

부여한다. 같은 이블이 부여된 픽셀들의 집합이 상에

서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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