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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Binary Pattern (LBP) is becoming a popular tool for various machine vision applications such as face recognition,
classification and background subtra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extension of LBP, called the Diagonal LBP
(DLBP), to handle the image-based gender classification problem arise in interactive display systems. Instead of comparing
neighbor pixels with the center pixel, DLBP generates codes by comparing a neighbor pixel with the diagonal pixel (the
neighbor pixel in the opposite side). It can reduce by half the code length of LBP and consequently, can improve the
computation complexity. The Support Vector Machine is utilized as the gender classifier, and the texture profile based
on DLBP is adopted as the feature vector.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our approach based on the diagonal LPB
is very efficient and can be utilized in various real-time pattern classific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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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지문이나 홍채,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보안감시시스템이나 멀티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얼굴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취득의 용이성과 활용

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장 활기 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얼굴 인식분야와 함께, 최근에는 얼굴 표정이나

남녀 성별, 연령대나 의상의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자

동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얼굴영역을 찾아 성별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영상내의 사람에 대한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상호작용기반의 광고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다. 그림 1

은 이러한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건물 내외

의 광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카메라를 장착하여 관람

자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자동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에

특화된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젊

은 여성으로 판단되면 이들이 관심이 많은 패션과 미

용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고, 젊은 남성의 경우 스포츠

용품을 보여주면 광고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광고효과

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성별 판단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얼굴 영상으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인간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처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별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보고되고 있

는데[1-3],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영상에서 얼굴영역을

먼저 추출하고 정렬하여 특징량을 추출하고, 이를 학습

한 후 적절한 분류기(classifier)를 사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법을 따랐는데,

특히 본 논문에서는 최근 얼굴인식이나 동영상에서의
†E-mail : ykchoi@k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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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제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적 이진패턴[4]

기법을 개선하여 대각선형 지역적 이진패턴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성별판단을 위한 특징량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지역적

이진패턴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각선형 지

역적 이진패턴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제안된 성별 분

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 실험과정과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개선사

항을 소개한다.

2. 대각선형 지역적 이진패턴 (Diagonal LBP)

2.1. 지역적 이진 패턴(Local Binary Pattern)
Pietikainen 등은 LBP(Local Binary Pattern)라 불리

는 텍스처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중앙

화소에 대해 이웃 화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연산자(operator)로, 각각의 이웃 화소의 밝기를 중앙

화소의 밝기 값으로 이진화 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방

향으로 정렬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2

의 왼쪽과 같은 화소 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를 중앙 화

소 값으로 이진화 하고 이를 반 시계 방향으로 탐색하

여 코드화 하면 이진패턴 01111000이 만들어진다. 이

값은 그 중앙 화소와 그 이웃에 대한 일종의 명암도 차

이 표현으로, 이를 일반화 하면 임의의 화소에 대한 지

역적 이진패턴(LBP) 코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2)

이때 gc는 중앙 화소의 밝기 값을 나타내며, gp 는

중앙 화소를 중심으로 반경이 R인 원을 P개로 균등하

게 나눈 좌표 (xc, yc)에 대한 밝기 값을 나타낸다. 이때

좌표가 정확히 하나의 화소 중심에 대응되지 않을 경

우 쌍 일차 보간(bi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해 밝기

값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해 이

러한 연산자를 적용하면 0~2P -1의 값을 가지는 P-bit

의 화소로 구성되는 LBP영상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LBP 연산의 결과는 중앙 화소에 대한 텍스

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상내의 어

떤 블록에 대해 그 블록의 모든 화소에서 LBP 코드를

구하고,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이 히스토그램

은 해당 블록에 대한 좋은 텍스처 표현이 된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가로축은 각각의 LBP 코드 값(0~1)이

되며, 세로축은 해당코드가 블록에서 나타난 횟수를 나

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히스토그램은 2차원 영상 블록

에 대한 에지 특성을 1차원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ietikainen 등은 최근 이러한 방법에 의한

텍스처를 동영상에서의 배경 제거나 얼굴표정인식 등

다양한 머신 비전 응용분야에 적용한 결과들을 활발히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LBP를 이용한 텍스처 분석 응용에서 추

출 방향의 개수는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텍스처 추출 방향의 개수 P가 너무 크

면 가능한 패턴의 표현력은 좋아지지만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히스토그램의 bin수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LBP4,1의 경우 히스토그램의 bin수가

16이지만, LBP8,1의 경우 256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

은 텍스처의 표현력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메모리와

처리시간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데, LBP에서는

LBPP R, xc yc,( ) s gp gc–( )2p

p 0=

P 1–

∑=

s x( ) 1  if x 0≥
0   otherwise⎩

⎨
⎧

=

Fig. 1. An interactive Display System.

Fig. 2. Example of estimating LB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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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산이 히스토그램의 분석과, 비교 및 갱신

등을 기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감시나

영상검지기 등과 같은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응용분야

에서는 큰 P값의 사용은 시스템에 부담으로 나타나게

된다.

LBP의 다른 하나의 약점은 영상에서 밝기가 균일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즉, 중앙 화소와 인접 화소들 사이

의 밝기가 비슷한 경우 작은 잡음의 영향으로 LBP의

비트 값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영상에서 에지 영역들에서는 이러한 잡음의 영향을 적

게 받지만 일반적인 영상의 “공간적 중복성” 특징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 특히 이런 현상은 영

상의 취득과정에서 잡음이 많아지거나, 영상이 어두울

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Pietikainen은 이

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적용할 때에는 식 (2)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5].

(3)

이때 ε은 0보다 큰 작은 상수로 잡음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LBP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잡음에 보다 강건하게 동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각선형 LBP를 제안한다.

2.2. 대각선형 LBP (Diagonal LBP or DLBP)
밝기가 균일한 영역에서의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작

은 비트수로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 고찰한 결과, 인접

한 모든 방향에 대한 밝기 차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중앙 화소를 중심으로 밝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만

을 활용해도 충분히 그 화소의 텍스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대각선형 지역적 이진패턴(Diagonal LBP, DLBP)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4)

이때, gp와 gp’는 중앙 화소를 중심으로 반경이 R인

원을 2P개로 균등하게 나눈 좌표 와 이 좌표의 대각선

방향의 좌표 에 대한 밝기 값을 나타낸다. 이때도 화소

중심에 대응되지 않는 좌표의 경우 쌍 일차 보간을 사

용하여 밝기 값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연산자를

통해 P-bit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DLBP영상

에서 모든 화소는 2P가지의 값들 중 하나를 갖게 되게

된다. 그림 3은 이러한 DLBP의 패턴 추출 방법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 P는 4가 되며, 8방향에 대한

좌표 값을 이용하여 4비트의 대각선형 지역적 이진패

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LBP에 비해 패턴

을 대각선 방향으로 추출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패턴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모리

와 계산량이 크게 줄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실시간 응

용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DLBP에서는 코

드의 생성이 중앙 화소와의 비교가 아니라 대각선 방

향의 이웃 화소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

화소간의 거리가 두 배가 되며, 이에 따라 밝기가 균일

한 영역에서의 잡음에 의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장

점도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고

영상이 다양한 잡음에 노출될 수 있는 실시간 응용 분

야에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 대각선형 LBP를 이용한 성별분류 방법

입력 영상에 있는 사람의 성별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내의 얼굴영역 검출, 정규화(또는 정렬과정),

특징량 추출 및 분류과정이 필요하다. 

3.1. 얼굴영역 검출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Viola 와

Jones가 제안한 방법[6]을 이용하였는데, OpenCV 1.0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7]. 이 방법은 속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

는데, 여러 개의 단순한 분류기(Adaboost classifier)를

연결하여(cascade) 만들어진다. 각 분류기는 harr-like

feature를 입력으로 사용하는데, 순서적으로 연결된 각

분류기에서 해당 영역이 “pass” 될 수도 있고 “reject”

될 수도 있으며, 마지막까지 “pass” 되는 영역이 얼굴

영역으로 분류된다.

s x( ) 1  if x ε≥
0   otherwise⎩

⎨
⎧

=

DLBPP R, xc yc,( ) s gp gp′–( )2p

p 0=

P 1–

∑=

Fig. 3. Example of estimating DLB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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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얼굴영역 정규화

검출단계는 얼굴의 대략적인 영역만을 추출해 주는

데, 최종적인 분류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굴영

역을 정확히 정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정규화된 얼

굴 영상을 생성한다. 얼굴영역의 정렬을 위해서도 다양

한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Active Appearance Model

[8] 이라고 불리는 물체의 형태와 텍스처 통계 방법과,

얼굴 영역의 가로와 세로의 프로젝션 프로파일을 사용

하는 Profile Alignment[9] 등이 제안되고 있다. 전통적

인 방법으로는 눈이나 입과 같이 얼굴의 고유 성분을

추출하여 얼굴 영역을 정규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찾아진 얼굴 영역에서 얼굴영역 검출에 사용된

방법으로 눈 영역의 후보를 찾고 템플릿 매칭을 사용하

여 정확한 위치를 구한다. 이때 Normalized Correlation

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명의 밝기 변화에도 가장 강

건하게 동작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영상

에서 통계적으로 추출한 눈 영상을 템플릿으로 사용하

였다. 양쪽 눈의 위치가 추출되면 이를 중심으로 입의

대략적인 위치를 계산하고 [9]에서와 같이 수평 프로젝

션을 분석하여 정확한 입의 위치를 구한다. 최종적으로

양쪽 눈과 입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어파인 변환

(Affine Transformation)으로 영상을 정규화하였다. 

3.3. 특징량 추출 및 성별 분류기

정규화된 얼굴 영역에서 성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량(feature)을 추출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학습된 분

류기(classifier)에 입력하면 최종적인 성별이 판단된다.

특징량으로 영상의 화소값과 LBP4,1 과 DLBP4,1 그

리고 LBP8,1을 사용하였다. 먼저 영상의 화소값의 경유

정규화 영상의 각 화소의 그레이 밝기 값(grayscale

intensity value)을 그대로 판단을 위한 특징량으로 사

용하였는데, 정규화 영상의 크기가 NxN인 경우 N2 개

의 특징량이 판단기에 입력된다. 

지역적 이진패턴은 일반적으로 조명의 전반적인 변

화에 매우 안정적인데, 전반적으로 조명이 어둡거나 밝

은 경우에도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정규화 영상에서 각 화소의 LBP

(LBP4,1, DLBP4,1, 및 LBP8,1) 코드를 구해 LBP영상을

만들고, 이를 3x3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에서의

LBP프로파일을 만든다. 이때 LBP4,1 와 DLBP4,1 프로

파일의 bin수가 24=16이 되며, LBP8,1의 경우 28=256

개 이지만, Uniform LBP를 사용하면 프로파일의 bin

수가 59개로 줄게 된다. 각 블록별 LBP프로파일과 함

께, 정규화 영상 전체의 프로파일도 사용하는데, 결과

적으로 특징량의 개수는 LBP4,1 와 DLBP4,1 의 경우

3×3×16+16=160개가 되며, LBP8,1의 경우 3×3×256+256

=2560개가 된다. 이들이 성별 판단을 위한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얼굴 영역의 특징량을 이용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분류기(classifier)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얼굴 탐색에 사용된Adaboost 분류기[10]나, 신경회로

망, Supporting Vector Machine(SVM) 등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이

애매한 특징량들을 이용한 판단을 위해 이용되는데, 본

연구와 같이 영상을 이용한 성별의 구분도 이러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VM을 이용하였는

데[11] 변환을 위해서 RBF 커널을 사용하였다. SVM

은 패턴 인식이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분야에

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널기반 기법(Kernel-

based techniques)의 일종으로 통계적 학습이론에 기반

을 두고 있는데, 신경회로망에 비해 사용이 용이하며

성능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

출된 특징량들을 SVM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12].

4. 실 험

제안된 Windows XP상에서 Visual Studio 환경에서

개발되었는데, C와 C++언어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실험을 위해 FERET이나 IMM과 같은 외국인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인을 초점으로 하여 KUT 얼굴영상 DB의 2000장과

Postech의 얼굴영상DB(FD01)의 1800장을 사용하였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도 적용해 보았다.

영상들 중에서 남녀 각 300장을 이용하여 SVM분류기

의 학습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영상으로 인식하여 결과

를 도출하였다.

그림 4는 제안된 방법으로 얼굴영역을 추출하고 정

규화한 결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한 배경과

함께 복잡한 배경에 대해서도 얼굴 탐색과 주요 컴포

넌트 추출을 통한 정규화가 잘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5는 정규화된 영상에 대해 지역적 이진패턴

LBP4,1, LBP8,1, 및 DLBP4,1 를 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데, LBP8,1,는 각 화소가 8비트이며, 나머지는 4 비트

영상이다.

표 1은 전체적인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

화된 영상에서 밝기 값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전체

영상을 24×24, 36×36 및 48×48의 크기로 재 샘플링하

여 분류기에 입력하였다. 이에 따른 특징량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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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으며, 더 많은 특징량을 사용하면 인식률은 좋

아지지만 학습과정과 인식과정에서의 처리시간이 증가

하게 된다. LBP의 경우 LBP4,1가 가장 좋지 않은 성능

을 보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각선형 LBP가

DLBP4,1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경우는 LBP8,1로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들이 조명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LBP가 영상의 밝기 변화에 매우 강건한 특

징이 있으므로 Intensity(48×48)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LBP4,1의 경우 텍스처의 표현

성능이 너무 부족하며, DLBP4,1을 사용하여 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대각선형 지역적 이진패턴이 보다 작은 크기의

데이터로 영상의 텍스처 정보를 잘 표현하며,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기존의 LBP을 보완하

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에서 얼굴영역을 찾고 성별을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LBP를 개선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표

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각선형 LBP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성별 분류를 위한 특징량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분류기로는 SVM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방법의 특징량

과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DLBP가 기존의 LBP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향후 능동형 광고 디스플

레이 장치에 적용될 예정인데, 최종적으로는 성별뿐 아

니라 연령대 인식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며, 광고 디스

플레이 시스템의 광고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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