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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성인영상에서 모자이크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성인영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격자형 모자이크 검출을 위

하여 입력영상에서 에지를 검출한 후, 에지영상을 이용하여 모자이크 후보영역을 검출한다. 모자이크 후보영역은 모자이크맵을 

생성하고 이진화하여 후보영역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후보영역내의 모자이크맵의 값이 임계치 이상인 영역을 최종 모자이

크 영역으로 검출한다. 실험결과 모자이크가 없는 영상에서 약간의 오검출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키워드: 성인영상(adult image), 모자이크(mosaic), 유해영상(harmful image)

I. 서 론

성인 영상 무단 유포를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청소년 

성범죄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으로 성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성인영상 검출 기술들은 대부분 피부색에 

의존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 
현재 유통중인 대부분의 성인영상의 경우 절반 이상이 특정 신체부

위를 모자이크로 가리고 있어 성인영상 검출에 있어서 모자이크 

검출 기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자이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들이 모자이크 생성이나 삭제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 모자이크 검출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영상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격자형 모자이크 검출 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먼저 입력영상에서 에지를 검출한 후, 에지영상을 이용하여 모자

이크맵을 생성한다. 생성된 모자이크맵을 이진화 하여 영역별로 라

벨링을 수행하여 모자이크 후보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모자이크 

후보영역별로 모자이크맵의 값이 임계치 이상인 영역을 최종 모자

이크 영역으로 검출한다. 다음 그림은 모자이크 검출을 위한 절차도

이다.

그림 103. 모자이크 검출의 절차도

Fig. 1. Flow chart of detecting mosaic

 

II. 본 론

모자이크 검출을 위하여 먼저 캐니에지 방법을 이용하여 에지를 

검출한다. 이렇게 생성된 에지영상을 이용하여 모자이크맵을 생성

한다.
모자이크맵을 생성하기 위하여 에지영상을 10x10 크기의 

 으로 분할한다. 모자이크 영역의 경우 블록내에 ─, │, 

┼ 형태의 에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에지가 

있는지 검출하고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를 산출한다.

  








 i f 
 i f  or 
 

   (1)

 격자형 모자이크의 경우 모자이크 영역의 근처에는 에지가 존재

하지 않는다. 모자이크 주변영역의 에지형태를 고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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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에지 빈도수와  를 이용하여  

를 산출한다.  는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2)

 모자이크가 아닌 영역에서도 ─, │, ┼ 형태의 에지가 존재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자이크영역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에지가 

밀집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최종 모자이크 맵인 

 를 산출한다.

     × 

 
  




  



    (3)

생성된 모자이크맵을 이진화하고[3] 라벨링을 통해서 영역정보를 

추출한다. 라벨링된 각각의 영역을 모자이크 후보영역으로 검출하

고, 각 후보영역내의 모자이크맵 값이 임계치 이상인 경우 최종 모자

이크 영역으로 검출한다.

III. 실험결과 및 결론

본 실험을 위해서 구성된 컴퓨터는 Intel Core i7 930 2.80Ghz와 

8GB의 메모리를 탑제한 Desktop PC를 사용하였으며, 운영체제로

는 Microsoft Windows 7을 이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성인영상 

1000장, 일반영상 1000장을 사용하였다. 
성인영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일반영상에

서는 오검출율이 다소 높은 결과를 얻었다. 다음 그림과 표는 실험결

과이다.

그림 104. 실험 결과 영상

Fig. 2. Result of Test Image

검출율 오검출율 연산시간

성인영상 91.5% 11.2% 86ms

일반영상 86.9% 17.3% 80ms

표 1. 실험 결과

Table 1. Result of Test

실험결과 모자이크맵을 이용한 후보영역에서는 대부분 모자이크

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단순 임계값을 이용한 검증방법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오검출이나, 미검출이 다소 발생을 하였다. 후보영역의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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