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쉐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능형 비디오 상 분할 시스템

 309

워터쉐드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능형 비디오
상 분할 시스템

양황규
*

An Intelligent Video Image Segmentation System using Watershed Algorithm

Hwang-Kyu Ya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지능형 감시 카메라 시스템(Intelligent Security Camera: ISC)을 제안한다. 

ISC 방법은 워터쉐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카메라에 입력된 상을 분할하는 단계와 skin-color model을 사

용하여 얼굴의 후보지역을 탐지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여 얼

굴 후보 역에서 얼굴을 검증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Skin-color Model을 이용하여 찾아진 얼굴후보 

역으로부터 웨이블렛 변환계수들을 추출한다. 웨이블렛 변환계수들을 SVM의 입력으로 하여 실제 얼굴 역을 

검증한다. SVM의 입력으로 실험결과에서 제안된 방법이 감시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얼굴을 인식 

추 하는 시스템에 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intelligent security camera over internet is proposed. Among ISC methods, watersheds based methods produce 

a good performance in segmentation accuracy. But traditional watershed transform has been suffered from over-segmentation due to 

small local minima included in gradient image that is input to the watershed transform. And a zone face candidates of detection 

using skin-color model. last step, face to check at face of candidate location using SVM method. It is extract of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 to the zone face candidated. Therefore, it is likely that it is applicable to read world problem, such as object tracking, 

surveillance, and human computer interface appl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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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잡한 배경 상에서 얼굴을 찾는 문제는 실시간

에서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감시 시스템 그리고 아

주 작은 역폭의 비디오 회의, 무선 통신 같은 응용 

시스템을 하여 매우 요한 컴퓨터 비젼 문제 의 

하나이다. 따라서 상에서 얼굴을 찾고 얼굴 요소를 

분석하는 많은 근들이 있다[1-5]. 이러한 근 방법 

들  주성분 분석방법[3], 클러스터[4]와 신경망[5] 등

과 같은 방법들은 주로 정 인 장면에서 얼굴을 추

하기 해 제안되었다. 이 기술들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일 된 성능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얼굴을 찾기 한 계산량 한 방 하여 실시간 처리

가 힘들다는 단 이 있다. 최근에 제안된 이미지의 연

속된 화면에서 얼굴을 발견하고 추 하는 방법들은 

부분 컬러 기반의 근들이다[6,7]. 컬러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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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른 얼굴 요소를 이용하는 것 보다 매우 빠르

고 게다가 컬러는 어떤 조건의 조명에서는 원형이 불

변하는 성질을 띠고 있다. 이 특성은 단지 이동 모델

만 필요로 했던 것 보다 더 쉽게 모션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Kumar와 Poggio[2] 한 실시간에서 사람

을 발견해서 추 하는데 피부색을 이용하여 좋은 결

과를 획득했다. 이 근은 그들이 학습 샘 로부터 학

습에 의해 최종 인 목 을 획득한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와 유사하다.

본 시스템은 인터넷 상에서의 지능형 감시 카메라 

시스템(Intelligent Security Canera: ISC)을 해 비디

오의 연속된 화면에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추

하는 활동을 실시간 시스템에 하여 설명한다. 본 연

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워터

쉐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어 카메라에 입력된 상

을 분할하는 단계와 skin-color model을 사용하여 얼

굴의 후보지역을 탐지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여 얼굴의 

후보 역에서 얼굴을 검증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SVM은 구성상의 험을 최소화하는 원리

인 SRM(Structural Risk Minimization)에 기 를 두

고 있는 방법으로서 일반화 오류의 한계를 최소화하

는 성질이 있다. 여러 패턴 분류 용에서 SVM은 신

경망이나 k-means 같은  통 인 기술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 다[8].

 Skin-color Model을 이용하여 찾아진 얼굴후보 

역으로부터 웨이블렛 변환계수들을 추출한다. 웨이블

렛 변환계수들을 SVM의 입력으로 하여 실제 얼굴

역을 검증한다. SVM의 입력으로 실험결과에서 제안

된 방법이 감시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과 같은 얼굴

을 인식 추 하는 시스템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

음을 보인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기 

한 목 으로 고안되었으며 실험실의 출입구에 설치되

어 있다. 

Ⅱ. ISC의 시스템 구성

ISC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매직캠이라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웹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구성

된다. 매직캠은 디지털 카메라와 모터 컨트롤 장치로 

구성되는 하드웨어 부분과 소 트웨어 부분인 로세

서 부분과 그리고 통신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하드웨

어는  PDA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x와 y축 이동 모터를 장

착했다. 로세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캡처 모듈

과 물체 분석을 이용한 물체 추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캡처 모듈은 매 0.2  간격으

로 이미지를 캡처한다. 물체 추  모듈은 두 연속 인 

임 사이에 임 차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움직

이는 물체를 추 한다. 추출한 물체와 연속된 이미지

는 2 당 2장 는 3장의 임을 통신 유닛에 의해

서 웹서버로 송된다. 

그림 1. ISC 시스템 개요 
Fig. 1 ISC system overview

웹서버는 도우 2000서버로 네트워크 카메라로부

터 오는 물체와 비디오 클립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장과 처리에 련된 역할을 한다. 웹서버는 ASP와 

Visual C++로 로그래  하여 제작하 으므로 단지 

허용된 클라이언트에게만 웹 라우 를 통해서 비디

오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웹 클라이언트는 클라이

언트 소 트웨어를 가진 PDA나 모바일 폰,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등 다양한 하드웨어가 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인터넷을 통해 웹서버에 

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를 자바를 이용

하여 개발하 다. 찰자는 심 있는 부분을 보기 

해 라우 에서 버튼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카메라를 

조  할 수 있다. 향후에 우리는 PDA를 한 클라이

언트 소 트웨어를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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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인터페이스 화면 
Fig. 2 Interface screen

네트워크 카메라 기반의 감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얼굴 추  방법은 워터쉐드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

한 상분할 단계, 후보 역 탐지와 얼굴 역 검증의 

세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에 방법의 체 개요

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 얼굴 추  방법의 체 개요도 
Fig. 3 Overall architecture of face tracking method

2.1 얼굴 후보 역 추

카메라에 입력된 동 상을 워터쉐드 기반의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먼  분할한다. 상은 미디언 필터링 

단계와 상 강화 단계와 침수 단계를 거쳐 상을 

재구성한 후 워터쉐드 변환한 후 얼굴을 역을 찾기 

한 후보 역을 탐색공간을 여 얼굴 후보 역을 

추 하여 상을 분할한다. 

2.1.1 워터쉐드 기반의 상 분할 

그 이 상 속에 있는 최소치 은 같은 명도 값

을 가지는 화소의 연결된 요소이고 과 인 하는 이

웃의 모든 화소 값들은 더 높은 명도 값을 가진다. 

은 상 속에 있는 모든 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상 속에 있는 최소치를 구성하는 픽셀이 ×이하

인 것은 작은 지역 최소치라고 볼 수 있다[9]. 그러므

로 는  에서 을 구성하는 화소가 ×보

다 작은 것들만을 모아 놓은 집단이다. 마지막 상분

할 단계는, 워터쉐드 변환을 한 작은 지역 최소를 

제거한 최소치의 집합 을 찾아내는 단계와 

을 이용하는 워터쉐드 변환[10]하는 단계로 수행한다. 

상은 식 [2.2]와 같이 정의 내릴 수 있고 는 

벨 의 의 집합이라고 한다. 는 벨 에 있

는 모든 역 최소들이라고 할 때, 식 [2.3]과 식 [2.4]

를 정의한다. 상 의 워터쉐드 변환은 의 

값부터 까지 계산이 완료되었을 때 

식 [2.5]와 같다.

  →min ≤≤max  [2.1]

   ∈≤ [2.2]

   ∈≤min [2.3]

     ╲∈ min max  [2.4]

 ╲  [2.5]

2.1.2 후보 역 감지 

후보 역 탐지는 카메라에 입력된 상을 후보 

역 얼굴 부분과 배경으로 구분한다. 얼굴 역은 인간 

얼굴의 피부색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인 모델인 

skin-color model에 의해 구분을 한다[11]. Skin-color 

model은 두 구성 성분으로 특징 벡터인 

  


 


로 구성된다. 여기서 는 픽셀

의 빨간색, 녹색, 란색의 성분이다. 흔히 사람들은 

인종의 차이로 인해 각 인종은 두드러지게 다른 피부

색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색상이 아

닌 밝기와 명암도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명암의 표

화를 통해서 피부색 군의 변화를 일 수 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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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색의 분류는 색채 공간에서 작은 군집을 이루고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skin-color model을 2D 가우시안 모델 로 

가정한다. 여기서 평균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and   
 
 





[2.6]





 


 

 
[2.7]

얼굴 역이 포함된 후보 역을 잘 분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얼굴과 얼굴이 아닌 요소로 구성된 작

거나 큰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들은 연결성분 

분석을 통해 실제 얼굴 역과 얼굴 역이 아닌 지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다음 임에서 요

소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추정하고 임에서 찾은 

지역을 이기 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미리 정해진 

임계값보다 작은 지역은 고려 상에서 제외된다. 임

계값은 실험에 의해 경험 으로 선택하 다.

(a)             (b)             (c)

그림 4. 얼굴 후보지 추  과정 : (a) 실내 환경 캡쳐, 
(b) 워터쉐드 변환, (c) 얼굴후보 역

Fig. 4 The process of face candidate regions tracking: 
(a) indoor environment capture, (b) watershed 
conversion, (c) face candidate regions

  이 단계의 결과는 그림 4의 (a)는 카메라로 실내 

환경을 얻는 것이고 (b)는 워터쉐드 변환을 통한 상 

분할 결과이며, (c)는 Skin-color model을 사용하여 

분류된 얼굴 후보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2.2 SVM을 이용한 얼굴 역 검증

얼굴 역 확인은 다양한 크기에서 후보 지역에 

한 부분 이미지를 스캔하여 얼굴인지 아닌지 분류를 

결정하기 해 SVM을 이용하여 도우 패턴을 이용

하여 분류를 수행한다. 실시간 시스템을 만들기 해

서 우리는 후보지역 크기에 따라 웨이블렛 변환을 사

용하여 얻은 다양한 결과 상을 분류한다. 

Feris[12] 등은 추 된 지역에서 얼굴이 유무를 증

명하기 해 원형 매칭에 기 한  추 을 사용했다. 

반면에 우리는 제를 통해 학습으로 얻은 정보를 기

로 얼굴 검증 단계에서 SVM을 용한다. 

얼굴 검증 과정은 먼  SVM의 입력에 사용하기 

해 후보 역의 Hear 웨이블렛 변형을 통하여 2가지 

벨의 웨이블렛 계수를 얻는다. 웨이블렛 변형은 계

수 행력의 형태로 각기 다른 해상도에서 이미지에 

한 불변 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11]. 다른 부분에

서 후보지역의 요소들이 입, 동자, 콧구멍, 입술 등

의 얼굴의 다른 물리 인 구조를 성격 짓기 때문에 

웨이블렛 변형으로 얻은 계수는 후보지역으로부터 실

제 얼굴을 얻는데 유용하다. SVM 분류기는 비선형 

커 함수의 사상에 의해 사상된 고차원 공간에서 웨

이블렛 계수에 기호하여 각 후보 역을 실제 얼굴

역과 비 얼굴 역을 구분한다. 

200개의 얼굴과 200개의 얼굴이 아닌 도우 패턴

으로 SVM을 훈련하 고 각 얼굴 역들을 32X32의 

크기로 정규화 하 으며 각 패턴부류를 +1과 -1로 할

당하 다. 이미지 변환의 특정 소스에 해 보상하기 

해서 밝기 수정과 히스토리그램 평활화의 과정이 

수행되었다[13]. 그 후 SVM은 얼굴인지 아닌지 각 

도우를 분류한다. SVM의 OSH(optimal separating 

hydroplane)은 다음과 같다[14].

 


  [2.8]

여기서, 는 가 치 벡터이며, 벡터 는 커  함수 

 에 의해 맵핑된 특징 벡터 공간에서 유도된 이

미지를 나타낸다. 는 바이어스이며, 양수 는 stan-

dard quadratic optimization technique[14]에 의해 얻

어진 라그랑제 제곱수이다. 학습된 SVM은 식 [2.8]에 

의해 시험 패턴의 분류를 결정한다. 비선형 결정 문제

에 해서 고차원에서 비선형 Kernel매핑을 통해 

OSH가 정의된다. 실험에 사용된 Kernel은 다음과 같

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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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VM 분류기의 구성
Fig. 5 The structure of SVM classifier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구 한 SVM분류기의 구조

를 나타낸다. 분류를 한 입력은 웨이블렛 계수로부

터 얻어진 48-차원의 특징 벡터이다. 벡터의 각 요소

는 [0,1]로 정규화 되었다. SVM의 커  의 수는 

과 다른 클래스를 분류하기 해서 SVM을 학습할 

때 구한 서포트 벡터()의 개수이다.

III.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얻은 실시간 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매직캠이라 불리는 카메라 시스템을 연구

실에 설치하여 상을 획득하 다. 그리고 연구실의 

연구원의 출입상태를 확인하기 해 제안된 방법을 

용했다.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사양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우리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웹서버의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그

림 6은 설계된 인터페이스의 모습이다. 실내 모습은 

왼쪽 에 나타나 있으며 이미지 임은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매 당 최

 5 임을 보낼 수 있다. 어떤 이벤트, 실험에서 

출입이 일어나면 캡처 모듈은 이미지를 캡처하여 실

제 얼굴을 추 하기 해 이미지를 분석한다. 시스템

은 출입 시간을 기록하고 오른쪽에 연구원들을 확인

한다. 

표 1. 시스템 사양
Table 1. System specification

Magic

Cam

H/W

Camera

CCD color 

camera(300,000 

pixels)

CPU 코어2쿼드 Q9550

Memory 32MB

Capture 

Board

Sasem On-Air TV 

Card

S/W
OS MS Windows XP

개발 tools MS visual C++6.0

Web

Server

H/W
CPU 코어듀어 E84000

Memory 500MB

S/W
OS MS Windows XP

개발 tools J-builder, JDK

그림 6. 인터페이스 화면 
Fig. 6. Interface screen

V. 결 론

ISC는 감시를 한 비디오 연속 상에서 얼굴을 

추 하기 한 실시간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skin- 

color model을 이용하여 얼굴 후보 역을 찾는데 사

용되었고 SVM은 후보지역에서 실제 얼굴의 치를 

검증하는데 이용하 다. Haar 웨이블렛 변환 2차 

벨 계수는 시스템의 실시간 수행을 해 SVM의 입

력으로 사용되었다.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은 연구실의 입구에 설치하

여 출입 상을 획득하 고 제안된 방법에 의하여 성

공 으로 얼굴을 찾고 추 을 할 수 있었다. 이 시스

템을 비디오 회의,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의 멀티

미디어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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