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0, No. 2, February 2017(pp. 108-114)

https://doi.org/10.9717/kmms.2017.20.2.108

가우스 분류기를 이용한 입술영역 추출

김  정  엽†

Lip Region Extraction by Gaussian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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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p reading is a field of image processing to assist the process of sound recognition. In some

environment, the capture of sound signal usually has significant noise and therefore, the recognition rate

of sound signal decreases. Lip reading can be a good feature for the increase of recognition rates.

Conventional lip extraction methods have been proposed widely. Maia et. al. proposed a method by the

sum of Cr and Cb. However, there are two problems as follows: the point with maximum saturation

is not always regarded as lips region and the inner part of lips such as oral cavity and teeth can be

classified as lip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which adopts the histogram-

based classifier for the extraction of lips region.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stages, learning

and test. The amount of computation is minimized because this method has no color conversion.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gives 66.8% of detection rate compared to 28% of convention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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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입술영역을 추출하고 그 정보를 적용하는 분야는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음성-시각 자동 언어인식 분

야이다[1]. 이 분야에서는 오디오 데이터만으로 정보

를 추출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 데

이터인 입술 모양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는 복합적

인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입술 모양과 같은 시각

적인 데이터는 자동으로 추출되는 경우에 활용되기 

때문에, 화자의 입술영역을 추출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어 왔다. 입술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흑백과 칼

라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흑백정보를 이용하

는 경우는 1차적으로 선정된 입 주변 영역을 대상으

로 템플릿[2], 능동모형[3] 등을 사용하여 관심 영역

을 추출하였다.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는 목표로 하

는 입술영역의 모양에 가장 근접하는 최적의 곡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의 에너지 함수를 구하는 형태

이다. 능동모형은 확률모델을 이용한 입술영역에 대

하여 미리 정해진 모델의 투영과 실제 영역의 차이를 

적용하여 모델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형태이다. 칼라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특정한 색상을 입술에 미리 

칠하고 해당 색상정보를 추적하는 방법[4], 미리 촬

영된 입술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5] 등

이 있다. 칼라 정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입술 영역 

추출 방법들은 다양한 칼라 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징치를 기반으로 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를 가진다. Liew[6] 등은 균일한 칼라 좌표계의 

이용을 위하여 CIELab, CIELUV등의 좌표계를 이용

하였다. 이 방법은 두 개의 좌표계를 결합한 벡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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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Liew et. al.'s algorithm.

는 색 상(hue) 정보를 계산하고, 퍼지 분류기(fuzzy

classifier)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입술영역을 추출하

였다. 이 방법에서 사용된 일정한 문턱치의 결정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퍼지 분류기 

때문에 문턱치의 영향이 감소하였다. Wu[7] 등은 

CIELUV 좌표계 중 U성분을 칼라 정보로 선택하고 

일정한 문턱치를 적용하는 형태이다. Lucey[8] 등은 

특정한 칼라 좌표계 변환 없이 RGB 좌표계를 활용

하였다. 이 방법은 (R/G, 평균, 분산), rg 등의 파라미

터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rol[9] 등은 RGB, R/(R+G), 색상(hue), (r,g)=(R/(R

+G+B), G/(R+G+B)) 등의 4가지 칼라좌표계와 칼라

변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각각의 칼

라 변환에 의한 특징치가 단독으로 적용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칼라 특징을 결합한 벡터형태의 데이터가 

입술영역 추출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였다. Rohani

[10] 등은 일종의 정규화 된 칼라 특징치인 R/(R+G)

의 가상색상을 이용하고, 기하학적인 입술영역의 모

양을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영역분할을 하였다.

Maia[11] 등은 Cr+Cb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입술영

역을 판별하므로 간단하지만, 추출된 입술영역의 모

양이 실제 입술영역과 일치하지 않고, 구강 내부 영

역도 입술로 추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ia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우스 분류기, 학습과 시험단계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입술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의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

고,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기술하는데, 이 방법은 

학습과 시험의 2개 단계로 구성되고, 가우스 분류기

(gaussian classifier)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을 기술

한다. 4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영상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설명 및 기존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2. 기존의 연구방법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입술영역 추출 방법들은 

칼라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Liew[6] 등의 연구방법

이 대표적이다. Liew 등은 다양한 칼라 좌표계를 검

토하였고, 그 중에서 CIELab, CIELUV를 대상으로 

각각 그리고 조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3차원 또

는 5차원의 특징벡터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구해진 색상 정보를 대상으로 문턱치를 사용하며, 칼

라 입력 영상으로부터 입술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공간 퍼지 c-평균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Liew 등

이 제안한 처리 방식의 구성은 Fig. 1과 같고, 가장 

먼저 입력영상의 밝기 값을 보정한다. 공간 퍼지 c-

평균(SFCM) 방법을 이용하여 입술영역에 대한 멤

버십 함수 값을 계산하고, 입술 후보영역에 대한 형

태학적(morphological)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될 영

역의 모양을 부드럽게 다듬는다. 입술의 기하학적인 

대칭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처리를 하고, 밝기 값을 

조정한 다음 입술모양에 대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최

종 보정하였다.

Rohani[10] 등은 가상 색상(pseudo hue)이라는 유

형의 특징치를 사용하고, 입술영역에 대한 멤버십 

함수 값을 Liew 등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가

상 색상은 R/(R+G)의 형태로 화소의 빨강, 녹색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입술의 색상이 피부색보

다 조금 더 붉게 보이는 특성을 특징치로 표현한 것

이며 처리방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입력영상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얼굴부분을 검출하

고, 추출된 영역의 아래 쪽 1/3에 해당하는 영역을 

입술 후보영역으로 지정한다. 입술 후보영역에서는 

코와 같이 얼굴의 다른 부분이 배제 될수록 입술영역 

검출성능은 향상된다. 가상 색상을 미리 계산한 다음 

공간영역을 고려한 퍼지 c-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입

술영역에 대한 멤버십 함수 값을 계산한다. 이후, 가

우시안 마스킹을 이용하여 영역을 매끄럽게 수정하

고, 입술모양의 템플릿을 이용하여 모양을 보정한다.

Liew 등의 방법보다 사용되는 특징치가 간단하고,

입술 후보영역의 선정이 적절한 경우,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전 연구[11]에서는 간단한 칼라정

보의 조합만으로 입술영역을 추출할 수 있었지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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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Maia[12] 등은 전체 영상에서 신경회로망의 학습

을 통하여 얼굴영역을 찾는다. 얼굴영역 전체에 대하

여 허프 변환과 피부색 검출을 사용하여 눈의 위치를 

계산한다. 얼굴영역 전체 화소의 RGB 값을 YCbCr

좌표계로 변환하고, 절반 아래쪽을 대상으로 창 검사

를 통하여 Cb+Cr 값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창 영역

을 입술영역으로 추출하였다. Cb+Cr의 값이 가장 크

다는 물리적인 의미는 해당화소의 색 포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Maia 등의 방법의 문제점

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색 포화도가 높다

고 하여 반드시 입술영역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배경에서도 색 포화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잘 된 영상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입술영역 추

출 성능을 94%로 나타내고 있지만, Helen Dataset

[13] 과 같이 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영상에 적용하면 

성능이 많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둘

째, 최종 결과를 창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입술 

영역이라기보다는 입술을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표

현이 더 정확하다. 또한, 입술 내부의 구강(oral cav-

ity), 치아 등도 입술영역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추출

의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제안한 입술영역 추출 방법
이 장에서는 상기 추출의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Jones[14]가 얼굴영역 추출을 위해 영상 데이

터베이스에 학습과 시험의 두 단계를 적용하는 형태

로 제안한 가우스 분류기(Gaussian classifier)를 사

용하여 입술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1 입술과 피부 영역 정보를 이용한 학습단계

Jones는 얼굴영역 추출을 위하여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의 일정한 부분, 예를 들면 전체 영상 수의 절

반을 학습단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성능평

가를 위하여 시험단계에서 사용한다. 시험단계에서 

사용되는 영상은 새로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가능하다. 시험단계를 위하여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고, 전체 히스토그램을 기준으

로 가우스 함수 분포로 근사화 시킨다. 이 과정에서 

가우스 함수 파라미터가 생성되며, 이 파라미터를 기

준으로 하여 시험단계에서 얼굴영역의 판별을 시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단일 가우스 함수를 적용하거나,

분포의 불규칙성이 높을 때 다수의 가우스 함수의 

조합으로 분포 형태를 근사화할 수도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단일 가우스 함수분포를 적용하며,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학습과정을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은 한 장의 입력영상

을 입술영역과 비 입술영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영

역에 대하여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두 번째 입력영상

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다

음, 이를 먼저 계산된 첫 번째 영상의 히스토그램 결

과에 누적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대상이 되

는 전체 영상의 집합에 대하여 입술과 비 입술 영역

에 대한 누적 히스토그램 분포를 각각 구한다. 최종

적으로 누적되어 완성된 히스토그램 분포에 대하여 

가우스 함수 근사화 처리를 하여 두 개 영역에 대한 

가우스 함수 근사 파라미터를 각각 구하여 저장한다.

이 때 히스토그램의 누적 처리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계산량이 크기 때문에 입력영상을 양자화 하

여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면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Jones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32개(bin)의 범위를 

갖는 히스토그램으로 계산하였다.

학습의 최종 단계에서 근사화를 통해 얻어지는 가

우스 분포함수는 입술과 비입술영역에 대하여 두 개

가 되며 각각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식(1)과 같다.

  











 

  


  

  











 

  


  

(1)

여기서 P1(x)는 입술 영역의 RGB 데이터에 대하

여 근사화된 가우스 분포함수이며, 근사화 결과는 평

균과 분산인 μ1와  Σ1이 된다. 비 입술 영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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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zation of image (32 bins)

End of Database?
No

Yes

Fetch next image

Calculate Gaussian parameter from histogram

End of image?
No

Yes

Fetch pixel data from image

Lip region?

No

Yes

Histogram Accumulation (non-Lips).

Fig. 3. Flowchart of proposed learning step.

도 동일한 방식으로 얻어진 가우스 분포함수의 근사

화 결과는 μ2와 Σ2이고, 이 근사화 결과는 시험단계

에서 판별용으로 사용된다.

3.2 입술과 피부 정보의 학습을 이용한 시험단계

상기 학습단계에서 얻어진 가우스 분포함수 파라

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임의의 화소에 대한 RGB 값

을 32개 단계를 가지도록 양자화한 다음 식(2)과 같

이 입술색일 가능성을 시험한다.

(2)

여기서,

 ≥  , (3)

이고,  ≤  ≤  이다. 는 RGB 화소 값을 기준으로 

입술영역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문턱치이다.

  


, (4)

여기서, 은 3.1절의 전체 입력영상 화소 수에서 

입술 영역에 해당하는 화소 수이고, 은 전체 입력

영상 화소 수에서 입술영역에 해당하는 화소 수 

을 뺀 값으로 전체 입력영상에서 비 입술 영역의 면

적 비율을 의미한다. 과 의 실제 값은 3.1절의 

학습 단계가 완료되면 얻어진다. 시험단계에서 사용

하는 식(7)에서의 는 식(6)의 P1(x)에 해

당하고, 는 식(6)의 P2(x)에 해당한다.

이상의 데이터 값을 이용함으로써 식(7)의 계산이 가

능하고, 식(8)을 이용하여 해당화소의 입술 영역 해

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3 성능평가 방법

3.2절의 시험단계 식(8)에 사용되는 의 값에 따

라 입술 영역 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알고리즘의 성능 평

가를 위하여 Jones가 사용한 ROC(Receiver Operat-

ing Characteristics) 곡선을 이용한다. 이 곡선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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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ROC curve.

Fig. 5. Example of sample images from Helen dataset database.

당 알고리즘이 가변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경우, 각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 값들의 집합

을 이용하여 구성되며, 전체적인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곡선의 형태는 Fig. 4와 같으며 가로축은 

오분류율(false positive rate)을, 세로축은 정확한 분

류율(Detection rate)을 나타낸다. 곡선 상의 한 점은 

특정한 의 값에 대한 해당 방법의 성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ROC상의 좌표 값이 (50, 85)라면, 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정확한 분류 성능은 85%, 오분

류 성능은 50%임을 의미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영상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Helen data-

set[13]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진의 크기와 장면

의 조명이 보정되지 않은 2300여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영상들은 인터넷으로부터 수집된 것이므로,

주변조명, 실내/실외, 인물 등의 영상 촬영조건이 다

양하고 전혀 보정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영상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픽으로 작성된 경

우를 제외한 1919장이 사용되었고, 약 380장은 흑백

사진이거나 사진이 아닌 그래픽 데이터여서 제외하

였다. 제공되는 기본정보(ground truth information)

는 전체 영상을 기준으로 각 영상마다 얼굴영역의 외

곽선(contour), 눈, 코, 입의 외곽선 정보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총 1919장의 영상 중에서 1번～

1000번까지의 1000장의 영상을 3.1절에 기술한 학습

단계에 사용하고, 1001번～1919번의 919장의 영상을 

3.2절에 기술한 시험단계에 사용하였다. Fig. 5에 샘

플로 사용된 영상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나타냈다.

4.2 성능 평가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으로 추출한 입술영역

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의 첫 번째 행은 입력 

영상이고, 두 번째 행은 기존의 방법으로 추출한 입

술영역의 예이며, 이 때 사용된 창의 크기는 110×275

이다. 이 창 크기에서의 추출성능은 오 분류성능 11

%, 정확한 분류성능 28%였다. Fig. 6의 세 번째 행은 

제안한 방법의 추출 결과이며, 사용된 문턱치는 0.3

이었다. 문턱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결과 비

교를 위하여 임의로 0.3을 기준으로 결과를 나타냈

다. 문턱치의 변화에  따른 전체 결과는 Fig. 7에 나타

냈다. Fig. 6에서 네 번째 행은 입술 기준(ground

truth)영상이다. 마지막 입력 영상(1009번,1010번) 두 

장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원래의 기준

영상은 사람의 숫자에 맞도록 2개의 영역을 제공하

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간소한 처리를 위하여 첫 번

째로 제공되는 입술 기준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이 

때의 오분류 성능은 11.9%, 정확한 분류성능은 66.8

%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Maia등의 방법은 오분류 

성능 11.0%, 정확한 분류성능은 28%였다. 오분류 성

능은 유사하지만 정확한 분류성능은 제안한 방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Fig. 6에서

와 같이 기존 방법과 달리 구강내부나 치아를 입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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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lips regions for the results by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

역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 성능은 Fig. 7의 좌측 최저점 (1.4, 39.7)에서 

시작하여 최고점 (43.4, 97.4)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 

때, 는 0.08에서 0.00063까지 변화한다. 기존의 방법

[12]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7에 ROC 곡

선을 추가하여 나타냈다. 기존의 방법은 최저점 (0.0,

0.2)에서 시작하여 최고점 (23.8, 40.8)을 기록하였다.

이 방법의 가변 요소는 국부 창(local window)의 크

기이며, 최저점 20 × 50에서 최고점 1000 × 2500까지 

적용하였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문턱치

에 대하여 점선으로 표시된 기존 방법의 정확한 분류

성능의 평균치는 20% 정도이고, 실선으로 표시된 제

안한 방법의 정확한 분류성능의 평균치는 60% 이상

이다. 그러므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은 기존의 방법

보다 우수하며, 동일한 오 분류 성능을 기준으로 할 

때, 정확한 분류 성능이 약 40% 이상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aia 등이 제안한 입술영역 추출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우스 분류기를 

이용한 새로운 입술영역 추출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방법은 학습과 시험의 두 단계로 구성이 되며,

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영상과 시험 단계에서 사용

되는 영상은 서로 다르게 구성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칼라 좌표 변환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량 감소

에 효과적이며, 학습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시험단계에

서 입술영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만 계

산하기 때문에 수행시간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Maia

등의 방법은 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많은 계산시간

이 필요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계산시간이 일정한 장

점을 가진다.

Fig. 7. Comparison of ROC curve by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

제안한 방법의 성능은 오분류 성능 11.9%를 기준

으로 할 때, 정확한 분류 성능이 66.8%로서 Maia의 

28%보다 40%정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실험에 사

용된 데이터베이스의 영상 속성이 전혀 보정되지 않

고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것 등의 제약조건을 고려

하면 제안한 방법의 추출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학습단계에서 사용되는 영상의 내용, 크기, 수 

등은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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