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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상 내의 얼굴에 존재하는 기하학적 정보에 기반한 얼굴 검출을 제안한다. 영상안에 존

재하는 피부색 영역과 헤어색 영역을 이용하여 얼굴과 헤어의 후보영역을 생성한다. 그 후 이러한 영

역들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얼굴 후보영역들 중 실제 얼굴 영역을 찾는다. 제안한 알고

리즘은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실험결과 대부분의 영상에서 높은 검출

률을 보였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논문연구과제(95-0100-23-04-3) 지원 및 한국대학교 논문연구소 관리로 수행되었습니다.(스타일-소속기관)

1. 서론

얼굴 검출은 영상 내에 존재하는 얼굴 영역을 추

출하는 작업이다. 얼굴 검출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

요한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Yepeng Guan와 Lin Yang는 얼굴내의

눈, 입과 같은 특징점들의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

[1]을 제안하였다. Krishnan Nallaperumal et al.은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에 기반한 얼굴 검

출 방법[2]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경망과 퍼지이론과

같은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3,4]

도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영상내의 정면 얼굴만을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회전된 얼굴이나 정면을 바라보지 않

는 얼굴은 검출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피부색 영역과 헤어색 영역 사이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실제 얼굴 영역을 추출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얼굴 내에 존재하는 특징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얼굴, 뒤집힌

얼굴 등의 기하학적인 회전이 존재하는 영상이나 정

면을 바라보지 않는 얼굴이 존재하는 영상에서도 얼

굴의 검출이 가능하다.

2. 제안한 알고리즘

제안한 알고리즘은 사람의 헤어색은 검은색이라

는 가정으로 수행 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원 영상

에서 피부색 영역과 헤어색 영역을 각각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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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알고리즘의 흐름도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원영상의 RGB 데이터는 컬

러 정보뿐만 아니라 빛의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라도 빛에 따라 다른 값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따라서 조명에 독립적으로 피부와

헤어색 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YCbCr 컬러 공간

을 이용한다. YCbCr 컬러공간의 각 컴포넌트는 영

상내에 존재하는 피부색 픽셀영역과 헤어색 픽셀영

역을 얻는데 사용된다. 피부색 영역을 검출하기 위

하여 Y, Cb, Cr의 범위를 100 < Cb <125, 138 <

Cr < 160로, 헤어색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123 <

Cb, Cr < 134, Y < 70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검

출된 영역들은 일정 크기를 가지는 영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2는 원영상과 검출된 피부색과

헤어영역을 나타낸다.

그림 2. 검출된 피부색, 헤어색 영역

이렇게 나타난 피부색 영역들에는 실제 얼굴영역이

아닌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영역들

은 얼굴 후보영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거된다.

작은 피부색 영역들은 후보영역이 될 수 없기 때문

에 제거한다. 또한 실제 얼굴영역은 피부색 픽셀이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을 포함하는 최소

사각영역 안에 피부색 픽셀이 일정 비율 이하로 존

재하게 되면 얼굴 후보영역에서 제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 사각형의 가로,세로 길이의 비율은 얼

굴과 다른 피부색영역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얼굴

후보영역 검출에 이용한다.

그림 3. 얼굴, 헤어 후보영역

이렇게 하여 남은 영역을 얼굴 후보영역으로 결정

한다.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헤어 후보 영역을 결정

한다. 그림 3은 결정된 얼굴과 헤어 후보영역을 나

타낸다. 실제 사람의 얼굴에는 피부와 헤어가 근접

해 있기 때문에 얼굴 후보영역과 헤어 후보영역도

근접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후보

영역 내에 얼굴과 헤어 후보영역의 교차영역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존재하게 되면 해당 얼굴 후보영역을

얼굴로 판단한다. 그림 4는 이러한 교차영역과 검출

된 얼굴 영역을 보여준다.

그림 4. 교차영역과 검출된 얼굴영역

3. 실험 및 결과 고찰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1

에서 보는것과 같은 평가 기준이 사용되었다.

기준 TP TN FP

얼굴 유무 O O X

판단 유무 O X O

표 1. 성능 평가 기준

다양한 종류의 실험 영상을 사용하였다. 실험 영상

에는 하나 이상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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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향하고 있지 않은 얼굴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

들 그리고 기울어진 영상들 등이 포함되었다.

기준

영상
TP TN FP

단일 얼굴 영상 0.90 0.10 0.19

다수 얼굴 영상 0.85 0.15 0.06

옆 얼굴 영상 0.86 0.14 0.09

기울어진 영상 0.90 0.10 0.06

표 2.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제안한 알고리즘은 표 2에서 보는것과 같이 다양한

영상들에서 높은 TP와 낮은 TN, FP를 보였다. 그

림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하학

적으로 회전이나 반전된 영상에서도 얼굴영역의 검

출이 가능하다.

그림 5. 제안한 알고리즘의 결과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얼굴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한

얼굴 영역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

은 얼굴의 특징점이나 형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얼굴과 헤어와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사용하였기 때

문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에서 얼굴검출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헤어색을

검은색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색의 헤어를 가

지는 얼굴은 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헤어색

을 대상으로 한 컬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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