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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환경에서 정중앙 블록과 주변 블록들 간의 블록 대비도를 이용해 눈썹을 검출한 후, 눈썹
과눈간의기하학적특성을이용해눈의위치를찾는눈검출방법에관한것이다. 제안된방법은 Haar-like 특징과 AdaBoost
알고리즘 그리고 적응형 템플릿 정합을 이용해 입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한 후, 이를 이용해 좌측 및 우측 눈썹과 눈
탐색 영역을 산정한다. 눈썹 영역의 Integral Image에서 눈썹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변 블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특성을 이용해눈썹을 추출한다. 이와 동시에 각 눈 탐색 영역의 Integral Image에서 동공 블록이 나머지 주변 블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대칭성이 양호하다는 특성을 이용해 눈 후보 영역들을 추출한후 최대 블록 대비도를갖는 블록의 중심화
소를 동공 후보점으로 삼는다. 이후 눈의 위치는 항상 눈썹 하단에 위치하며 그 떨어진 정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해 눈 후보 영역에서 나온 동공 후보 점들을 검증한다. 제안된 방법은 거리 및 조명 변화 그리고 안경
착용에 강인한 것이 장점이다. 눈썹을 먼저 찾은 후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해 좌우 동공 후보점 쌍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안경과 눈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눈이 감겨 동공이 가려진 상태에도 감긴 눈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1. 서론
시각적감지및인지능력을 컴퓨터나 기계에부여하고푼 욕망은

인간의오랜숙원이다. 최근의영상처리및컴퓨터비전기술은사람의
외형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 눈동자, 표정을 점점 더 정교하게 분석하
고이해하는기술로발전하고있고, 이러한기술들을다양한제품에접
목시켜 상용화 한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 특히 최근에
는 스마트 폰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얼굴 인식 혹은 시선 인
식을 응용하는 분야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의 주요 단
계 중의 첫 번째는 입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다. 수많
은 연구 중에 공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은 P. Viola와 M.
Jones[2]에 의해 제안된 Haar-like 특징과 AdaBoost 알고리즘을결합
한 것이다. 이 방법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얼굴 검출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어 스마트 폰, 디지털 카메라 및 PC의 UX/UI, 보안 및 감시 시
스템, 시선 분석 프로그램, 졸음 방지 시스템,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얼굴 인식의 두 번째 단계는 검출
된 얼굴을 적절한 크기와 위치로 정규화 하는 과정이다. 즉 검출된 얼
굴의 눈, 코, 입 등 얼굴 요소를 검출하고 위치를 맞추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3]. 기존에 연구된 얼굴 영상에서의 얼굴 요소 검출 방법은
크게두 가지범주로 분류할수 있다. 첫번째는가시광선하에서취득
된영상에서눈의모양과 흑백계조의분포를 기반으로 눈을검출하는
방법이고, 두번째 범주는 근적외선하에서취득된영상으로부터 동공
의 분광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4]. Cootes 등이 제안한
AAM(Active Appearance Model) 방법[5]은 얼굴의 형상과 텍스춰 정
보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적용하여 모델링된 고유
벡터들을 이용하여 얼굴 요소의 위치를 맞추는 방법이다. AAM을 이
용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3차원 깊이 정보
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었다[6]. 또한 눈의 위치를 통해 획
득된시선정보를활용하여 HCI 등에도응용될수있으므로눈의위치
를 검출하는 것은 독립된 연구 주제로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어
왔다. Zhu 등[7]은 다양한 조명변화에서도 눈의 검출이 가능하도록
Mean shift와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결합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 다른 눈 검출 방법으로는 얼굴 검출에 사용되는 Haar-like
특징과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눈의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2][8]. 하지만 UMPC(Ultra Mobile PC), 스마트 폰 등과 같은 휴
대형 이동기기 상의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이상에서언급한눈 검출

방법들은연산복잡도가과도하거나혹은검출률이저조한바, 이에 대
한 대안으로 대비 연산자(contrast operator)를 이용한 휴대형 이동기
기 용도의 Rapid Eye Detection 알고리즘[9]이 국내연구진에의해이
미 제안된 바 있었다. Rapid Eye Detection 알고리즘[9]은 Integral
Image[2]를 이용하여동공 블록과주변 블록의화소 변화를조사한 후
템플릿정합방식으로눈의위치를검출한다. 계산속도가빠른장점이
있지만, 동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며 안경 등에 의해
취약한면을 보여준다[3][10]. 또한저조도상황에선 등록된 눈 템플릿
의 정확도에 따라 검출 성능이 매우 극단적으로 변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Rapid Eye Detection 알고리즘[9]을 개량한 눈 검출 방법들
[3][10]도 제안되어 있지만 스마트 폰환경에서는 성능 개선폭이매우
제한적이고경우에 따라선 Rapid Eye Detection 알고리즘[9]보다도 검
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이러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본 연구진이 이미제안했

던 눈 검출 방법[11]의 성능을 개선한 것이다. 본 논문의 제안된 방법
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서 우선 중앙 블록과 주변 블록들 간의 블
록 대비도를 이용해 눈썹을 검출한 후, 눈썹과 눈 간의 기하학적 특성
을이용해눈의위치를검출한다. 본 논문은저조도환경이거나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두 눈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눈
검출 방법을 제안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제안된 눈 검출 방법
제안된 방법은 크게 얼굴 검출 과정과 눈 위치 검출 과정으로 구

분된다. 그림 1은 제안된 방법의순서도를나타낸것이다. 제안된 방법
은 눈의 위치를 검출하기에 앞서 먼저 얼굴 영역을 검출한 후,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눈썹 탐색 영역을 지정하여 눈썹의 위치를 검출한다.

2.1 얼굴 영역 검출
본논문에서는얼굴영역을검출하기위해초기얼굴템플릿을새로

운얼굴템플릿으로적응적으로갱신하는적응형템플릿정합을수행한
다. 우선, 얼굴 영역의 검출과 초기 얼굴 템플릿을 얻기 위해 Haar-like
특징과 AdaBoost 알고리즘[2][8]을 사용한다. 이어서 초기 얼굴 템플릿
을 입력 영상의 좌상단시작점에 중첩해 놓고 겹쳐진부분과의 상호 상
관도(cross correlation)를 구한다. 시작점에서부터 한 화소씩 옮겨가면
서상호상관도가가장높은위치를얼굴영역으로검출한다. 이때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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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도가 기준값 이상이면 계속적으로 템플릿 정합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Haar-like 특징과 AdaBoost 알고리즘을이용해얼굴영역을재
검출하고새로운얼굴템플릿으로갱신해얼굴템플릿정합을수행한다.
또한 상호 상관도가 기준값 이상이더라도 일정한 프레임 주기 단위로
Haar-like 특징과 AdaBoost 알고리즘을 통해 얼굴 영역을 재검출하고
얼굴템플릿을갱신하는과정을반복한다. 그림 2는제안된방법의얼굴

검출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Haar-like 특징과 AdaBoost알고리즘 및 적응형 템플릿 정합을
이용한 얼굴 영역 검출

눈썹과 눈 간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해 눈 후보 영역들을 검증

검증된 눈 후보 영역들 중 최대 블록 대비도를 갖는 블록의
중심화소를 동공 후보점들로 선택

검출된 얼굴 영역을 이용해 좌우 눈 탐색 영역을 산정한 후
각각의 눈 탐색 영역에 대한 Integral Image 산출

동공 후보점 쌍 판별

좌우간 조합 가능한 동공 후보점 쌍들 간의 동공 거리 D
4.0ⅹIrisw < D < 7.0ⅹIrisw

좌우 동공 후보점 쌍들 간의 기울기 절대값
|θ2| < 12.5°

시 작

종 료

Integral Image에서 정중앙 블록이 상단 및 하단 블록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두운지를 검사해 눈썹 추출

Integral Image에서 3ⅹ3 블록 탐색 윈도우의 정중앙 블록의
동공 블록 조건을 조사해 눈 후보 영역들을 추출

눈썹들 간의 기울기 절대값
|θ1| < 12.5°

YES

NO

그림 1. 제안된 눈 검출 방법의 순서도

그림 2.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얼굴 영역 검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스마트 폰 환경에서 구현할 시, 초기
얼굴영역과얼굴템플릿을구하기위해OpenCV에서제공하는하르분
류기(Haar classifier)를 사용한다. OpenCV에서는 P. Viola와 M.
Jones[2]에 의해처음개발되고추후에 R. Lienhart와 J. Maydt[8]에 의
해 확장된 얼굴 검출기를 구현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한다[11].

2.2 눈썹 위치 검출
제안된 방법의 눈썹 위치 검출 과정은 크게 눈썹 후보 영역 추출

단계와 눈썹 후보점 추출 검증 단계로 구성된다.

2.2.1 눈썹 후보 영역 추출
얼굴영역검출과정에서검출한얼굴영역의상단부위에좌측 및

우측눈썹탐색영역을지정한다. 각눈썹탐색영역은얼굴영역의폭과
높이에연동해비례적으로가변되도록설정한다. 이후각눈썹탐색영역
에대한 Integral Image[2]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그림 3(a)의 3×3 블록
탐색윈도우로 각눈썹탐색영역을 슬라이딩하면서좌측및 우측 눈썹
후보영역들을추출한다. 이때각눈썹후보영역들은그림 3(b)와같이
‘눈썹이 위치한블록이상단 및하단블록들보다어둡다’는특성을 이용
하여 추출된다. 블록 탐색 윈도우는 2.3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2.2.2 눈썹 후보점 추출 검증
좌측 및우측 눈썹 후보영역들이 추출되면 이영역들을 레이블링

하여 면적이가장큰 영역을추출하고, 이 영역에서 가장큰블록 대비
도를 갖는 블록의 중심화소를 눈썹 후보점으로 정한다. 이후 좌측 및
우측 눈썹 후보점간 기울기의 절대값이일정 각도 이하이면눈썹으로
결정하고, 그렇지않으면눈썹을정확하게검출할수없는경우이기때
문에 기제안된 방법[11]을 이용해 눈의 위치를 검출한다.

  

  

  

R1 R2 R3

R4 R0 R5

R6 R7 R8

(a) 3×3 블록 탐색 윈도우 (b) 눈썹 영역과의 중첩
그림 3. 블록 탐색 윈도우와 눈썹 영역의 중첩 예시

2.3 눈 위치 검출
제안된방법의눈위치검출 과정은크게눈후보영역추출단계,

동공 후보점추출단계, 눈썹 기반동공후보점검증단계, 동공 후보점
쌍 판별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4은 제안된 방법의 동작 과정 중 중간
결과 영상들을 예시한 것이다.

(a) 입력 영상 (b) 검출된 얼굴 영역

(c) 눈썹 후보 영역 (d) 눈썹 검출

(e) 눈 탐색 영역 (f) 눈 후보 영역

(g) 동공 후보점 쌍 (h) 최종 눈 위치 검출
그림 4. 제안된 방법의 동작 과정상의 중간 결과 영상들

2.3.1 눈 후보 영역 추출
얼굴 영역검출 과정에서 검출한얼굴영역의 폭과높이에연동해

가변되는 좌측 및 우측 눈 탐색 영역을 얼굴 영역의 상단에 비례적으
로 선정한다. 그림 4(e)는 이렇게 산정한 좌측 및 우측 눈 탐색 영역을
예시한 것이다. 이어서 각 눈 탐색 영역에 대한 Integral Image[2]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각 입력 영상마다 얼굴 영역의 폭()과높이

()를 이용해 홍채 크기에 근사한 블록 크기를 산정한다. 일반적

으로 동공의 경우, 홍채보다 조명에 의한 크기 변화가 심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조명에 의한 크기 변화가 작은 홍채
의 직경을 블록의 크기로 사용한다[9][10]. 한편 제안된 방법에서는 눈
꺼풀에 의해 홍채가 가려진다는 사실에 착안해 블록의 모양을 정사각
형이아닌직사각형형태를 사용한다. 블록의폭()과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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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식 (1)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 는 각각 0.07 및 0.06이다.

 

   

  (1)

Integral Image 는 식 (2)를 통해 그림 4(a)과 같은 입력
영상 의 좌측 및 우측 눈 탐색 영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
된다[2]. Integral Image 에서 그림 5(a)의각 블록의 화소값들
의 합을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9][10]. 다음으로 식 (4)를 이용해
그림 5(a)와 같은 3×3 블록 탐색 윈도우의 각 블록의 평균 밝기값을
계산하여 로 지정한다.

  
′≤ ′≤

′′  (2)

     
     

(3)

 ×


  (4)

  

  

  

R1 R2 R3

R4 R0 R5

R6 R7 R8

(a) 3×3 블록 탐색 윈도우 (b) 동공 영역과의 중첩
그림 5. 블록 탐색 윈도우와 눈 영역의 중첩 예시

각 눈 탐색 영역의 Integral Image에서 그림 5(b)와 같이 ‘3×3 블
록 탐색 윈도우의 정중앙 블록이 눈의 동공 영역과 중첩될 경우에 정
중앙의 동공 블록이 나머지 주변 블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3][9][10], 상하 대칭성이 양호하다’는 특성에 착안해 눈 후보 영역들
을추출한다. 식 (5)와같이동공블록의밝기차이와상하대칭성조건
을충족하는지여부를조사함으로써눈후보영역들을추출할수있다.
그림 6(a)는 블록 대비도만을 이용해 눈 후보 영역을 추출한 것이고,
그림 6(b)는블록대비도와상하대칭성을동시에고려해눈후보영역
을 좀 더 제한한 것이다.






   and    and   

   and    
   and    and   








(5)

(a) 블록 대비도 (b) 블록 대비도 및 대칭성
그림 6. 눈 후보 영역의 추출

2.3.2 동공 후보점 추출
추출된 눈 후보 영역들의 영역 간 인접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식 (6)처럼 정의된블록 대비도 (Block Contrast)를 계산한 후, 좌
우 각각 3순위까지의 블록 대비도()를 갖는 블록들의 중심화소를
동공후보점들로선택한다. 정상 조도상태의정면얼굴에서는좌우및
상하블록대비도가모두양호한편이다. 하지만저조도상태이거나혹
은 정면에서 측면으로 소폭의 각도만큼 얼굴이 돌아가거나 동공이 움
직일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좌우 대비도가 불량해짐에 따라 이를

상쇄하기 위해 좌우 대비도에 비해 상하 대비도의 가중치를 2배 높여
블록 대비도를 정의한다.

 

  

(6)

2.3.3 눈썹 기반 동공 후보점 검증 단계
눈의 위치는항상눈썹 하단에위치하며그 떨어진정도가사람마

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해 눈 후보 영역에서 나
온 동공 후보 점들을 검증한다. 그림 4(g)와 같이 좌우간 조합 가능한
동공 후보점 쌍들을 조합 짓되 그 직전에 식 (7)과 같이 눈썹과 동공
후보점 간의 수직 거리가 블록 높이()의 2배(수직 상한)에서 4배

(수직 하한) 범위이내인지를 검사함으로써 동공후보점들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다시말해서동공후보점이수직상한과수직하한을벗어날
경우 동공 후보점들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7)

2.3.4 동공 후보점 쌍 판별
눈썹과 눈간의 기하학적 특성을만족하는동공후보점 쌍들중에

서 동공 거리가 기설정된 상한과 하한 수평 거리 내에 존재함과 동시
에동공간기울기의절대값이일정각도이하인그림 1의순서도상의
기하학적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검사해 이 조건을 충족하는 동공 후보
점 쌍을 두 눈의 위치로 판별한다. 이 기하학적 조건을 충족하는 동공
후보점쌍들 중에서좌우블록 대비도의 합계가최대인동공 후보점쌍
을 두 눈의 위치로 판별한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제안된 시스템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평가하기 위해, Samsung

Galaxy S5(32GB RAM) 스마트 폰의 안드로이드 4.4(킷캣) 환경에서
ADT 번들(Android Developer Tools Bundle)과 OpenCV 2.4.9를 이
용해스마트 폰전면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482×320 해상도의 3,327장
의 시험 영상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시험 영상은 안경을 착용하거나 미착용한 5명의 참여자로부터 약
25∼45cm 거리에서 실내조명 하의 정상 조도(약 400 lux)에서 2,009
장, 그리고 책을 읽기 어려운 수준의 저조도 하에서 1,318장을 촬영한
얼굴 영상을 사용했다. 먼저, 연산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Rapid Eye
Detection 알고리즘[9]은 AdaBoost 방법[2][8]에 비해 연산 복잡도가
낮다[9][10]. 제안된 방법은 Rapid Eye Detection 알고리즘을 개량해
연산 복잡도를절감한반면에성능을 개선한것이기에 AdaBoost 방법
[2][8]에 비해 연산복잡도가매우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일반적인 안
드로이드 스마트 폰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표 1. 제안된 방법과 기존의 방법들의 눈 검출 성능 비교

방 법
구 분

AdaBoost
방법

기제안된
방법

제안된
방법

정상조도

(2,009장)

안경미착용 97.68 % 97.77 % 100.0 %

안경착 용 75.78 % 90.89 % 95.17 %

저조도

(1,318장)

안경미착용 81.42 % 98.34 % 98.48 %

안경착 용 20.43 % 82.32 % 87.04 %

그림 8과그림 9는각각정상조도와저조도에서제안된방법을적
용한눈검출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표 1을 참고할 때, 정상 조도의안
경 미착용 상태에서 AdaBoost 방법[2][8], 기제안된 방법[11]과 제안된
방법은 공히 우수한 눈 검출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안경을착용할경우, AdaBoost 방법과기제안된방법의검출성
능이다소 큰폭으로저하되는 반면, 제안된방법은상대적으로양호한
검출성능을유지한다. 제안된 방법이 기제안된방법에비해 성능이 좋
은이유는제안된방법이눈썹과눈간의기하학적특성을이용해동공
의위치를검증함으로인해안경과눈을효과적으로구분할수있고그
림 7의눈을감는경우와같이일시적으로동공이사라지면서생기는오
류를 보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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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제안된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검출 결과 비교

그림 8.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눈 검출 결과(정상 조도)

그림 9.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눈 검출 결과(저조도)

그림 10.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눈 검출 오류

또한 기제안된 방법과 제안된 방법은 공히 그림 9와 같이 저조도
로인해 AdaBoost 방법의성능이극단적으로 저하되는상황에서도비
교적안정된성능을제공함을알수있었다. 전반적으로제안된방법은
거리및 조명변화 그리고안경 착용에강인한 편이다. 스마트 폰과얼

굴 간거리 변화에 강인하고저조도영상에서도상대적으로높은검출
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능을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또한눈썹을먼저찾고눈의후보점을
검증함으로써 눈을 감아 동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에도 상대
적으로 눈의 위치를 정확히 검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0과 같이
제안된 방법도 기존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확한 얼굴 영역 검출,
안경 착용 혹은 저조도 등에 기인해 검출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를 원
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확률적으로 그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안경 테두리 영역의블록대비도가 눈의동공영역보다높은
경우엔 검출 오류를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환경에서 정중앙 블록과 주

변 블록들간의 블록대비도를 이용해눈썹을 검출한후, 눈썹과눈 간
의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해 눈의 위치를 찾는 눈 검출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방법은거리및 조명변화그리고안경착용에강인한것
이 장점이다. 또한기제안된방법[11]에 비해 제안된 방법은 눈썹이 기
준이 되면서 눈을 감는 등의 일시적으로 동공이 가려지는 상황에서도
눈의 위치를찾는 효과가있었다. 이는 검출 오류를낮출 뿐아니라안
정적으로눈 위치를찾음으로써 추후눈의 개폐여부를판단하거나시
선 인식을 위한 전처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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