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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r-like와 베지어 곡선을 이용한 얼굴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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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Detection using Haar-like Feature and Bezi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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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굴 검출 기법들의 경우 조명과 배경에 따라 검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의 눈과 입의 성분을 분석하여 인간의 감성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처리속도가 빠르고 환경 요소들에 강인한 검출율을 보이는 얼굴 특징 검출 방
법을 제안하였다. 본 방법은 적분 이미지를 적용한 Haar-like Feature기법을 이용하여 얼굴 성분(두 눈, 입)을 검출한 
후, 색상 정보를 바탕으로 검출된 성분들을 이진화하고 피부영역과 얼굴 성분영역을 구분한다. 그 후, 빠르고 정확한 
shape를 생성하기 위해 베지어 곡선을 이용하여 검출된 성분들의 shape를 생성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ace Recognition Homepage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교한 얼굴 성분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얼굴 성분 검출, Haar-like Feature, 베지어 곡선, 이진화, YCbCr

Abstract  For face detection techniques, the correctness of detection decreases with different lightings and 
backgrounds so such requires new methods and techniques. This study has aimed to obtain data for reasoning 
human emotional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components of the eyes and mouth that are critical in expressing 
emotions. To do this, existing problems in detecting face are addressed and a detection method that has a high 
detection rate and fast processing speed good at detecting environmental elements is proposed. This method 
must detect a specific part (eyes and a mouth) by using Haar-like Feature technique with the application of an 
integral image. After which, binaries detect elements based on color information, dividing the face zone and 
skin zone. To generate correct shape, the shape of detected elements is generated by using a bezier curve—a 
curve generation algorithm.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by using data in the Face Recognition Homepage. The result showed that Haar-like technique and bezier curve 
method were able to detect face elements more elabo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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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에 들어오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기

술들이 연구, 개발되면서 인간은 자신들을 신할 로

에 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로 과 인간의 원활한 의

사소통을 해 그 근간이 되는 얼굴 인식, 표정 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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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들 역시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런 기술들

은 기에 공장 자동화, 감시 경계, 번호  인식 등으로 

주로 문 역에서 서비스되어왔으나 상업 인 분야에

서도 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2000년  들어 스마트

폰이 일반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 

피 룸, 모바일 마 ,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상

인식 련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되었다[1].

얼굴 인식 방법으로 지식 기반 방법, 특징 기반 방법, 

템 릿 매칭 기반 방법, 외형 기반 방법 등이 있다. 지식 

기반 방법은 각 얼굴 성분들은 일정한 치 계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제로 그 규칙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

법이다. 그러나 얼굴의 기울기와 각도 같은 다양한 변화

에서는 검출이 어려운 단 이 있다. 특징 기반 방법은 얼

굴 성분들의 크기와 모양, 상호 연 성, 색상과 질감 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처리 시간이 빠르다는 장 이 

있으나 조명과 포즈, 복잡한 배경 등의 잡음에 민감한 단

이 있다. 템 릿 매칭 기반 방법은 상이 되는 모든 

얼굴의 표  템 릿을 만든 후 입력 상과의 비교를 통

해 검출하는 방법이다. 조명이나 배경에 향을 덜 받는 

장 이 있지만, 템 릿 제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감정을 표 할 때 요한 얼굴 

성분인 과 입의 성분을 분석하여 인간의 감성 정보를 

추출하기 한 데이터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기존 얼굴 검출 방법들의 단 을 개선하고자 환경 요소 

등의 잡음에 강인하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개선시킨 

분 이미지를 용한 Haar-like기법을 이용하여 얼굴의 

특정 성분( , 입)들을 검출하고, 특징 기반 방법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검출된 성분들을 이진화한 후, 빠르고 

정확한 곡선을 생성하는 베지어 곡선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성분들의 shape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Haar-like Feature

분 이미지를 이용한 Haar-like Feature는 Viola와 

Jones가 제안한 방법으로, 환경 요소에 강인하면서 빠르

게 연산이 가능한 얼굴 성분 검출 방법  하나이다[2].

[Fig. 1] Haar-like Features(Rectangle Features)

그림 1은 Haar-like의 사각 특징 8가지를 나타낸 것으

로 a, b, c, d는 이미지의 엣지(edge)를, 아래의 e, f, g, h

는 이미지의 선(line)을 검출하는 용도로 쓰이는 특징들

이다. 이 사각 특징들은 검은색 역의 픽셀 합과 흰색 

역의 픽셀 합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특징 값들을 구하

는데 이 때 분 이미지를 용하여 계산 속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다음 식 1은 분 이미지를 구하는 공식

을 보여 다.

  
′≤ ′≤

′′   (eq. 1)

식 1의 ii(x, y)가 분 이미지이며, i(x’, y’)가 원본 이

미지이다. 분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의 원  i(0, 0)부터 

i(x, y)까지의 모든 픽셀들의 합을 가진다. 그림 2는 

Haar-like 사각 특징들에 용되는 분 이미지를 보여

다.

[Fig. 2] Integral Image

식 1을 이용하여 그림 2의 각 역 A, B, C, D의 픽셀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4는 입력 이미지 

A+B+C+D 역의 합을 가진다. 2는 A+B 역의 합을, 3

은 A+C 역의 합을, 그리고 1은 A 역의 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4+1-(2+3)을 계산하면 사각 D의 역을 

구할 수 있다.

입력 이미지에 그림 1의 사각 특징을 용하여 검은 

역과 흰색 역의 픽셀 합을 식 1을 통해 구하고 두 합

간 차이를 계산하면 성분의 특징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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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GB 컬러 이미지의 이진화

이진화 기법 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RGB컬

러 모델을 YCbCr컬러 모델로 변환하여 이진화하는 방법

이 있다. 이 기법은 각 RGB컬러 이미지를 YCbCr컬러 모

델로 변환하게 되면 밝기부분인 Y값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의 향을 일 수 있다. YCbCr 변환 식은 

다음 식 2와 같다[3].

 
  
 

(eq. 2)

미리 설정한 피부색 범 와 YCbCr컬러 모델로 변환 

후의 각 Cb값과 Cr값의 분포도로 이용해 Douglas Chai

가 제안한 피부색 참조 맵 등을 이용하여 피부가 아니라 

단된 부분을 검은색, 피부라 단된 부분을 흰색으로 

값을 조정하여 이진화할 수 있다[4].

YCbCr컬러 모델로의 변환 이외에 이진화 방법으로 

원본 컬러 이미지를 그 이스 일로 변환하여 그 이스

일 값과 임계값을 비교하는 이진화 방법이 있다.

 
  

(eq. 3)

 식 3은 RGB컬러 모델을 그 이스 일로 변환하는 

공식을 보여 다. RGB컬러 모델에 특정 상  처리를 할 

경우에 R, G, B 각 채 들에 한 처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스 일 상보다 약 3배정도 연산 시간이 

증가한다. 그래서 빠른 연산을 요구할 경우 RGB컬러 모

델의 밝기 성분만을 사용하여 상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 이미지의 RGB컬러 모델의 R, G, B 각 채 들을 

Y(밝기)성분만을 사용하여 그 이스 일로 변환하여 

상 내 모든 픽셀들에 하여 임계값보다 크면 255로 설정

하고, 작으면 0으로 바꾸어 이진화를 수행한다.

2.3 베지어 곡선

베지어 곡선은 1970년  Renault car를 디자인하는 과

정에서 이 곡선을 사용했던 Pierre Bezier라는 랑스 엔

지니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이 곡선은 알고리즘

이 단순하고 계산이 빠르며, 설정된 조 들을 벗어나

지 않기 때문에 안정 이라는 장 이 있어 다양한 분야

에서 응용되고 있다[5,6,7].

 
  



 

  


   

   
 

  


(eq. 4)

식 4는 0부터 시작되는 N+1개( 이 3개라면 N은 2가 

된다)의 조 에 의해 생성되는 곡선을 구하기 한 연

속함수이다[8].

그림 3은 N=3 즉, 조 이 네 개일 때의 베지어 곡선

을 보여 다. 그림의 과 이 곡선의 끝 이 되고, 

과 까지 네 개의 으로 곡선이 정의된다[9].

[Fig. 3] Bezier Curve when N=3

본 논문에서는 검출된 얼굴 성분들의 원만한 이미지

를 빠르고 안정 인 방법으로 shape를 생성하기 해 이

와 같은 베지어 곡선을 사용한다.

3. 얼굴의 특징 분석을 위한 성분 검출

본 연구에서는 얼굴 인식  얼굴에서 획득 가능한 특

징을 분석하기 한 기반 연구로 얼굴의 주요 성분인 

과 입에 한 성분 검출을 수행한다.

3.1 얼굴 성분 검출 흐름

특정 상에서의 얼굴 성분 검출이란 얼굴 외에 여러 

복잡한 노이즈가 포함된 상 데이터에서 얼굴을 인식하

고 인식된 얼굴에서 이나 코, 입과 같은 얼굴의 특징 

분석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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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노이즈가 포함된 상에서 얼굴을 인

식하고 인식된 얼굴에서 특징 분석에 활용될 과 입 성

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한다. 이를 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Haar-like기법을 이용한 얼굴의 부 별 성분 검

출, 색상 정보의 이진화 처리, 이진화된 이미지에서의 

Bezier곡선의 생성 과정을 수행한다.

[Fig. 4] Flowchart of Detection Method

3.2 Haar-like를 이용한 얼굴 성분 검출

본 단계는 입력받은 얼굴 이미지에 Haar-like기법을 

용하여 과 입의 역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과 입만을 따로 검출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인 이미

지를 이진화하는 단계에서 최 한 피부 역을 여 조명

과 같은 환경 변수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잡음과 같은 오

류들을 감소시키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함이다.

아래 그림 5는 Haar-like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

여 배경이 복잡한 환경(a)과 복잡한 환경 하에 카메라에

서 보다 멀어진 상태(b), 그리고 조명을 인 어두운 환

경(c)에서 촬 한 이미지들이다.

(a) Complex background

(b) Far away from camera

(c) Dark environment

[Fig. 5] Facial component detection from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a,b,c)

 그림 5와 같이 Haar-like기법은 다양한 환경 변화

에서도 강인한 검출률을 보여주며 한 라이 러리를 이

용하여 비교  간단하게 구 이 가능하고, 빠른 처리 속

도를 보여주는 얼굴 검출 기법이다. 이런 장 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이 기법을 사용하 다.

OpenCV에서 라이 러리를 통해 이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그  얼굴과 , 입을 검출

하는 세 가지의 강한 haar_cascade 분류기를 사용하 다. 

강한 분류기는 기에는 약한 분류기로 시작하여 체 

이미지를 차례로 검색하면서 얼굴의 각 성분 역이 어

디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반복 으로 수

행하여 학습함으로써 하나의 강한 분류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분류기를 통해 앞서 설명한 오류 감

소  처리 속도 향상과 더불어 인간이 감정을 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 과 입 역만을 얼굴 체 역 내에서 

검출하여 추출한다.

[Fig. 6] Image detection using Haar-like

 그림 6은 Haar-like기법을 통해 얼굴 체 이미지

에서 검출하여 추출한 과 입의 이미지를 보여 다.

검출되는 얼굴 체 역은  머리카락부분을 제외

하고 썹 부터 턱의 일부까지 검출한다. 이 역 내에

서 최 한 피부 역을 이면서 과 입 역이 사각 안

에 담길 수 있도록 추출하 다. 이 게 추출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인 이진화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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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색상 정보를 이용한 이진화

상에 한 이진화는 다양한 상 처리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으며, 상 내에서 특정 객체의 치를 찾거나 

하는 작업들의 처리 과정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도 역시 과 입의 shape를 생성하기 해 처리 과정

으로 이진화를 수행한다. 3.2 과 같이 Haar-like기법으

로 추출된 과 입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련연구 2.2

에서 설명한 YCbCr 컬러 모델로의 변화 후 이진화하는 

방법과 그 이 스 일로 변환한 후 이진화하는 방법을 

수행하 다.

RGB컬러 이미지를 YCbCr컬러 모델로 변환하기 하

여 식 2를 이용한다. 아래 그림 7은 RGB컬러 이미지를 

YCbCr컬러 모델로 변환한 이미지를 보여 다. YCbCr컬

러 모델로 변환하면 이미지 체의 RGB색상 값들이 비

슷한 범  색상 값들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7] Convert an RGB to YCbCr

아래 그림 8은 두 번째 방법인 RGB컬러 이미지를 그

이스 일로 변환한 그림을 보여 다.

[Fig. 8] Convert an RGB to grayscale

그 이스 일로 변환하면 밝기 값이 제외되고 회색범

의 값들로 RGB값들이 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9는 RGB컬러 이미지들을 YCbCr컬러 모델(a)과 그

이스 일(b)로  변환한 후 이진화한 결과 이미지를 보

여 다. 상  4개는  역의 이미지이며, 하  4개는 입 

역의 이미지를 보여 다.

[Fig. 9] Binarized images(YCbCr(a), Gray(b))

YCbCr컬러 모델로의 변환 후 이진화한 경우 피부

역에 잡음처럼 검은 픽셀들이 분포된 것이 보이며 성분 

역들이 본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성되었

다. 따라서 이진화 처리를 진행 이후 잡음 제거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Fig. 10] Binarized eyes and mouth(grayscale)

 그림 10은 RGB컬러 이미지들을 그 이스 일로 

변환하여 이진화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미지를 보여 다. 

YCbCr컬러 모델로 변환하여 이진화한 결과보다 검은색 

픽셀들이 잡음과 같이 분포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 각 얼굴 성분 역들이 본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스 일을 

기반으로 이진화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인 베지

어 곡선 용 단계를 수행한다.

3.4 베지어 곡선 적용

본 연구의 목 은 컴퓨터를 통해 인간의 표정을 인식

하고 감성을 추출하기 한 기반 기술 확보  다양한 얼

굴인식 분야에서 용이 가능한 특징 추출 데이터를 생

성하는데 있다. 이를 한 처리 단계로 베지어 곡선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그 이스 일을 기반으로 이진화한 

각 얼굴 성분들의 윤곽을 따라 shape를 생성한다.

다음 그림 11은 베지어 곡선을 생성한 를 보여 다.

[Fig. 11] Example of Bezier curve

그림 11에서와 같이 각 얼굴 성분들의 윤곽을 따라 곡

선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YCbCr컬러 모델로 변환 

후의 이진화 결과 이미지를 이용하기에는 검은 픽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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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심하기 때문에 베지어 곡선 알고리즘에서 곡선을 

정의하는 끝 인 특징 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입 

역의 경우도 확실한 모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

찬가지로 곡선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과 입 역을 각각 추

출하여 그 이스 일 기반으로 이진화한 결과 이미지를 

이용하여 베지어 곡선을 생성한다.

4. 실험 및 분석

본 실험은 다음 A, B의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하여 수

행하 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방법이 환경변수에 강인

하면서 빠른 얼굴 성분 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 다. 

그림 11은 실험 방법 A, B의 처리 과정을 보여 다.

[Fig. 11] The flowchart of method A, B

첫 번째 방법 A는 Haar-like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얼

굴 체 이미지를 YCbCr컬러 모델로 변환한 후, 이진화

를 거쳐 각 얼굴 성분의 베지어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이

다. 두 번째 방법 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Haar-like기법

을 통해 얼굴 성분을 미리 추출한 후 추출된 성분을 그

이스 일로 변환한 후 이진화를 거쳐 각 얼굴 성분의 베

지어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을 수행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생체인식, 컴

퓨터 비젼, 패턴 인식 등과 같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얼굴 이미지들을 제공하고 있는 “Face 

Recognition Homepage”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 다[10].

다음 표 1은 A, B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서 얼굴  왼쪽 과 오른쪽 , 입의 베지어 곡선이 생

성된 모습을 보여 다. A결과와 B결과의 열은 에서 

부터 차례로 왼쪽 , 오른쪽 , 입 역의 베지어 곡선

이다.

<Table 1> A&B method result 

Original Image A method result B method result

①

left eye

right eye

lip

②

③

④

⑤

원본 이미지에서 과 썹의 사이 거리가 짧은 경우

첫 번째 방법인 A를 사용했을 때 의 역에 썹의 일

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이진화를 진

행할 경우 과 썹이 함께 검은색으로 변환되면서 베

지어 곡선을 생성할 때 의 치가 정확히 선택되지 않

게 되어 곡선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한 쪽으로 치우치거

나 본래 얼굴 성분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얻

어진다. 표 1의 ①번 이미지의 결과가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이다.

한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양인들의 경

우 표 1의 원본 이미지들과 같이 두덩이가 동양인들에 

비해 많이 돌출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에 그림자

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 A방법을 통해 

이진화를 진행을 할 경우 검은색 픽셀의 분포가 의 

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 로도 많이 분포하게 되면서 베

지어 곡선을 생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표 1의 

④번과 ⑤번의 결과 이미지가 이러한 문제 을 갖는 이

미지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다.

한 A방법의 경우 입의 역에 곡선이 제 로 생성

되지 않았다. 이진화를 진행하 을 때 윗입술과 아랫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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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이에 흰색 픽셀들로 공백이 생겨 입술이 이어지지 

않거나  는 아랫입술 한 부분만 검은색으로 변환되

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해 베지어 곡

선이  표 1에서 ②번과 ⑤번 같이  는 아랫입술에

만 가늘게 생성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게 방법 A는 

이진화에서 잡음, 공백 등과 같은 많은 문제 이 발생하

여 베지어 곡선 생성 단계에 큰 향을 미쳐 shape를 생

성하는데 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방법 B는 체로 베지어 곡선이 성분의 윤곽을 따라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생성된 결과를 얻었다. Haar-like

기법을 용하여 과 썹 사이의 거리가 짧더라도 최

한 썹을 제외하고 만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방법

으로 이진화를 진행하여 베지어 곡선을 생성한 결과가 

표 1의 가장 오른쪽 이미지들이다. A방법에 비해 검은 

픽셀들의 잡음과 같은 분포가 히 어들고 피부와 

성분이 좀 더 명확한 경계를 갖는 이진화가 수행되어 더 

정확한 shape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입 역도 마찬가지로 A방법에서의 윗입술과 아랫입

술이 이어지지 않는 공백과 같은 문제 이 어들어 보

다 나은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인간이 감정을 표 할 때 많은 특징

의 변화를 보이는 과 입의 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인간

의 감성 정보를 추출하기 한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것

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처리 단계로 환경 요소

에 강인한 성분 검출을 해 Haar-like Feature와 피부색 

정보,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곡선 생성을 해 베지어 곡

선을 용하여 성분들의 shape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

하 으며, 그 성능을 확인하 다.

실험 결과 얼굴 체 이미지를 YCbCr컬러 모델로 변

환하고 이진화를 진행하는 것보다 Haar-like기법을 통해 

미리 얼굴 성분들을 추출하고 이진화를 진행하여 베지어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을 통해 더 정 한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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