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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얼굴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이 등장함에 따라 실용적인 얼굴 검출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특정인의 출입을 허가하는 보안시스템과 감시 환경

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를 위해 사용

되고 있다. 또한, 표정 인식은 얼굴 영역에 대해 표

정 변화를 분석하여 외형적 표정 변화로 부터 사람

의 감정을 해석하는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얼굴 정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이 확대되

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얼굴 영

역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얼굴 검

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에 제안된 비올라 존스(Viola-Jones) 방

법[1]은 얼굴 검출의 실용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최

초의 모델이다. 적분 영상(integral image) 기법을 

이용하여 Haar-like 특징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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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제안한 Adaboost의 직렬로 연결된 분류기

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얼굴 영역을 선별한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단순한 특징 정보를 이용하기 때

문에 얼굴의 자세 변화 또는 가림과 같은 환경에서 

얼굴 검출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2, 3].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변형 가능한 파트 모델

(deformable part model: DPM)[4, 5, 6]이 제안되었

다. 이 방법은 얼굴 구성 요소의 기하학적인 위치 관

계에 의한 조합으로서 얼굴 영역을 정의한다. 얼굴 

구성 요소의 일부가 손실되더라도 얼굴 영역을 판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변화 또는 가림에 강인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각 얼굴의 구성 요소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일차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슬라이딩 

위도우 방법(sliding window method)으로부터 추출

된 수많은 윈도우에 대해 파트 모델의 매칭

(matching)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큰 복잡도를 수반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파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파트의 정확한 라벨(label)이 포함된 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필요하다.

최근에 다양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의 

분야에서 학습에 기반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

nal neural network: CNN) 방법이 큰 성과를 이루었

다 [7]. CNN의 얼굴 검출 방법이 검출 성능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시스템의 증가된 복잡도는 이에 

대한 실용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320×240의 이미지

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윈도우(window)의 수는 십

억 개에 달한다[8]. 수많은 패치에 대해서 각각 CNN

에 기반하여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얼굴과 얼굴이 

아닌 영역으로 분류(classification)를 하게 된다. 이

는 얼굴 검출 성능과 시스템의 복잡도 사이의 트레

이드오프(trade off) 관계를 잘 나타낸다. 또한, 인접

한 윈도우 사이의 교집합 영역에 대해 합성곱 연산

(convolution operation)이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

써 불필요한 연산 과정이 포함되고, 합성곱 신경망

의 인공 신경망 계층(fully-connected layer)의 입력

과 출력이 고정됨으로 인하여 그 신경망을 통과하는 

모든 입력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고정된 

크기로 재조정(resizing)하는 과정을 수반함으로써 

시스템(system)의 연산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의 포즈 변화와 가림이 발생

하는 와일드(wild) 환경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얼굴 

검출을 수행하는 두 단계(two-step)의 CNN에 기반

한 방법을 제안한다. (1) 멀티스케일 프로포잘 네트

워크(multi-scale proposal network)는 얼굴 요소의 

히트맵을 멀티스케일로 나타내고, 얼굴의 요소 정보

를 이용함으로써 얼굴의 포즈 변화 또는 가림에 강

인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합성곱 층(convolutio-

nal layer)이 직렬(cascade)로 연결된 완전한 합성곱 

신경망(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을 이용

하여 입력 이미지에 대응되는 확률 맵을 계산한다.

확률 맵(또는, 히트맵)은 각각의 픽셀(pixel) 값을 얼

굴이 존재할 확률 값으로 매핑(mapping)한 것으로 

낮은 복잡도로 후보 얼굴 영역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인공 신경망 계층을 제외한 구조를 채택

하여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재조정 하는 과정을 건

너 뛸 수 있다. (2) 디텍션 네트워크(detection net-

work)는 얼굴 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분류

(classification) 과정에 추가적으로 얼굴 후보 영역

을 보다 정교하게 얼굴 영역으로 회귀(regression)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포즈와 가림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얼굴이 존재하는 

FDDB[9]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사용한다. 또

한, 얼굴 검출 성능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시스템의 

처리속도를 다른 시스템과 비교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이 얼마나 낮은 시스템 복잡도를 갖는지를 검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상세

하게 설명하고, 3장에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베이

스 및 환경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4장

에서 결론을 맺으며 본 논문을 마친다.

2. 제안하는 방법

본 장에서는 Fig. 1과 같이 얼굴 요소 히트맵(heat

map)을 표현하는 멀티스케일 프로포잘 네트워크

(multi-scale proposal network)와 멀티테스크(multi-

task)를 수행하는 디텍션 네트워크(detection net-

work)로 구성된 두 단계(two-stage)의 시스템(sys-

tem)에 대해서 설명한다. 2.1절에서 제안하는 방법

의 전반적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어

서 2.2절 그리고 2,3절에 걸쳐서 프로포잘 네트워크

와 디텍션 네트워크에 대해 네트워크의 학습방법을 

비롯하여 그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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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깊은 합성곱 신경

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기반한 두 

단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서, 프로포잘 네트워크는 선행 학습된 모델(pre-

trained model)에 대해 미세조정(fine-tuning)의 학

습 방법을 사용한다. 얼굴의 구성요소 히트맵을 표

현하기 위해 얼굴 특징점(facial landmark)을 이용

하고, 이렇게 구성된 싱글 스케일(single-scale)의 완

전한 합성곱 신경망(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을 멀티스케일로 확장함으로써 얼굴의 크기 

변화에 강인하도록 설계한다. 프로포잘 네트워크의 

히트맵으로부터 얼굴 후보 영역을 추출하고 각각의 

영역은 얼굴 경계 영역 회귀법을 포함하는 디텍션 

네트워크를 거치게 된다. 분류 과정은 얼굴과 얼굴

이 아닌 영역을 분별함으로써 오검출(false-positive)

되는 영역을 줄인다. 또한 얼굴 경계 영역 회귀법은 

더욱 정밀하게 얼굴 후보 영역을 얼굴 영역으로 이

동시킴으로써 검출 성능을 향상시킨다. 두 단계의 

시스템을 거쳐 살아남은 얼굴 후보 영역에 대해 후

처리 과정(post processing)의 non-maximum sup-

pression (NMS)[10]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얼굴 영

역을 제시한다.

2.2 얼굴 요소 히트맵의 멀티스케일 프로포잘 네트워

크(multi-scale proposal network for facial com-

ponent heat map)

Fig. 2의 프로프잘 네트워크는 다섯 합성곱 층

(convolutional layer)가 직렬로 연결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합성곱 층에는 가중치와 

통합 층(max pooling layer)가 바로 이어진다. 그리

고 세 인공 신경망 층(fully-connected layer)이 마

지막으로 연결되고, 마지막 인공 신경망 층은 라벨

(label) 정보를 포함하므로 선행 학습된 모델과 다른 

인공 신경망 층의 구조를 갖는다.

얼굴 특징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요소

를 표현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학습한다. Fig. 2와 같

이 심층적인 신경망 구조는 대규모의 파라미터(par-

ameter)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label)로 부여

한 얼굴 특징점의 위치 정보를 특정 얼굴 요소를 지

역화(localize)하기 위한 정보로서 해석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신경망의 초기 가중치(initial wei-

Fig. 1. Our overal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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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t)를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로 설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 정보를 지역화하는 특성의 

가중치를 초기 값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이라 일컫는다.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된 AlexNet[11]의 구조를 선행 학습된 모

델로 사용한다. 이미지 분류란 영상 정보에 존재하

는 물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물체가 속한 범주를 

분류하는 것으로 Fig. 2의 첫 번째 열은 합성곱 신경

망의 입력으로 고양이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고양이

의 라벨 값을 출력하는 신경망 구조이다. 이러한 신

경망은 일차적으로 물체와 물체가 아닌 영역을 구분 

짓는 특성을 학습함으로써 표현력을 갖게 된다. 배

경 영역으로부터 물체의 영역을 지역화하는 특성의 

신경망 가중치는 얼굴의 특징점의 위치 정보를 해석

하고 얼굴 요소를 지역화하는 것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프로포잘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 얼굴 특징점

의 위치 좌표를 이용하며 각각의 위치 좌표를 순차

적으로 연결(concatenate)시켜 1차원의 벡터(vector)

를 형성한다. 예측되는 위치 좌표와 목적 위치 좌표

의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최소화하

는 손실함수(loss func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2)

      (3)

여기에서, 는 미니 배치(mini-batch)의 크기

를 의미하며, 은 얼굴 특징점의 총 개수, 
은 예측

되는 얼굴 특징점의 위치 좌표 그리고 
은 목적 얼

굴 특징점의 위치 좌표이다. 얼굴 특징점의 집합은 

  

 의 벡터 형태로 정의된다. 총 41개의 얼굴 

특징점 중에서 오른쪽 눈, 왼쪽 눈, 코 그리고 입을 

지역화하기 위해 각각 6, 6, 9, 그리고 21개의 얼굴 

특징점을 사용한다. 수식(1)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

기 위해 확률적 기울기 하강(stochastic gradient de-

scent) 방법을 이용한다. Caffe[12] 라이브러리(library)

를 이용하며 초기의 학습 속도(initial learning rate)

는    , 가속도(momentum)의  에 대해 매 

세대(epoch) 수마다 학습 속도에  의 값을 곱

한다. 인공 신경망 층의 드롭아웃(dropout)의 확률 

값은 0.5이다.

Fig. 3의 멀티스케일 프로프잘 네트워크는 FCN

의 두 번째 합성곱 신경망 층을 기점으로 분기하여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스케일에 대해 

두 번째 가중치와 통합 층(pooling layer)이 다른 스

트라이드(stride)의 크기를 가지며 서로 다른 얼굴 

크기에 대해 최적화된 히트맵을 각각 구성한다. 스

트라이드의 값이 작을수록 작은 크기의 얼굴을 표현

하는 데 적합하고, 그 값이 증가할수록 큰 얼굴 크기

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곱 신경망의 

표현력은 낮은 층에서는 간단한 테두리(edge)와 같

은 특징을 추출하고, 높은 층으로 이동함으로써 물

Fig. 2. Learning strategy of proposal network in a singl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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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형상과 같은 복잡한 특징 정보를 표현하게 된

다. 이러한 낮은 층에 있는 특징 정보 사이의 높은 

유사성을 갖는 특성을 이용하여 앞단의 두 합성곱 

신경망 층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시스템의 불필요한 

계산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

각각의 스케일의 신경망으로부터 출력된 다섯 번

째 합성곱 층의 256개의 특징 맵(feature map)을 정

규화(normalizing) 및 스케일링(scaling) 과정을 거

쳐 히트맵을 얻게 된다. 이 히트맵에 대해 얼굴 영역

과 얼굴이 아닌 영역을 잘  구분 짓는 을 설정하

여 멀티스케일의 프로포잘 네트워크의 얼굴 요소 히

트맵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선별할 수 있다.

2.3 얼굴 영역 회귀법을 이용한 디텍션 네트워크

(detection network with face bound regression)

멀티스케일의 프로포잘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얼

굴 후보 영역에 대해 Fig. 4의 디텍션 네트워크를 통

과하게 된다. 이 얼굴 후보 영역은 그 자체로 높은 

얼굴 검출 성능을 보인다. 본 절의 디텍션 네트워크

는 리콜율(recall rate)과 함께 혹여나 발생할 수 있

는 오검출(false-positive)을 줄이는 멀티테스크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검출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10, 13]는 얼굴 후보 영역을 조정하여 가장 근접

한 위치의 ground-truth의 얼굴 영역으로 이동시키

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10]의 방법은 얼굴 후

보 영역이 이동할 위치에 대해 각각 영역을 추출하

고 그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함으로써 연산 복잡도

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13]에서 제시하는 얼굴 

영역 회귀법과 얼굴인지 얼굴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분류(classification) 문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Fig. 3. Proposal network that includes multi-scale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

Fig. 4. Learning strategy of detection network with face boun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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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의 네트워크를 통과함으로써 두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한다.

Fig. 4의 디텍션 네트워크는 네 합성곱 층과 두 

인공 신경망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48 × 48의 입력 

이미지가 합성곱 신경망 계층을 통과하여 분류와 얼

굴 영역 회귀법의 문제에 대한 값을 제시하며, 얼굴 

영역 회귀법 문제에 대해서는 얼굴 영역을 위치에 

대해 왼쪽 상단을 (0, 0)으로 하는 좌표, 좌표, 가

로와 세로 길이를 제시한다. 패치(patch) 1은 그 영

역이 얼굴 영역을 포함하므로 얼굴 영역으로 판정할 

확률 값으로 1과 함께 얼굴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제

시한다. 패치 2는 얼굴 영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확

률 값 0을 제시하고 얼굴 영역의 위치 정보를 무시

하는 라벨(label)을 부여한다. 각각에 패치에 대한 

라벨 정보를 이용하여 두 손실 함수(loss function)

의 합으로 다음의 수식 (4)의 손실 함수를 정의한다.

det   (4)

여기에서, 는 조정 파라미터(parameter)이다.

수식 (5)의 손실 함수는 얼굴 영역인지 얼굴이 아닌 

영역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교차 엔트로

피 함수(cross-entropy loss function)를 도입하고,

얼굴 영역 회귀법 문제는 추정되는 얼굴 영역의 위

치 정보와 목적하는 얼굴 영역의 위치 정보의 유클

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가 최소가 되는 네

트워크를 설계한다.

 



  

 

 log  log  (5)

 






  



∥ ∥


 (6)

여기에서, 는 미니 배치(mini-batch)의 크기

를 의미하며, 는 얼굴 영역의 위치 정보를 정

의하는 행렬의 크기, ∈은 얼굴 추정되는 확률 

값, ∈은 목적하는 얼굴 영역인지 얼굴 영역이 

아닌지에 대한 라벨이다. 또한,  과 

 는 각각 추정되는 얼굴 영역 위치와 이

에 대해 가장 근접한 ground-truth의 얼굴 위치 정

보이다. 수식(4)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

률적 기울기 하강(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

법을 이용한다. Caffe[12] 라이브러리(library)를 이

용하며 초기의 학습 속도(initial learning rate)는 

   , 가속도(momentum)의  에 대해 매 세

대(epoch) 수마다 학습 속도에  의 값을 곱한

다. 인공 신경망 층의 드롭아웃(dropout)의 확률 값

은 0.5이다.

디텍션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네거

티브 예제 마이닝(hard sample mining) 기술을 사용

한다. 이 기술은 일반화된 많은 예제를 사용하여 합

성곱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잘 표

현하는 소규모의 유익한 예제를 추출하여 특정한 상

황에 잘 대처하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기법이다.

Fig. 1의 제안하는 방법은 두 단계(two-stage)의 직

렬(cascade)로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네트워크가 처리해야할 데이터(data)는 첫 

번째 네트워크의 성능과 직접도가 매우 높다. 첫 번

째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대부분의 얼굴 후보 영역은 

얼굴과의 유사도가 매우 높은 패치일 가능성이 크

다. AFLW[14]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사용하여 

5만장의 네거티브 예제를 추출하였고, 얼굴 영역을 

포함하는 예제는 40%이하였다. 이 예제를 선별적으

로 취득하여 멀티테스크의 디텍션 네트워크의 학습

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 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의 실험 환경에서는 학습 및 성능 검증 과정

에 사용된 데이터 셋과 얼굴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2 절에서는 얼굴 검출 

성능과 처리속도를 제시하고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

하였다.

3.1 실험 환경

제안하는 합성곱 신경망의 학습과 검출 성능의 

검증 과정으로 네 가지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사용하였다. ImageNet2012[15], Large-scale Celeb

Faces Attributes (CelebA)[16] 그리고 Annotated

Facial Landmarks in the Wild(AFLW)[14]는 신경

망의 학습 과정에 사용 하였고, Face Detection Data

Set and Benchmark(FDDB)[9]을 이용하여 얼굴 검

출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미지 분류(classification) 문제를 다루는 Image

Net2012 데이터베이스는 백이십만장의 이미지에 대

해 1,000개의 범주(class)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물체의 포괄적인 특징을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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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곱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다. 물체가 아닌 영

역으로부터 물체인 영역의 특징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합성곱 신경망 계층(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선행 학습된 모델(pre-trained model)로 

이용하여 그 위에서 얼굴 검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를 학습하였다. CelebA 데이터베이스는 얼굴의 특

성 정보를 포함하는 10,177의 인물이 202,599의 이미

지에 등장하는 대규모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이다.

다섯 개의 얼굴 특징점과 40개의 얼굴의 특성 정보

를 포함하며, 본 논문에서는 TCDCN[17]의 얼굴 특

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확장된 68개의 얼굴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중에서 얼굴 요소와 관련된 41

개를 선별하여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사용하였다.

Fig. 2의 학습된 프로포잘 네트워크(proposal net-

work)에 대해 AFLW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네거티

브 예제 마이닝(hard sample mining) 기술을 이용하

여 유용한 예제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Fig. 4의 디

텍션 네트워크(detection network)의 학습 데이터

(data)로 사용하였다. AFLW는 얼굴 검출 성능 측정

을 위해 사용된 FDDB 데이터 셋과 유사한 환경(예:

얼굴의 가림, 포즈 변화, 조명 변화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얼굴)을 지닌 데이터베이스로 얼굴 검출의 

학습 데이터로 많이 사용된다. 21,123의 이미지에 

24,386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다.

얼굴 검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FDDB

데 터베이스는 5,171의 얼굴이 2,845의 이미지에 포

함되어 있으며, 20×20픽셀(pixel) 이하의 얼굴의 크

기는 제외한다[9]. 이 데이터베이스의 얼굴의 위치 

정보가 타원형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그 타원과 공유

하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사각형

(rectangular)의 형태로 ground-truth를 재정의 하

였다. 또한, AFLW와 FDDB의 ground-truth의 미

스매치(mismatch)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얼굴 검출기

로부터 출력되는 얼굴 영역의 세로길이를 30% 확장

하였다.

얼굴 검출기로부터 출력된 얼굴 영역과 ground-

truth 사이의 매칭(matching)을 판별하기 위해 두 

영역의 교집합과 합집합의 비율(intersection over

union: IOU)을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 

 ∩ 
 (7)

여기에서, 와 는 의 검출된 얼굴 영역과 

가장 근접한 의 ground-truth 얼굴 영역으로 정

의된다. 수식 (7)을 이용하여 수식 (8)과 (9)의 얼굴 

검출 성능 지표를 정의하며,  은 ground-truth 얼

굴 영역의 집합 그리고  는 검출된 얼굴 영역의 집

합이다. 수식 (8)의 리콜(recall)은 ground-truth 얼

굴 영역 중에 몇 개의 얼굴 영역을 검출하였는지에 

대한 지표이며, 정확도(precision)은 검출된 얼굴 영

역 중에 몇 개의 얼굴 영역이 ground-truth에 속하

는지를 제시한다.

  


∈

     (8)

  


∈

     (9)

여기에서, ·는 델타(delta)함수로서   

이면 1로 판정한다.

3.2 얼굴 검출 성능 및 처리 속도

제안하는 방법의 검출 성능 및 처리 속도를 검증

하기 위해 다른 얼굴 검출기의 성능과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1) Viola-Jones[1], (2) Pico[18], Zhan

et al.[19], XZJY[20] 그리고 NPDFace[21]. Table 1

에서는 오검출(false positive)의 수가 517 (정확도

=90 (%))의 조건에서 리콜을 측정하였으며, 다른 알

고리즘의 최대 성능 보다 1.38%의 추가 이득을 보였

다. 이는 제안하는 방법이 얼굴 요소 정보를 이용하

여 얼굴의 포즈 또는 가림에 강인한 효과를 보일뿐

만 아니라 두 번째 네트워크의 얼굴 영역 회귀법이 

얼굴 영역을 정교하게 매칭(matching)함으로써 검

출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다.

Table 2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처리속도를 제시

한다. VGA의 영상에 대해 평균적으로 다섯 명의 사

람이 등장하는 환경으로서,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Table 1. Comparison of detection rate with state-of- 

the-art techniques on FDDB dataset

Algorithm Recall[%]

Viola-Jones [1] 53.01

Pico [18] 71.51

Zhan et al. [19] 76.12

XZJY [20] 77.16

NPDFace [21] 80.95

Proposed method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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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과 처리 속도를 비교하였다. 3.40GHz Intel

Core i7-3770, NVIDIA GeForce GTX 980Ti의 

MATLAB 환경에서 검출 가능한 최소 의 얼굴 크기

를 20×20로 설정하였다. 고속의 알고리즘으로 알려

진 비올라 존스(Viola-Jones) 알고리즘과 NPDFace

알고리즘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일뿐만 아니라 딥

러닝 기반의 Zhan et al. 알고리즘과 비교해서도 우

수한 성능을 보였다. Adaboost를 이용하지 않은 것

과 비교해서 대략 500배 그리고 Adaboost를 이용한 

것과 비교해서도 15배 정도의 처리 속도에서 이득을 

보았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히트맵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영역을 앞단에서 빠르게 

제거 할뿐만 아니라 완전한 합성곱 신경망(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처리

과정을 배제하였다. 또한 멀티스케일 FCN에서 간단

한 특징을 학습하는 낮은 계층을 공유함으로써 연산 

복잡도를 추가적으로 낮추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낮은 연산 복잡도에 의해 설계되었

을 뿐만 아니라 table 2를 통하여 실험적 수치와 함

께 이를 검증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와일드 환경에서의 얼굴 검출을 

위해서 프로포잘 네트워크와 디텍션 네트워크로 구

성된 두 단계의 시스템(two-stage system)을 제안

하였다. 멀티스케일 프로포잘 네트워크(multi-scale

proposal network)는 얼굴 요소 히트맵을 표현한다.

검출 네트워크(detection network)는 멀티테스크

(multi-task)로서 분류 문제와 얼굴 영역 회귀법 문

제를 풀며, 얼굴 영역을 잘 판별하고 이 얼굴 영역의 

위치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네

거티브 예제 마이닝(hard sample mining) 기술을 사

용하여 두 번째 과정의 성능을 극대화 하였다. 제안

하는 방법은 얼굴 검출 성능과 처리 속도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표준화된 FDDB 데이터베이

스(database)에 대해 우수한 다른 알고리즘 보다 

1.38%의 추가 이득을 달성하였다. 또한, 동일한 실

험 환경에서 가장 낮은 처리 시간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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