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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변의 명암분포를 사용하여 상에 존재하는 얼굴을 탐지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제안하는 얼굴탐지의 기본 인 

차는 얼굴구성요소 후보 추출, 과 입의 형태정보를 이용한 얼굴구성요소 후보 필터링,  후보 주변 역의 에지와 명암분포를 인공신경망

에 용하여 좌/우안 분류, -입 조합을 통한 얼굴후보 추출, 코 역 에지의 존재 유무를 이용한 얼굴 검증 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식은 의 주변 역 정보를 인공신경망에 용하여 좌/우안 정보를 산출하여 얼굴을 탐지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이 방법은 피부색상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조명환경과 복잡한 배경을 가지는 상들에 존재하는 얼굴을 탐지할 수 있다. 탐지율 에서 기존의 주요 방법들 

보다 우수함을 실험을 통하여 보인다.

키워드 : 얼굴탐지, 얼굴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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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velops a novel technique of face detection using brightness distribution in the surrounding area of eye. The proposed face 

detection consists of facial component candidate extraction, facial component candidate filtering through eye-lip combination, left/right eye 

classification using brightness distribution, face verification confirming edges in nose region. Because the proposed technique don't use any 

skin color, it can detect multiple faces in color images with complicated backgrounds and different illumination levels.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the proposed technique is better than the traditional techniques in terms of detection ratio.

Keywords : Face Detection, Face Component

1. 서  론 1)

상에서 사람의 정보는 보안, 통계, 군사, 의료 등 수많

은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특히 사람의 

얼굴은 상에서 검출할 수 있는 여러 개 검출할 수 있는 

여러 개체에서 사람을 탐지하고 검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

확한 정보이다. 손과 발의 개수를 보고 단지 몇 명의 사람

이 있다고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으며, 그밖

에 인체의 다른 부분은 의복을 입기 때문에 특징이 천차만

별이고 팔, 다리 등의 움직이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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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할 수 없다.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 안경 등 몇몇 경우

를 제한하면, 인식에 큰 향을 미치는 물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체부 와는 달리 특징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

고 신체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며, 크기  형태도 비교

 일정하기 때문에 상에서 사람의 치, 인원 수 등의 

정보를 얻어야 하는 방법과 추 , 인식 등의 처리를 해 

얼굴탐지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

재까지 연구된 얼굴탐지 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

며 그 에서 Kawaguchi와 Rizon[1]은 상의 명암도와 에

지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고, Song과 Liu[2]도 에지를 

이용하여 얼굴탐지를 시도하 다. Brunelli와 Poggio[3]은 템

릿 매칭을 통하여 얼굴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상의 해상도, 비, 밝기에 향을 많

이 받는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Pentland[4]는 고유 역을 

이용하여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Viola와 jones[5], 

Fröba와 Ernst[6]는 AdaBoost를 이용한 얼굴탐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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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차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학습을 통한 탐지방식으로 패닝이나 

스윙된 얼굴 상의 탐지에 용하기 어렵다. 특히 AdaBoost

를 이용한 방법은 빠른 속도와 높은 탐지율을 보여주지만, 

명암값을 Haar-like 특징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얼굴과 유사

한 그림자, 무늬, 주름 등에서도 얼굴이라고 탐지되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 이 있다.

Hsu와 Abdel-Mottaleb[7]은 얼굴구성요소인 과 입을 

이용한 얼굴탐지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과 입의 

색차성분과 휘도성분을 이용하여  후보와 입 후보를 검출

한 후 후보들의 조합을 통해 얼굴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좌

우, 상하로 회 된 얼굴에서 강건한 탐지결과를 보인다. 하

지만 배경, 모발의 일부 등 얼굴구성요소가 아닌 특징들도 

구성요소 후보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오검출된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연산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Hsu는 피부색을 추출하여 얼굴 역을 지정한 

후, 얼굴 역 내부의 구성요소만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필요

없는 얼굴구성요소 후보들을 제거하 다. 피부색이 정확히 

표 , 분류되어 피부 역이 강건하게 추출된다면 피부 역

을 이용한 얼굴탐지는 매우 효과 인 방법이다. 하지만 

재까지 제안된 피부 검출기로는 인종별, 개인별 피부색의 

차이, 조명의 색, 피부색과 유사한 색상의 배경, 색조 화장 

 분장, 학기기에 의한 색 왜곡 등 다양한 인자들에 민

감하므로 좋은 피부 역 추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때문

에 피부 역이 잘 검출되지 않는 상에 용하기 힘들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피부 역으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새로운 잡음 제거 방법과 이를 이

용한 얼굴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사람의 얼굴에는 두 개의 과 하나의 입이 존재한다. 얼

굴구성요소를 이용한 얼굴탐지 방법은 두 과 하나의 입을 

구조 으로 연결해 보고, 해당 구조가 얼굴의 구조와 일치

하면 얼굴로 단하는 방법이다. 구조 으로 연결하는 과정

에서 , 입이 아닌 잡음이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상

에 사람이 두 명 이상 존재할 경우 서로 다른 사람의 이 

연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오검출율과 연산속도가 증

가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얼굴 역을 산출

하고 해당 역 안에 존재하는 과 입 후보만을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변의 명암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이 좌안인지 우안인지 악하고 좌

안은 우안과, 우안은 좌안과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얼

굴 역을 산출하지 않아도 구조 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빠

르고 보다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한  후보

가 얼굴 역 안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의 형태정

보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과 구조 으로 연결하

는 과정을 개선하여 얼굴을 강건하게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은 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목 , 련된 연구와 제안하는 방법에 해 간략히 

설명하고, 2장에서는 Hsu[7]가 제안한 EyeMap과 LipMap을 

이용하여 얼굴구성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

서는 얼굴구성요소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에 해 설명

한다. 4장에서는  후보 주변 역의 명암값을 이용하여 

의 좌/우안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5장에서

는 추출한 얼굴구성요소 후보를 좌/우안 정보를 사용하여 

구조 으로 얼굴과 일치하는지 단하는 검증과정에 해 

설명한다. 6장에서는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 실험하여 우수성과 문제 에 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실험을 토 로 연구에 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방법에 한 제시를 한다.

2. 얼굴구성요소 후보 추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얼굴구성요소 후보로는 과 입, 

코가 있으며 이  입과 을 기 으로 얼굴을 탐지하고 코

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검증한다. 입과 을 검출하는 방

법으로는 Hsu와 Abdel -Mottaleb[7]가 개발한 LipMap과 

EyeMap을 사용한다. 입 후보 추출에 사용되는 LipMap은 

YCbCr 색상 공간에서 추출한다. 이 방법은 입 역에 속하

는 화소들이 다른 역에 비하여 Cr값이 높고, Cb값이 낮으

며,    특징에 해서는 낮은 반응을 나타내지만, 
  

특징에 해서는 높은 반응을 나타내는 찰로 만들어 진다.

 
∙∙


(1)

식 (1)은 LipMap을 추출하는 식이다. 
과  는 

모두 [0,255] 사이로 정규화 한다. 는 얼굴 역에 속하는 

화소들의 
과    평균의 비율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피부 색상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학습을 통하여 미리 설정된 

값   를 사용한다.

EyeMap은 명암값의 비를 이용한 EyeMapL과 색상값

을 이용한 EyeMapC로 이루어져 있으며 LipMap과 마찬가

지로 모두 YCbCr 색상 공간에서 산출한다.

 ⊖

⊕
(2)

식 (2)는  역의 휘도성분을 이용하여 EyeMapL을 추

출하는 식이다. ⊕와 ⊖는 각각 팽창과 침식 연산을 의미한

다.  역에 속하는 화소들은 어두운 화소와 밝은 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상의 명암값 g에 팽창과 침식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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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암 비를 추출한다.

  
 


 (3)

식 (3)은 색차정보를 이용하여 EyeMapC를 추출하는 식

이다. 
과 


,   모두 [0,255] 사이로 정규화 한

다. 와 은 각각 YCbCr 공간의 Cb와 Cr값이며, 
은 

역변환된 Cr 값(i.e., 255- )이다. 일반 으로  주변의 화

소들은 Cb값 높고, Cr값이 낮다는 찰에 근거한 방식이다. 

추출된 두 값을 식 (4)에 입하여 Eye Map을 산출한다.

   (4)

구해진 EyeMap과 LipMap에 이진화를 수행한 후 이블

링 하여 얼굴구성요소 후보 역을 각각 개체로 만들어 얼굴

탐지에 사용한다.

    

(a)           (b)           (c)           (d)

  

(e)           (f)           (g)

(그림 2) (a)원본 상, (b)EyeMapL, (c)EyeMapC, (d)EyeMap, 

(e)LipMap, (f)이진화한 LipMap, (g)이진화한 EyeMap

3. 얼굴구성요소 후보의 구조  특징을 이용한 잡

음제거

산출한 얼굴구성요소 후보에는 잡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방법은 후보가 피부 역 안에 속해있지 않으

면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피부 역을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와 

집도, 신장도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잡음을 제거하기 해서는 얼굴구성요소 후보의 크기와 각

도와 같은 정보가 요구된다. 얼굴구성요소 후보의 기울기는 

식 (5)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5)

  
⊆

 
 



′   ′  (6)

식 (5)에서  은 역의 무게 심 이다. 산출된 후보

역의 기울기에, 식 (6)을 용하여 최소한계사각형을 산출

한다.  최종 으로 추출되는 후보 역의 정보는 최소한계사

각형의 꼭지 ( , ,  , )과 기울기(), 물체의 화

소 수() 이다. 추출한 정보를 [규칙 1]에 용하여 얼굴

구성요소로 사용하기에 합하지 않은 후보를 제거한다.

[규칙 1] 잡음후보 제거를 한 규칙

a. 역의 크기()

|- |×|-|, 설정된 임계값 이내

b. 역의 집도

(  / ), 학습된 임계값 이상

c. 역의 신장도

(  /  ), 학습된 임계값 이내

    
        
        

[규칙 1-a]는 후보 역의 크기를 이용하여 잡음여부를 

단하는 과정이다. 일반 으로 과 입의 최소한계사각형 크

기는 얼굴 체 역 넓이의 1/10 보다 작다. 이는 얼굴이 

상 체를 이루고 있는 상일지라도 과 입의 크기는 

상 체 넓이의 1/10 보다 작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계범 를 설정한 후 해당 크기보다 크면 제거한

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을 상크기의 1/10로 하 으며, 

해당 임계값은 상의 종류, 사용하는 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규칙 1-b]는 후보 역의 집도를 이용하여 잡음여부를 

단하는 과정이다. 을 찾는데 사용하는 EyeMap의 경우 

휘도성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얼굴 윤곽이나 배경 역에서 

내부가 비어있는 도넛 형태의 후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

다. 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를 

이루는 화소의 개수를 최소한계사각형 넓이로 나  값이 임

계범 보다 작은 경우 후보에서 제외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임계값을 0.4로 사용하 으며, 이는 얼굴구성요소 150

개와 잡음 50개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에 근거하 다.

[규칙 1-c]는 후보 역의 신장도를 이용하여 잡음여부를 

단하는 과정이다. 과 입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장축과 

단축이 비교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

징은 단축을 장축으로 나 어 장축과 단축의 비율을 악하

는 방법으로 추출할 수 있다. 장축이 단축에 비해 월등히 

크거나, 단축이 장축에 비해 월등하게 작은 경우는 후보에

서 제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 신장도 임계값을 0.24와 

0.71 사이, 입의 신장도 임계값을 0.19와 1.00 사이로 하 다. 

이는  100개와 입 50개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에 근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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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안 0° 좌안 0° 우안 0° 좌안 0° 우안 0° 좌안 180° 좌안

180° 좌안 180° 우안 180° 좌안 180° 우안 180° 좌/우안 0° 좌/우안
0° 우안, 180° 

좌안

0° 좌안

180° 우안
180° 우안 0° 우안 0° 좌안 0° 좌안 0° 우안 0° 좌/우안

(그림 4)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BrightnessMap 

(a)                (b)               (c)

(d)                (e)                (f)

(그림 3) (a)원본 상, (b)EyeMap 상, (c) 상(b)를 (a)에 

입한 상, (d)9등분한  후보 주변 역, (e) 상

(d)이진화, (f)생성된 BrightnessMap.

3.  주변 역의 명암값을 이용한 좌/우안 분류

검출한 얼굴구성요소 후보를 이용하여 얼굴을 탐지하기 

해서는, 얼굴의 구조  특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해 

구성요소 후보들을 상호 연결하여 실제 얼굴의 과 입을 

연결하 을 때 생성되는 삼각형과 유사한지 단한다. 이 

때 의 후보가 개 있다면 의 후보를 연결하여 삼각형 

구조 정보를 추측하는데 의 연산이 필요하다. 

Eye Map의 특성상 잡음제거 후에도  후보 역은 상당수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개수가 많을수록 처리시간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Hsu는 피부색을 이용하여 

얼굴 범 를 미리 설정한 후 검출하는 방식을 제안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 치가 

얼굴의 좌측인지, 우측인지 악하여 연산량을 이는 방법

을 사용하 다. 좌/우안 정보를 통해 의 치를 알 수 있

다면,  후보 역들을 연결할 때, 모든 후보들을 연결할 필

요 없이, 좌측 은 우측 , 우측 은 좌측 과 연결하면 

연산량이 어들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주변 역의 명암으로 모발과 썹  

배경 역을 검출하여 의 치를 알 수 있는 좌/우안 정

보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좌/우안 정보를 산출하기 

해서는 각  역 후보의 무게 심과 추출된 최소한계

사각형의 기울기를 기 으로 식 (7)을 용하여 가로는 장

축의 3배, 세로는 단축의 4.5배 크기의  주변 역을 추출

한다. 추출한 주변 역을 (그림 3)(d)와 같이 ×  으로 9

등분 하고, (그림 3)(e)처럼  역 후보를 포함한 확장 

역 화소값의 명암 평균 







을 임계값으로 사용하여 이진

화 한다.

    
  ×    ×

   ×    ×

(7)

9등분된 각 역에서, 명암값이 0인 화소가 학습된 임계

값 이상(본 논문에서는 30%로 용)이면 썹 는 모발로 

단, 역 체를 0으로 설정하여 (그림 3)(f)와 같은 

BrightnessMap을 만든 후, (그림 4)와 같이 학습을 통해 만

들어진 BrightnessMap과 조하여 의 방향과 각도를 산

출하며, 방향과 각도가 산출되지 않은  역 후보는 잡음

으로 인식하고 제거한다.

BrightnessMap을 생성하면 해당  후보 역에서 좌/우

안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게 생성된 좌/우안 정보는 구조

 특징을 이용한 얼굴탐지 시 좌안은 우안과, 우안은 좌안

과 연결하기 한 정보로 사용된다. 이는 기존의 방법과 같

이 얼굴 역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구성요소 후

보들이 한 얼굴 안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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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a)두  후보로 측한 입 탐색 범 , (b)2개의 과 

1개의 입이 이루는 삼각형

  

   

  

(그림 6) 에지 연산을 통한 코 추출의 .

4. 얼굴 역 탐지  검증

BrightnessMap을 통해 추출된  후보의 각도(0°, 90°, 

180°, 270°)와 좌/우안 정보를 이용하여, 개의  후보  

각도가 일치하고 좌/우안 정보가 서로 다른 두  후보의 

무게 심 를 일 일 응하여 연결한다. 조합한 두 의 

무게 심 를 연결하는 직선 과 정삼각형을 이루는 지

에 

의 편차를 고려해서 입 역의 무게 심 를 검출하

고, 와 연결하여 Lin [9]이 제안한 방법을 변형한 삼각형 

구조를 만든다.

(그림 5)에서는 측을 통한 탐색범 를 보여 다.  가 

우안의 무게 심인 경우 시계방향으로 60° 회 , 좌안의 무

게 심인 경우 -60° 회 한 거리에 있는  에서  축으

로 각각 


, 


 범  안에 있는 입 역 후보의 무게

심을 검출한다. 이때 여러 후보가 검출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규칙 2]를 이용하여 

하나의 후보만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두   를 연결

하는 직선과 과 입  ,를 연결하는 직선  가장 큰 값에 

0.25를 곱한 값이 가장 작은 후보 를   와 연결하여 

얼굴 역 후보를 산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정삼각형

에 근 한 삼각형 형태를 찾는다. 

[규칙 2] 범  안의 여러 입 후보  를 선택

a. 를 만족하는  

와 는 각각  와  , 와 를 연결한 직선

의 길이를 나타내며, 0.25는 정삼각형 조건에 25% 편차를 

고려한 것이다.

얼굴 후보 역들이 얼굴이 확실한지 검증하기 해, 얼굴

의 구성요소 응으로 산출한 삼각형의 입 후보 역 와 

가까운 1/2 역의 에지를 추출하여 코의 존재 유무를 악

하고 코가 존재 하는 경우 얼굴임을 최종 으로 확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니 에지 연산을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하

으며, 식 (8)를 용하여 에지 수를 산출한 다음, 에지가 임

계값 이상 존재하는 경우 코 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

한다. 

  
⊆

 (8)

5. 실험  결과

본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는 Intel Pentium-4 2.0GHz 

CPU와 1GB RAM을 사용하 으며, 그래픽카드는 Nvidia 

GeForce FX 5950, 운 체제는 Windows XP SP2, 사용언어

는 Microsoft Visual Studio C++ 6.0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상은 인터넷을 이용해 수집한 인물 상 200장과 

자체 으로 촬 한 상 50개를 사용하 다. 총 250장의 

상  조명, 화장, 후보정 등으로 인해 피부가 잘 검출되지 

않는 상은 84개이다. 이는 Shin[12]가 제안한 피부검출알

고리즘을 이용해 얼굴의 피부 역을 검출하 을 때, 70% 이

하의 검출율을 보인 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피부 역이 잘 검출되지 않는 상에서도 얼굴

이 잘 탐지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따라서 피부 역을 이

용하여 검출하는 방식인 Hsu[7]와 Lee[13]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Hsu와 Lee 모두 얼굴구성요소를 이용한 얼굴탐

지 방법이지만 피부검출알고리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사용하 다. 실험은 3단계로 나 어 진행하 다. 

우선 250개의 상을 이용하여 의 좌/우안 정보를 추출하

여 피부 역을 추출하지 않고도 잡음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를 보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피부가 잘 검출되

는 상 166개과, 피부가 잘 검출되지 않는 상 84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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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검출 결과

Hsu 방법 Lee 방법 제안한 방법

탐지율(%) 91.46 93.42 91.58

오탐지(개/ 상) 7.38 6.36 4.19

   

(a)              (b)             (c)             (d)

(그림 7) (a)EyeMap 결과 상, (b)기존의 방법으로 검출한  

후보, (c)BrightnessMap 용 결과, (d)제안한 방법으

로 검출한  후보

<표 2> 피부 역 검출율에 따른 얼굴탐지 결과

상의 피부검출율 Hsu 방법 Lee 방법 제안한 방법

70% 이상 82.81% 80.80% 88.93%

70% 이하 34.48% 29.27% 84.73%

  

(a)                     (b)

(그림 8) (a)색왜곡이 있는 상의 피부 역 추출 결과, (b)

의 치정보 검출

<표 3> 얼굴탐지 결과

Hsu 방법 Lee 방법 제안한 방법

얼굴탐지율 73.75% 71.51% 86.48%

 

(그림 9) 피부 역 검출율과 얼굴탐지 정확도와의 계

  

(a)                 (b)                (c)

(그림 10) 오작동 결과

해 각각 실험하여 피부색의 왜곡이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250개의 

상으로 한번 더 실험하여 체 탐지율을 산출하 다.

<표 1>은 기존의 방법인 피부 역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

거한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잡음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 다. 탐지율은 을 제 로 탐지한 확률을, 오

탐지율은 잡음을 탐지한 확률을 의미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구조  특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좌/우안 

정보가 추출되지 않는 개체 한 잡음으로 단하고 제거하

므로, (그림 7)과 같이 피부 역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

는 기존의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오탐지율을 보면 

오히려 피부 역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기존의 방법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Bright-

nessMap의 오작동으로 을 잡음으로 단하고 제거한 경

우가 일부 발생하 으며, 이 때문에 탐지율은 기존의 방법

과 비슷하거나 보다 낮은 결과를 보 다.

<표 2>는 피부 역 검출율에 따른 얼굴탐지 결과를 보여

다. 실험은 피부 역이 70%이상 검출되는 상 84개와 

70%이하로 검출되는 상 84개로 양분하여 실험하 다. 기

존의 방법은 피부 역으로 잡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림 

8)(a)와 같이  는 입이 피부 역 내에 포함되지 않게되

면 제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부검출율이 

80%~90%인 경우 90% 이상의 높은 얼굴탐지율을 보이지만, 

피부검출율이 70%이하로 내려가면 탐지율은 속하게 낮아

진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피부를 검출할 필요가 없으며, 

(그림 8)(b)와 같이 피부검출율과 상 없이  후보를 잘 탐

지하므로 일정한 얼굴탐지율을 보인다. (그림 9)는 피부 역 

검출율과 얼굴탐지 정확도와의 계를 나타낸 그래 이다. 

제안한 방법은 피부 역 검출율이 0%에서 100%까지 비교

 일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기존의 방법은 모두 70% ～

60%에서부터 격하게 탐지율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은 실험 상 250개를 모두 사용하여 실험한 

얼굴탐지 결과이다. 피부 역 검출율이 낮은 상으로 

인해 기존의 방법의 탐지율이 낮게 나온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높은 탐지율을 보인다. 

(그림 9)는 오작동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0)(a)는  

후보 역의 각도가 제 로 추출되지 않아 BrightnessMap 

용이 제 로 용되지 않은 상이다. (그림 10)(b)는 모

발  썹이 밝은 발이여서 명암값이 제 로 추출되지 

않아 오작동한 결과이다. (그림 10)(c)는 Eye Map에서  

후보 역의 크기가 실제 의 크기보다 작게 추출되어 

BrightnessMap의 크기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아 결과가 올

바르게 산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해 피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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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얼굴탐지 결과

이 90%이상 추출되는 상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방법보다 

낮은 탐지율을 보이기도 하 다.

(그림 11)은 얼굴탐지 결과 상이다. 좌측의 상은 

BrightnessMap을 용하여 의 좌/우안 정보를 추출한 

상이며, 우측 상은 얼굴을 탐지한 상이다. 탐지된 얼굴

은 과 입 각각의 좌표를 이용하여 사각형으로 표시하 다.

6. 결론  향후 연구

구성요소기반 얼굴탐지는 다른 얼굴탐지 방법에 비해 회

된 얼굴을 강건하게 탐지하며, 얼굴탐지와 동시에 과 

입 등 구성요소의 치정보를 함께 추출하기 때문에, 과 

입 정보가 요구되는 콘텐츠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

이다. 하지만 기존의 피부색 추출을 기반으로 하는 얼굴탐

지 방법은 (그림 8)(a)와 같이 피부 역이 잘 추출되지 않는 

해상도 상  다양한 색의 조명에서 촬 한 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 구성요소 기반 얼굴탐지 방법의 

여러 장 에도 불구하고 다른 얼굴탐지 방법에 비해 콘텐츠

에 용되는 경우가 었다. 본 연구는 피부 역에 종속되

지 않는 구성요소 기반 얼굴탐지 방법을 목표로 하 으며, 

따라서 기존의 피부 역을 이용하여 얼굴의 략 인 치

를 탐지하는 방법 신, (그림 8)(b)와 같이 을 이용하여 

얼굴의 략 인 치를 추정하고 탐지의 기반으로 이용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 피부색을 추출하지 않고

도 기존의 피부 역을 이용하여 얼굴을 탐지하는 방법과 흡

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피부 역이 제 로 검출되

지 않는 상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 증명

하 다. 하지만 좌/우안 정보 검출 시, 주변 역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역의 각도나 크기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아 주변 역 정보를 제 로 추출하지 못한 경우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모발  썹이 발 는 백발

이거나 모발이 없는 상, 조명에 의해 피부의 일부가 어둡

게 나타나는 경우에서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때문에 피부 검출율이 높은 상에 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주변 역의 명암 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으로 탐지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후보 역의 

각도  크기를 올바르게 탐지하여야 하는 연구도 병행한다

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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