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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은 가장 빠르고 신뢰성 있는 얼굴 검출 알고리즘의 하나로

이를 향상하거나 확장한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접근들은 대부분 정면 얼굴만을

다루고 있고 AdaBoot 알고리즘을 정면과 기울어진 얼굴에 동일한 특징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울어진 얼굴에

대한 분별 성능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회전된 얼굴을 검출하기 위하여 입력된 영상을 회전하여 정면 얼굴

검출 방법을 적용하거나 회전된 각도에 따라 다른 검출기를 적용하는 기존 기법들은 연산량이 많고 검출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JointBoost를 이용한 기울어진

얼굴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JointBoost를 통해 클래스간의 공유된 feature들를 찾음으로써 연산량과 샘플

복잡도를 감소시켰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검출률이 동일한 반복 횟수를 가지는 학습에서 기존의

AdaBoost 기법에 비해 2% 이상 우수함을 보인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얼굴의 존재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방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Inclined Face Detection using JointBoos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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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e detection using AdaBoost algorithm is one of the fastest and the most robust face detection

algorithm so many improvements or extensions of this method have been proposed. However, almost

all previous approaches deal with only frontal face and suffer from limited discriminant capability for

inclined face because these methods apply the same features for both frontal and inclined face. Also

conventional approaches for detecting inclined face which apply frontal face detecting method to inclined

input image or make different detectors for each angle require heavy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show

low detection rate.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 method for detecting inclined face using JointBoost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computational and sample complexity is reduced by finding common features

that can be shared across the classe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tection rate of the proposed

method is at least 2%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AdaBoost method under the learning condition

with the same iteration number. Also the proposed method not only detects the existence of a face but

also gives information about the inclined direction of the detected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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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체 인식(biometric recognition)은 인간의 생리

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자동화된 장치로 측정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로 얼굴, 홍채, 손 모양, 지문,

음성, 걸음걸이 등이 특징으로 사용된다[1]. 생채인

식의 한 분야인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은 시스

템이 사용자에게 특별한 접촉이나 요구를 하지 않으

므로 자연스럽게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

하고, 영상 보안, 감시와 같이 다른 생체 인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얼굴

인식 과정은 다시 얼굴 검출과 얼굴인식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얼굴 인식의 개발 초기에는 얼굴 검출

이 단순히 얼굴 인식의 전처리 과정으로 여겨져 간과

되었던 면이 있었지만, 얼굴 검출의 성능이 얼굴 인

식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별도의 연구 분야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얼굴 검출 방법으로는 얼

굴에 대한 사람의 지식을 규칙으로 만들어 검출(눈,

코, 입 등의 얼굴 특징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위치와 거리를 규칙으로 만듦)하는 지식기반 방법

[2], 얼굴의 변하지 않는 특징들을 찾아 얼굴을 검출

하는 특징불변 방법[3,4], 미리 준비된 표준 얼굴 패

턴을 템플릿으로 하여 입력영상과 비교하여 얼굴을

검출하는 템플릿 정합 방법[5,6], 미리 준비된 템플릿

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 영상들로부터 훈련 과정을

통해 얼굴을 검출하는 외양 기반 방법 등이 있다. 현

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외양 기반 방법으

로 그 종류는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7,8],

SVM(Support Vector Machine)[9,10], LDA(Linear

Discriminant), AdaBoost 등이 있다[11][12].

얼굴 검출 기능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응용 분야중의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이다. 현재 출시

되고 있는 다수의 디지털 카메라에는 얼굴 검출 기능

이 구현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이를 친숙하게 활용

되고 있다. 하지만 정면 얼굴에 대하여만 검출이 되

고 있는 상황이며 기울어진 얼굴 검출을 하기 위해서

는 입력 영상을 회전하거나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독립된 검출기를 사용하여 이를 검출하고 있다. 하지

만 이 방법은 정면 얼굴 검출의 중복된 연산으로 인

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얼굴 검출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분야는 실시간 검

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빠르게

얼굴을 검출할 수 있어야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복된 연산을 줄이고, 검출률을 높이

기 위해 Joint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정면 얼

굴 검출은 주로 단일 특징을 사용하는 AdaBoost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를 공통된 특징을 사용하는

Joint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서 중복된 연산을

줄이고, 검출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

한 얼굴 검출에 대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는 Joint-

Boost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 검출에 대하여 알아본

다. 4장에서는 각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

기로 한다.

2.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 검출

2.1 AdaBoost 알고리즘

AdaBoost 알고리즘은 Freund와 Schapire(1996)

에 의해 2분류(2-clas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되었으며, Viola와 Jones(2001)는 AdaBoost에 Haar-

like feature와 적분 영상을 적용한 얼굴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11]. AdaBoost에서 각 훈련 패턴은 약한

분류기(Weak classifier)를 위한 훈련 집합에 선택될

확률을 결정하는 가중치를 받는다. 만일 어떤 훈련

패턴이 정확하게 분류된다면, 다음 요소 분류기에 다

시 사용될 기회는 줄어든다. 역으로, 만일 어떤 패턴

이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으면, 다시 사용될 기회는

증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AdaBoost는 정보제공

적 또는 어려운 패턴들에 집중한다. 최종적으로 각

반복마다 선택된 약한 분류기의 선형 결합에 의해

강한 분류기가 생성된다.

2.2 AdaBoost 알고리즘의 한계

AdaBoost를 적용한 얼굴 검출 시스템은 정면 얼

굴에는 우수한 검출률을 보이나, 회전된 얼굴에는 제

한적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검출 시 입력 영상

을 여러 각도로 회전하여 검출하는 방법은 많은 연산

량으로 인해 검출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며, 영상 회

전 시 발생하는 손실된 픽셀로 인해 검출률의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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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독립적인 특징과 공통된 특징에 의한 분류

가져올 수 있다[13]. 입력 영상을 회전하지 않고 검출

기를 회전하는 방법도 있지만[14], 이는 입력 영상을

회전하는 것과 연산량의 차이가 없다. 이들은 모두

검출 영상에 대하여 검출에 사용될 적분 영상을 구해

야하고, 이를 다시 강한 분류기에 적용해야 되기 때

문에 회전된 횟수만큼의 중복 연산이 필요하다. 이들

과는 다른 방법으로 훈련 과정에 정면 얼굴과 회전된

얼굴을 같이 입력하여 이들을 모두 얼굴로 검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입력된 영상들의 특징을 찾아 분

류하기에는 너무 많은 약한 분류기들이 필요하게 되

므로, 강한 분류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훈련

반복이 필요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낮은 검출률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분류가 가능한 AdaBoost.

M.H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5]. 이 방법

은 각각의 대상체에 대하여 독립된 검출기를 학습시

킨 후 이들에 대한 각각의 검출기를 생성하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검출률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겠지만, 얼굴 각도에 따라 다른 검출기를 만들

어 검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방법 역시

앞서의 방법들과 같이 연산량의 증가를 요구한다.

즉, 서로 전혀 다른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기울어진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 AdaBoost.M.H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정면 얼굴과 기울어진

얼굴은 유사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

징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면 얼굴과 기울어진 얼굴들이 유

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검출 시 입

력 영상이나 검출기의 회전 없이 단일의 검출로 이들

을 분류하는 검출방법을 제안한다.

3. JointBoost를 이용한 기울어진 얼굴 검출

3.1 JointBoost 알고리즘

JointBoost는 다분류, 다각도의 대상에 대한 분류

기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16]. 여러 대상체를 분

류할 때, 각각의 독립된 특징으로 검출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통된 특징으로부터 대상체를 분

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R”, “b”, “3”을 분류하고자 할 때 그

림 1의 (a)처럼 기존의 분류기는 이들의 각각에 대한

독립적인 특징으로 분류했다. 즉, 각각 2개씩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분류하기에 총 6개의 특징이 필요하

다. 하지만 JointBoost는 그림 1의 (b)처럼 “R, b”에

대한 공통된 특징으로 “3”을 분류하고, “b, 3”의 공통

된 특징으로 “R”을 분류하고, “R, 3”의 공통된 특징

으로 “b”를 분류한다. 따라서 3개의 특징으로 이들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JointBoost는 AdaBoost의 확장된 연구인 Gentle

AdaBoost[17]와 다분류가 가능한 AdaBoost.M.H

[15]를 기본 배경으로 하여 연구된 알고리즘이다. 두

알고리즘을 접목시킨 후, 서브셋(subset)이라는 특

징들의 공유를 추가한 것이다. 만약 3개의 클래스를

가진 분류 문제의 경우 서브셋은 각각의 클래스 {(1),

(2), (3)}와 공유된 클래스 {(1,2), (1,3), (2,3), (1,2,3)}

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JointBoost도 약한 분류기들

의 선형 결합에 의해 강한 분류기가 생성되며, 이는

식 (1)과 같다.

  
  



  (1)

는 입력 데이터 와 분류 에 대한 강한 분류

기를 의미하며, 은 전체 반복횟수, 은 번째 반

복에서 선택된 약한 분류기를 의미한다. 즉, 위의 식

이 의미하는 것은 입력 데이터 가 있을 때 이것이

번째 분류에 대한 약한 분류기의 선형 결합에 의해

나타낸다는 것이다. 만약 전체 클래스의 개수 가 3

이라면 새로운 입력 데이터 에 대하여 ,

, 로 검사하여 이들에 대한 응답 값 중에

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로 분류하는 원리이다.

세부적으로 JointBoost는 강한 분류기를 만들기

위해 각 반복마다 식(1)에서 나타난 약한 분류기( )

를 선택해야 된다. 이 때 선택되는 약한 분류기는 가

장 작은 오차를 가지는 분류기이다. 오차는 식 (2)의

 (weighted squared error)로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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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에서 
는 번째 훈련 데이터의 분류에 대한

가중치로서 각각의 훈련 데이터 는  개의 가중치

(wic)를 갖고 있다. 
는 번째 데이터가 분류 에 속하

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 에 속하면 +1의 값을

속하지 않으면 -1의 값을 갖게 된다. 여기서 은 서

브셋 인덱스로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경우

   ⋯   이다.


 는 regression stump로 식(3)과 같이 정의

된다.


   










 i f 
  and ∈ 

 i f 
 ≤ and ∈ 

 i f ∉ 

(3)

데이터의 클래스가 선택된 서브셋에 포함될 경우

(∈), 번째 데이터의 -차원(dimension) 데이

터 값인 
가 보다 크면  값을 보다 작으면 의

값을 갖게 된다. 만약 클래스가 선택된 서브셋에 포

함되지 않을 경우 (∉), 값을 부여하여 클래스

상수로 처리한다. 이 값은 클래스 간에 positive와

negative를 공유하기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징이

공유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 번

째 서브셋을 의미한다.

, , 
의 값은 각각 식(4), (5), (6)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식 (4)에서 
 는 

 데이터 값이 보다

크면 1을 갖고 작으면 0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번째

서브셋 에 포함된 클래스들에 대하여 보다 큰

값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식 (4)의 값은 positive 값

을 갖게 되고 식 (5)의 값은 negative 값을 갖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식 (6)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에 대한 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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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복마다 서브셋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들에

대한 에러 값인 값이 가장 작은 약한 분류기를

선택하고, 이때 선택된 약한 분류기의 파라미터 값으

로 모든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이 과정을 번 반

복하면 결과적으로 각 분류에 대한 강한 분류기

가 생성되는 것이다.

JointBoost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1) Initialize  the  weights   1   and  set   ( , ) 0,
1,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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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ointBoost 알고리즘

우선적으로 개의 훈련 데이터 중 번째인 와

각 데이터의 클래스 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각 훈련 데이터 에는 전체 클래스 개수인 개의

가중치 
을 각각 부여받는다. 즉, 하나의 훈련 데이

터에는 개의 가중치를 부여받아 전체 ×개의 가

중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훈련을 시작할 경우 전체

가중치는 로 초기화한다. 그리고 각 훈련 반복 마

다 가능한 모든 서브셋 에 대하여 모든 약한 분류기

에 대한  값을 구하여  값을 구한다. 이들

중  값이 가장 작은 서브셋과 약한 분류기를 선택

하여 이들의 파라미터 값으로 강한 분류기를 업데이

트 한다. 이때 선택된 약한 분류기로 가중치를 업데

이트 하는데, 분류가 잘된 데이터의 가중치는 감소시

키고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의 가중치는 증가시켜 다

음 훈련 반복에서는 이들의 분류에 집중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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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4. 정면 얼굴 검출을 위한 Haar-like features

a. b. c. d.

e. f. g. h.

그림 5. 기울어진 얼굴 검출을 위한 Haar-like features

다. 이와 같은 과정이 끝나면 한 번의 훈련 반복이

끝나는 것이다. 이를 총 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강한 분류기 가 생성이 된다.

3.2 얼굴 영상의 클래스 분류

기울어진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 실제 사진을 촬영

할 때 검출 가능한 얼굴의 각도를 구분지어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다. 주로 많이 유지하는 자세로

-30°부터 30°까지의 얼굴 각도가 목격이 되었기에

-10°～10°를 클래스 1, 10°～30°를 클래스 2, -30°～

-10°를 클래스 3으로 분류하였으며 배경은 클래스

4로 분류하였다. 사용된 영상은 32×32 크기의 얼굴

영상을 각도별로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며, 클래스 4

는 배경 영상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학습 훈련에

참여한 데이터의 유형을 보여준다.

Class 1 : (-10° ～ 10°)

Class 2 : (10° ～ 30°)

Class 3 : (-30° ～ -10°)

Class 4 : non-face image

그림 3. 훈련 참여 영상

3.3 기울어진 얼굴의 특징 집합

Viola와 Jones에 의해 제안된 Haar-like feature는

정면 얼굴 검출에 적합한 특징으로 기울어진 얼굴의

특징을 찾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울어

진 얼굴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필요하

기에 기존의 특징에 새로운 형태의 모형을 추가하였

다. 그림 4는 기존의 정면 얼굴을 검출하기 위해 설계

된 특징이며, 그림 5는 기울어진 얼굴을 검출하기 위

해 새롭게 추가된 특징이다. 이들 각각의 높이와 폭

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형태의 크기로 서브 윈도우에

서 위치를 변화하며 특징 집합을 구성하였다.

총 14가지 유형의 특징에 대하여 서브 윈도우 안

에서 크기를 변화시키며 특징을 얻기에는 그 경우의

수가 방대하여 위치에 제한을 두어 특징 집합의 크기

를 줄였다. 그림 4의 a와 b는 눈과 코, c와 d는 눈과

입, e는 입, f는 코의 위치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그림

5의 a, b, c, d는 눈과 코, e와 f는 눈, g와 h는 입의

위치에서 검출하도록 제한하여 전체 2,215개의 특징

집합을 구성하였다.

3.4 약한 분류기(weak classifier)

AdaBoost를 사용하여 약한 분류기를 학습할 경우

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는 얼굴의 Haar-

like feature 특징값의 평균과 비얼굴의 Haar-like

feature 특징값의 평균을 1/2로 하는 값을 사용하였

다. 이는 2개 클래스의 평균을 사용하였기에 적어도

50%의 검출 성능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총 4개의 클래스에 대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접근한 방

법은 각 클래스의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는 것이다.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는 방법은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의 범위를 만들어 약한 분류기로 사용하는 것

이다. 데이터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

을 경우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범위()

안에 약 68% 정도의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클래스 1의 약한 분류기를 클래스 1

의 평균 과 표준편차 을 통해(  )으

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클래스 2와 클래스

3의 분류기를 설정한다. 만약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분포가 유사할 경우 이들은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되어 서브셋 (1,2)로 분류되는 것이다. 표준편

차 값을 이용하는 방법은 범위를 생성해야 하므로

전체 2,215개의 특징 집합에 대하여 6,645개의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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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가 생성이 되며 각각의 약분류기는 (min max )
두 가지 값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JointBoost의 약

한 분류기는 그림 6과 같이 표현되며, 식 (7)로 표현

된다.

그림 6. 표준편차를 이용한 약한 분류기


 










 if min 
 and max and ∈

 if  min andmax 
 and ∈

 if ∉

(7)

3.5 강한 분류기(Strong classifier)

매 훈련 반복마다 선택된 약한 분류기의 선형 결

합으로 강한 분류기가 생성된다. 새로운 입력 영상에

서 얼굴을 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크기의 서브

윈도우(sub-window)가 이동하며 이 강한 분류기를

통해 얼굴을 검출하게 된다. 강한 분류기의 파라미터

값으로는 강한분류기를 구성하는 번째 반복에 의

한 약한 분류기의     그리고 선택된 서브셋 종류

를 지니고 있으며, 서브윈도우 안에서 약한 분류기들

의 응답값을 반복 수 만큼 누적하여 클래스 1, 2, 3에

대한 강한 분류기 값이 생성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

한 임계치(threshold)를 설정하여 이 값보다 작은 것

들은 클래스 4로 분류하고, 이 값보다 큰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검출 결과로 나타낸다. 즉, 비얼굴인

클래스 4는 따로 검출하지 않고, 각 클래스에 대한

강한 분류기 응답값에서 임계치보다 작은 값은 클래

스 4로 분류한다.

4. 실험 및 결과

먼저 기존의 AdaBoost를 이용한 정면 얼굴 검출

방법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성능 검증 후,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AdaBoost

방법과 비교해보았다.

4.1 AdaBoost를 이용한 얼굴 검출

기존의 Viola와 Jones가 제안한 AdaBoost를 이용

한 얼굴 검출 방법을 사용하여 정면 얼굴에 대한 검

출 성능을 평가하였다. 훈련에 사용한 Haar-like

feature는 그림 4의 6가지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약한

분류기는 얼굴 영상과 비 얼굴 영상의 Haar-like

feature값에서 평균을 구하고, 구한 평균의 중간 값

을 사용하였다. 훈련에 참여한 데이터는 × 크기

의 얼굴과 비얼굴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얼굴은 700

장, 비얼굴은 1200장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전체 훈

련 반복수는 150번을 수행하였다.

그림 7은 학습에 참여한 데이터와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검출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로 파란색

선은 검출률을 나타내며, 붉은색 선은 오검출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실선은 학습에 참여한 데이터에 대

한 결과이며 점선은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7. AdaBoost의 검출률

4.2 JointBoost를 이용한 얼굴검출

훈련에 사용된 Haar-like feature는 그림 4와 그림

5의 14가지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편차를 이용

한 약한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

크기의 영상으로 자체 제작하여 정면 얼굴과 각도별

로 기울어진 얼굴을 사용하였다. 그림 8은 훈련에 참

여한 데이터의 일부를 보여준다. 클래스 1, 2, 3는 각

각 200장씩 훈련에 참여시켰고, 클래스 4는 400장으

로 총 1000장의 영상을 훈련에 참여시켰다. 최종 훈

련 반복수는 150번으로 제한하였다. 그림 9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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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울어진 얼굴 검출을 위한 훈련 영상

그림 9. 얼굴 검출 결과

그림 10. JointBoost의 검출률

JointBoost AdaBoost I AdaBoost II

TR NTR TR NTR I NTR II TR NTR

검출률 100% 96.4% 100% 96.3% 73.3% 94.5% 92.2%

표 1. 각 방법의 검출률

8에 대한 검출결과이다.

JointBoost를 이용한 기법의 얼굴 검출 성능을 분

석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한 데이터 1000개와 참여하

지 않은 데이터 1000개를 사용하여 그 검출률을 평가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훈련에

참여한 데이터의 경우 검출률은 100% 정도로 나왔

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96.4%

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오검출률은 3.6% 정도로 나

왔다. 오검출률은 4개의 클래스 간에 서로 잘못된 분

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4.3 AdaBoost와의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과 AdaBoost를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조건하에서

훈련을 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Joint-

Boost와 AdaBoost의 입력 영상은 동일한 학습 데이

터를 사용하였고, 얼굴 검출에 사용된 Haar-like

feature는 14가지 유형의 2,215개의 특징 집합을 사

용하였으며 훈련 반복수는 150번으로 동일하게 하였

다. 이를 통해 각 방법이 얼굴 검출 시 사용하는 약분

류기의 수를 동일하게 하여 얼굴 검출 시 속도가 대

등하도록 하였다. 표 1은 각각의 시스템에서 검출 성

능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서 JointBoost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

으로 구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AdaBoost I은 정면

얼굴 영상과 비얼굴 영상을 훈련 입력으로 받은

AdaBoost 시스템을 의미한다. AdaBoost II는 클래

스 1(정면 얼굴), 2(오른쪽으로 회전된 얼굴), 3(왼쪽

으로 회전된 얼굴)를 얼굴 영상으로 통합하여 받고

이를 비얼굴과 분류하는 AdaBoost 시스템을 의미한

다. 그리고 TR은 훈련 반복수가 150회로 제한되었을

때 훈련에 참여한 영상에 대한 검출률을 의미하며,

NTR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영상에 대한 검출률을

의미한다. AdaBoost I의 경우 NTR I는 훈련에 참여

하지 않은 정면 얼굴 테스트 영상에 대한 검출률을

의미하며, NTR II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정면 얼

굴을 포함한 회전된 얼굴 테스트 영상에 대한 검출률

을 의미한다.

JointBoost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

된 방법은 훈련에 참여한 영상과 참여하지 않은 영상

에 대해 각각 100%, 96.4%의 검출률을 나타냈으며,

AdaBoost I의 경우에는 훈련에 참여한 영상과 참여

하지 않은 영상에 대해 각각 100%, 96.3%의 검출률

을 나타내 두 경우가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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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Boost I은 정면 얼굴만을 검출할 때 이러한 검출

률을 보인 것이며, 본 논문의 시스템은 정면 얼굴과

기울어진 얼굴을 검출할 때 보인 검출률인 것이다.

그리고 AdaBoost I을 이용하여 정면 얼굴과 기울어

진 얼굴에 대해 실험해 본 결과 73.3%의 낮은 검출률

을 보였다. AdaBoost II는 정면 얼굴과 기울어진 얼

굴을 입력으로 받아 성능을 실험해 본 결과 92.2%의

검출률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시스

템이 동일한 반복수에서 검출률에서 우수할 뿐 아니

라, 기울어진 방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정면 얼굴과 기울어진 얼굴들의 공

유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하는 JointBoost 알고리즘

에 기반한 얼굴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면 얼굴,

우로 회전된 얼굴, 좌로 회전된 얼굴, 비얼굴 4개의

클래스를 설정하고 각 클래스의 표준편차를 이용하

는 약한 분류기를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동일한

개수의 약분류기를 사용하여 검출 속도의 수준이 유

사하게 맞추어진 경우 기존 AdaBoost 기법에 비해

약 2% 우수한 검출률을 보인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얼굴의 존재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방향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기울어진

얼굴 검출을 위해 입력 영상의 정면뿐만 아니라 왼쪽

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기존 AdaBoost 기법을 적

용하는 경우에 비해 제안 기법은 약 3배 빠른 얼굴

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에 걸린 훈련

시간은 기존 AdaBoost를 이용한 훈련 방법보다 수

배 이상의 시간이 요구 되었다. 이는 학습 알고리즘

의 계산 복잡도와 기울어진 얼굴의 고차원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계산 복잡도를 감소

시키기 위한 효과적 훈련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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