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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에 강인한 눈 검출 알고리즘 능향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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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mprovement for Robust Eye Detection Algorithm under 

Environment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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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에 는 조  및 Pose 등  다양  환경변화에 강  얼  및 눈 검출 알고리  제안 다. 반적

 눈 검출  얼 검출과 동시에 수  조  및 Pose  변화에 라 검출 능에  다. 본 논문에 는 

Modified Census Transform 알고리  사용 여 환경변화에 강  얼 검출  수 다. 눈  얼 역   특

징  주변  조  변화 및 안경 등  다양   검출 능  저   다. 러  문제점  결  

여 Gabor transformation과 Feature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알고리  기반  눈 검출 알고리  제안 다.

제안  얼 검출 알고리  27.4ms  검출 도  98.4%  검출  보 , 눈 검출 알고리  경우 36.3ms  검

출 도  96.4%  검출  보 는 것  확 다.

주제어 : Modified Census Transform, Gabor Transform, 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얼 검출, 눈 검출,

동공 검출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robust face and eye detection algorithm under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

such as lighting and pose variations. Generally, the eye detection process is performed followed by face detection and 

variations in pose and lighting affects the detection performance. Therefore, we have explored face detection 

based on Modified Census Transform algorithm. The eye has dominant features in face area and is sensitive to 

lighting condition and eye glasses, etc. To address these issues, we propose a robust eye detection method 

based on Gabor transformation and 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algorithms. Proposed algorithm 

presents 27.4ms in detection speed with 98.4% correct detection rate, and 36.3ms face detection speed with 

96.4% correct detection rate for eye detection performance.

Key Words : Modified Census Transform, Gabor Transform, 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Face 

Detection, Eye Detection, Pupil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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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기술의 발 과 더불어 련분야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환경이 속도로 발 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하드웨어 환경은 변경이 불가능한 고정 인것으로 인지

되어왔으며, 소 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최 성능으로 운

용하기 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용 모바일 기기가 리 보 됨에

따라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하드웨어 기술 발 에 따라 응용 소 트웨어에

한 요구 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응용 소 트웨어 기술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발 하 다. 최근 각 을 받고있는 연구 분야는

Machine learning(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사람이 직 제

어하지 않고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람과 같은 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련기술이다. 이 분야의 다양한

시도는 최근 출시되는 다양한 IT 가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한 얼굴검출과 Gabor

Transformation 기반 검출 알고리즘[8]을 보안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2. Database

기계학습 기반의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학습하

기 해 FERET[1,2], XM2VTS[3], BioID[4] database와

인터넷에서 무작 로 수집한 얼굴 이미지로구성한 학습

셋(positive)을 구성하고, 얼굴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이미지를 무작 로 수집하여 배경 이미지(Negative)로

사용하 다. 실험은 17,275(positive)장, 51,820(negative)

장을 사용하여 학습하 으며 검출의결과를 확인하기

해 1,000장의 FERET database를 사용하 다.

[Fig. 1] Face Database

3. Face Detection

얼굴검출은 입력 데이터에서 얼굴의 특징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학습된 가 치를 통해 얼굴임을

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본논문

에서는 P. Viola의 Adaptive Boosting(Adaboost)[5]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얼굴 데이터의 특징을 511가지로 분류

하여 학습하는 Modified Census Transform(MCT)[6] 알

고리즘을 통해 얼굴검출을 수행한다.

MCT 알고리즘은 B. Fröba가 제안한 방법으로써

상 데이터의 지역 인 픽셀 값을 기반으로 주요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지역 특징은 × 크기의 커 을

고려하는데, 입력 상의 모든 픽셀에 하여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한다. 커 과 응하는 9개 역의 픽셀에

해 × 커 역의 평균값과 비교를 통하여 이진 값

을 연산한다. MCT의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총 511개의

특징을 사용한다.

  ⊗ ∈ ′
   (1)

 는주변픽셀 평균값,  ′은  ′     이

다. MCT는 × 역에 해 평균값을 용하여 평균보

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해당 치의 이진 값을 조정하

는 indexing 기법을 사용하여 511가지의 특징을 표 한

다. 이러한 특징은 형태정보 기반의 얼굴검출에서 조명

변화에 매우 강인한 검출이 가능하다.

MCT 기반 얼굴검출 과정은 입력이미지의 크기를 직

조정하여 총 4 stage로 이루어진 분류기를 통해 수행

된다. 각각의 stage 분류기는 강 분류기로구성되어 비교

단순히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약 분류기는

각 stage가 참조하는 MCT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다.

첫 stage는복잡도가 가장 낮은 20개의 특징을 사용하

여 99%의 얼굴이 아닌 역을 분류하여 연산 속도가 빠

르다는 장 이 있으며, 1∼3 stage에서 Adaboost 알고리

즘 기반 분류를 수행한다. 4 stage 는 Winnov Update

Rule(WUR)을 기반으로 얼굴검출을 수행하며, 수행시간

이 많이소요된다. MCT는 1 stage에서 99%의 얼굴분류

가 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4 stage를 생략하여 실험

하 다. 그 결과 얼굴 검출 속도(평균 27.4)와 검출율

(98.4%)이 향상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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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ye Detection

검출된 얼굴 역에서 정보는 동공을 기 으로 얼

굴의 가장 큰 특징을 표 하며, 얼굴의 기하학 정보를

기반으로 얼굴의 지 쪽에 존재한다[7]. 은 얼굴

에서 픽셀의 화소 값이 가장 격히 변화하는 역으로

서 이를 기 으로 회 크기변화와 같은 얼굴의 다양

한 기하학 변화를 쉽고 효율 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이다. 따라서 얼굴 역에서 의 정보는 얼

굴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특징 의

한 가지이며, 본 논문에서는 Qian과 Xu가 제안한 Gabor

filter[8] 기반 검출을 통해 의 치를 검출한다.

Process Description

1.
Histogram

analysis
Histogram analysis of the face

2.
Contrast

enhancement
Contrast enhancement by histogram analysis

3.
Gabor

transform

Generates a reference image by perferming

gabor wavelet convolution with 2.image

4.
Cluster

analysis

Performing -means clustering for finding

eye finding in reference image

5.

Determining

the pupil

position

Determining the position of the pupil based on

geometric information of the face area

<Table 1> Gabor based Eye detection process

Gabor filter 기반 검출은 Gabor transformation을

통해 얼굴 특징(윤곽정보)을 실수부로, 에 지정보는 허

수부로 표 하여 특징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

서는 <Table 1>의 과정을 통해 검출을 수행한다. 얼

굴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고, 얼굴 앙에서 31:13 비율

의 사각형 역을 선택하여 평균 픽셀 값을 구하여 명암

도를 그룹화 한다. 이를 기 으로 명암 비를 향상하고

다음의 수식을 기반으로 2차원 Gabor wavelet을 추출한

다. 는 scale variation, 는 orientation,∥·∥는 norm

operator 이며   는 wave vector 로서  
   와 같은

값이다. Wave vector는   m ax
  회 각은

    으로 정의되며  는 최 주 수, 는

frequency domain 상의 kernels 와 factor 간의 간격이다.

    


∥ ∥

∥ ∥

∥∥      
      (2)

수식의 결과와 이미지 명도 값의 convolution을 통

해 의 Gabor parameter를 추출한다. 역은 수평방

향의 신호가 지배 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추출

된 40개의 Gabor parameter  을 사용

하여 reference image를 생성한다. 생성된 reference

image에 -means clustering을 수행하여 image patch를

생성하고, 동공을 선택하여 을 검출한다. Gabor filter

기반 알고리즘의 특징은 정면 얼굴의 역에 해 매

우 높은 검출율을 보이지만[Fig. 2], 역에 명암도가

격히 변화하는 역이 존재하는 경우 오 검출되는 경

우가 격히 증가한다. 격한 명암 변화는 피사체가 선

라스나 안경을 착용한 경우와 앞머리가 역을 침

범한 경우, 혹은 모자를 착용하여 역을 한정할 수

없도록 노이즈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한, convolution(회선)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검출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빛의 난반사에 민감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Gabor filter 이외에 Features From

Accelerated Test(FAST)[9,10,11] 알고리즘을 통해

역의 특징을 추출하여 보완하 다.

FAST 알고리즘은 일반 으로 물체의 추 (object

tracking)을 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서 SIFT[12,13]

나 SURF[14]등의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Difference of

Gaussian(DoG)과 다른 방식으로 특징을 추출한다.

FAST는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는 역을 image patch로

추출하여 심의 와 주변의 16개의 픽셀의 임계값

(threshold)을 용하여 12개 이상의 값이 연속되는 경우

corner로 별하는알고리즘이다. 16개의 주변픽셀 값을

 와 같이 나타내고 심 와의 계를  → 

로 나타내어 다음의 3가지 상태 한 가지로 별한다.

학습 이미지의 모든 픽셀  ( )를 → 의 3 subset

(     )으로 나 고 각 를 →로 할당한다. 다음

수식 (3)에 의해 각 subset으로 나 값은  셋에 한

(boolean값)의 엔트로피 를 구하고 threshold 

를 용하여 true/false에 따라 corner를 결정한다.

→  











 →     

    →     

   →   

  (3)



환경변화에 강  눈 검출 알고리  능 상 연

27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271-276

[Fig. 2] Gabor transformation based Eye detection

result

    log 
  log  

 log


      

and       

(4)

         (5)

는 엔트로피를 나타내며 값은 다음의엔트로피

식을 통해 선택한다. 이러한 기반의 표 방법은

복 데이터 제거를 수행하지않음으로 corner에 한정확

한 단이 어렵다. 따라서 다음의 score function 를 통

해최 corner 정보를선별한다. (   →   ,

  →   )

  max  

→   
 

 →   (6)

[Fig. 3] Image patch and median of corner 

         candidates 

의 식으로부터 얼굴에서 역의 특징정보

(corner)를 추출한다. FAST 알고리즘은 SIFT, SURF 등

의 알고리즘이 특징정보와 함께 각 특징간의 기하학

치 정보를 key-point descriptor(vector information)등

의 추가 인 정보를 추출하여 표 하는 것과 달리,

corner 특징 정보만을 추출하므로 검출속도가 탁월하다.

하지만, 추출된 특징 정보간의 key-point descriptor 등

의 추가 인 정보가 없으므로 검출을 해 추가 인

정보가 필요하다. 다음 [Fig. 4]는 FAST 기반 주변

corner 정보를 추출한 것과 이를 이용하여 을 검출한

결과이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FAST feature는 조

명의변화와안경, 모자, 머리카락 등의명암변화를유

발하는 노이즈에 강인하며, 균일한 특징 추출이 가능한

장 을 보인다. 따라서 추출된 특징의 무게 심을 구하

여 의 좌표로 정한다.

[Fig. 4] FAST feature and Eye detection result

FAST 알고리즘의 단 은, Gabor filter 기반 검출과

달리 해당 역의 모든 특징을 추출하므로 검출하려는

특징에 향을 주는 요소가 거나 많은 경우 Gabor

filter 기반의 검출보다 검출율이 하된다는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abor filter 와 FAST 기반 검

출 알고리즘을 모두 용하여 다양한 환경에 강인한

검출 성능을 보장하는 hybrid method를 용하여 을

검출한다. Hybrid method는 Gabor filter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얼굴의 Pose가 변화할 시 FAST 알고리즘을 통

해 역의 특징을 추출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Gabor filter에 높은 가 치를 두어 연산을 수행한다. 가

치는다음수식의 로서, 수식 (7)에 의해 [Fig. 5]와 같

이 용한다.

      (7)

[Fig. 5] Gabor weight for Hybrid Method

일반 으로 은 얼굴에서 거의 고정된 치에 존재

하며 가장 격한 명암도변화를 갖는 특징을 보인다. 이

와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의 앙(동공)으로 상되는

지 으로부터 외곽 방향으로 Gabor filter 기 의 가 치

를 [Fig. 5]와 같은 형태로 용하여 을 검출한다.

역에 한 Gabor filter 기반 검출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주변의 음 변화( 주변의 색소침착,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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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안경테, 그림자 등)에 의해 검출 성능이 하되는

단 을 지닌다. 그러나 FAST기반의 검출은 역

의 밝기 값과주변특징의변화에 은 향을 받기 때문

에 [Fig. 6]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의 가 치를 용한

hybrid method(Gabor Enhanced Method)가 보다 정확한

검출성능을 보인다. Hybrid method 방식은Gabor 와

FAST 알고리즘을 동시에 수행하고 추가 인 가 치 연

산을 수행하므로 추가 연산시간이 소요되지만, Gabor는

평균 28.7, FAST는 평균 10.7 이내에 검출에 성공

하므로 체 인 성능 하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기존 검출 방법의 성능을 향상시킨 Hybrid

method 기반 검출 방법에 해 제안하며, 실시간 얼

굴 검출을 수행하여 평가하 다.

[Fig. 6] Hybrid(Gabor Enhanced) Method based 

detection result

4. Experimental Result

본 논문에서는 다음 <Table 2>와 같은 조건(실내조

명, 1280×720 해상도)의 실시간 상에 해 머리와 얼굴

(MCT) (hybrid method)을 검출하 다. 입력 얼굴

이 나타낼 수 있는 3방향의 각도변화[15] web-cam환

경을고려하여 얼굴 검출에 평균 13fps의 성능으로

각각 roll ±, pitch ±의범 에 해 검출 성공하

다. 다음 [Fig. 7]과 <Table 3>은 FERET database

1,000장에 한 검출 결과이고 [Fig. 8]은 그림은 실시간

얼굴 검출 결과이다.

Experimental environment

Lighting direction

and intensity
upper light source,   

Change of head pose left(  ) to right( )

Shooting distance  

web-cam spec. MicroSoft LifeCam Studio

PC spec. Intel i7 930(2.8GHz), 12GB RAM

<Table 2> Experimental environment

Algorithm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ime

()

Gabor filter 841 26 133 28.7

FAST 803 29 168 10.7

Hybrid Method 964 4 32 36.3

<Table 3> Experimental Result

[Fig. 7] Proposed hybrid method(FERET)

[Fig. 8] Proposed hybrid method(web-cam input)

5.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환경변화에 강인한 얼굴검출 검

출 알고리즘을 구 하여 성능을 향상하 다. Web-cam

기반 실시간 입력 상에서 MCT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

굴검출을, Hybrid method를 통해 검출을 수행하 다.

Hybrid method는 Gabor기반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FAST 알고리즘으로 보완한 것으로서 주변 환경변화와

역의 노이즈에 강인한 검출을 수행하는 것을 실

험을 통해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실외의 조명 환경

에 노출이 잦은 스마트폰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상을 기반으로 한 생체인식을 용하기 한 용도로 활

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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