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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e Detection is an essential first step of the face recognition, and this is significant effects on face feature 

extraction and the effects of face recognition. Face detection has extensive research value and significance. In this 

paper, we present and analysis the principl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lassic AdaBoost face detection and ASM 

algorithm based on point distribution model, which ASM solves the problems of face detection based on AdaBoost. 

First, the implemented scheme uses AdaBoost algorithm to detect original face from input images or video stream. 

Then, it uses ASM algorithm converges, which fit face region detected by AdaBoost to detect faces more accurately. 

Finally, it cuts out the specified size of the facial region on the basis of the positioning coordinates of eyes.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method can detect face rapidly and precisely, with a strong robustness. 
 

Key Words : Face Detection, Face Recognition, AdaBoost, Active Shape Model (ASM) 

 

 

1. 서  론1 

소셜미디어의 대표업체인 페이스북(Facebook)에서 얼굴 

인식을 통한 모바일 사진 공유,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등

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서 인식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1,2]. 특히, 얼굴 인식과 사용자 인증은 보

안 분야에서도 요구되는 적용기술들 중에 하나이며, 꾸준

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은 

눈, 코, 입, 눈썹 등의 얼굴 요소에서의 위치 및 특징 벡터

를 검출하고 사용자 얼굴 특징점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응

용 서비스로 적용이 가능하다[3]. 얼굴 검출(Face detection)

은 얼굴 인식 및 사용자 인증에서 처음에 처리해야 하는 

단계이며, 얼굴 검출 성능은 인식/인증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1]. 또한 얼굴의 정면 방향, 조명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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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라 얼굴 특징점 추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매우 어려운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카메라 

위치와 조명 변화에 따른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

문에 처리과정이 쉽지는 않다[4]. 

본 논문에서는 점 분포 모델(Point distribution model)을 기

반하는 AdaBoost 얼굴 검출 알고리즘과 Active Shape Model 

(ASM)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ASM을 사용하여 AdaBoost 

알고리즘에서의 문제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현한다. 

AdaBoost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정확도가 향상시키고, 

ASM 모델을 통해 지정된 눈 좌표에 따라 얼굴 영역을 잘

라내고 얼굴 특징점을 검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AdaBoost 

알고리즘과 ASM알고리즘을 살펴보고, 3장에서 얼굴 검출 

모델 수립 및 AdaBoost와 ASM을 활용하여 구현한 얼굴 

검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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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본 절에서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얼굴 표정인식 시스템에서는 얼굴 영역을 검

출하기 위해 Haar-like 특징 기반의 AdaBoost 알고리즘을 사

용한다[5]. 이는 얼굴 영역과 눈 영역을 검출하고 두 눈의 

중심점 위치 및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의 기울러짐 

보상과 정규화 과정을 통해 얼굴 영역을 획득한다[6]. 예

를 들어, 두 눈 사이의 거리를 D라 할 때, 눈 중심점을 기

준으로 위쪽으로 0.7D, 아래쪽으로 2.0D, 좌우방향으로 

0.5D의 비율로 얼굴 영역을 획득한다(Fig. 1). 그러나 개인

별 또는 다양한 표정마다 거리-기반 방법으로 얼굴 영역

을 획득하는 것은 일괄적이지 못한 얼굴 또는 다양한 표

정에 따른 거리 비율이 달라질 경우, 검출율이 상당히 떨

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Fig. 1. Distance-based face normalization. 

 

얼굴 특징점 추출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 알고리즘

으로, Cootes가 제안한 Active Shape Model(ASM)[7]과 Active 

Appearance Model (AAM)[8]이 있다. ASM과 AAM에서는 공

통적으로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반

의 특징 모델링과 최적화를 적용하여 얼굴 모형을 매개

변수화 하여 통계적으로 접근한다. 두 모델링 기법에서의 

차이점으로, AAM은 모형 매개변수의 최적화 과정에서 전

역 외곽(Global Appearance) 모델을 적용하는 반면에, ASM에

서는 초기 레이블이 주어지고 모든 레이블 위치에서 새

로운 위치를 찾아가는 지역 영역(Local region) 기반으로 동

작한다[7,8]. ASM이 모형 지역화(Shape localization)에서 AAM

보다 성능적으로 뛰어나며, 조명 영향에 보다 강인한 것

으로, 여러 연구 실험과 논문에서 증명되고 있다[9,10]. 그

러나 ASM은 질감 특징 모델링을 위한 프로파일을 1차원 

배열로 사용하며, 영역 검색 과정에서 지역 영역의 특징

점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3. 얼굴 검출 구현 

AdaBoost 알고리즘은 비디오 처리와 사용자 제스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활

용하기가 어렵다[1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에서 

AdaBoost알고리즘에 기반한 얼굴 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S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색 성능을 향상시킨다. 

먼저, AdaBoost 알고리즘은 얼굴 영역을 탐지하는데 적

용하고, 탐지된 영역 결과는 AdaBoost가 얼굴을 촬영한 얼

굴 이외의 영역을 필터링하기 위해 얼굴 영역 필터를 추

가로 수행하는 ASM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때, 두 눈 사이의 대칭에 따라 낮은 회색 값의 프로토타

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 영역 추출이 상대적으로 쉽

다. 다음으로, ASM 모델 위치를 사용하여 ASM에 의해 필

터링된 얼굴 영역에서 눈의 위치 좌표를 추출한다. 눈 좌

표를 기준으로 지정된 크기의 얼굴 영역을 잘라내어 얼굴 

인식을 수행한다. AdaBoost와 ASM 알고리즘을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 개선한 얼굴 검출 수행 단계는 Fig. 2와 같다. 

 

 
Fig. 2. System flow of the implemented scheme. 

 

먼저, ASM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얼굴 이미지에서 68

개의 특징점 좌표를 기록하고, 주요 특징점을 사용하여 

모양 벡터를 형성한다. 표식된 얼굴 모양을 정규화하고 

{CA를 사용하여 ASM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고차원 데이

터의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300장의 동양인 얼

굴 사진을 대상으로 특징점 위치를 분석하여 프로파일의 

특징 분포값을 수정하였다(Fig. 3). 

AdaBoost 얼굴 검출 분류에서는 OpenCV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활용한다. 얼굴 인식 속도와 검색 성능을 고려하

여 haarcascade_frontalface 단계적 분류 모듈을 적용한다. 얼

굴 인식을 위한 이미지 입력단계에서 이미지의 크기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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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for the distribution of facial landmark points 

of interest (a), and facial features with a rectangle 
(colored with magenta, green and red) on each 
landmark, which is constructed from 2D profile (b). 

 

면, 가우시안 피라미드 분해(Gaussian pyramid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 크기 조정을 수행한다. 입력 이

미지는 지정된 필터와 콘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짝수 행

과 열을 배제하여 이미지를 샘플링하여 특정 크기 이상으

로 조정한다. 이후,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초기 얼

굴영역을 탐지한다. 얼굴 검출 단계에서 AdaBoost 알고리

즘의 ‘이미지 축소(reducing the image)’ 매커니즘 대신에 멀티

스케일 감지에서 ‘감지 윈도우 확대(enlarging the detection 

window)’ 방식을 사용한다. 처음 탐지 윈도우 크기가 입력 

이미지와 동일하며, 윈도우는 특정 스케일링 파라미터에 

따라 전체 이미지 영역을 크로스로 이동하면서 얼굴 영역

을 표시하고 검출 윈도우는 다음 반복을 위한 특정 증폭 

파라미터를 확대한다. 이러한 처리는 검출 윈도우의 크기

가 입력 이미지 크기의 반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이를 통해 얼굴 영역을 검출한 다음, 검출 프레

임에 따라 ASM 템플릿을 기반으로 초기 얼굴 모양 추정

을 생성한다. ASM 검출을 사용하여 주요 특징점 위치를 

조정하고 얼굴 윤곽을 맞추면서 최종적으로 얼굴 특징점

을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의 검출 성능 실험은 얼굴 인식 연구 분야

에서 많이 활용되는 ORL과 YALE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기존 AdaBoost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구현

한 AdaBoost+ASM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입력 이미지에서

의 얼굴 검출율을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

과를 보면, 다양한 실험 데이터셋에 대하여 구현한 알고

리즘이 기존의 AdaBoost 알고리즘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

다. YALE DB에서 검출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변화 

조건에서의 조명 때문에 YALE 얼굴 DB의 표정 및 얼굴 

자세는 ORL 얼굴 DB 보다 성능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daBoost+AS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 탐지에서 검출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AdaBoost와 ASM을 기반으로 얼굴 검출한 

결과는 기존 알고리즘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얼굴 조

명, 자세 및 표현 변경에 보다 견고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개선 효과를 통해 검출 성능과 보다 나은 얼굴 

탐색율을 보였다.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Dataset Algo. Input 

Images
Accuracy 
Counts 

Detection 
Rate 

ORL AdaBoost 400 349 87% 

AdaBoost 
+ASM 

400 362 91% 

YALE AdaBoost 165 100 67% 

AdaBoost 
+ASM 

165 125 76% 

 

4. 결  론 

AdaBoost 알고리즘은 다른 검출 알고리즘에 비해, 처리 

시간상에서 성능적 우위를 보인다. 그러나 불안정한 비디

오 또는 복잡한 환경 요인에서는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daBoost와 ASM을 기

반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러한 성능상의 문제를 보완하

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얼굴 인식 연구분야

에서 많이 사용되는 ORL과 YALE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높은 검색율과 견고성을 갖는

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러나 성능상으로 

검출율은 향상되었으나, 처리 시간 및 리소스 활용 등의 

다각적인 성능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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