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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필터와 복합형 신경망으로 구성된 얼굴 검출 시스템과 WFMM 신경망을 이
용한 피부색 검출기법을 소개한다. 전처리 단계에 해당하는 다중필터는 대상 영역의 수를 감소 시
켜 시스템의 속도를 개선한다. 다중필터에 속한 색상필터는 총 11 가지의 색상 공간에서 피부색의 
특징 값을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며, 이 학습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하이퍼 박스를 통해 
피부색을 분류한다. 또한 WFMM 신경망의 연관도 요소 특성을 이용하여 각 색상 공간의 상대적 중
요도를 분석하여 피부색 검출에 유용한 색상 공간을 분석하고 추출 한다. 얼굴패턴 검출을 위한 복
합형 신경망은 첫 단계에서 가보 변환을 사용하는 CNN 을 통해 특징 지도를 생성하고, WFMM 신경

망으로 최종 얼굴패턴을 검증한다.  
 

1. 서론 

얼굴패턴 검출 문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대화형 시스템, 로봇 시각등의 넓은 분야에

서 연구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를 인
식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키보드 또는 마우

스 등을 통한 데이터 입력이나, 지문 또는 동공을 통
한 입력 방법에 비해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친숙

하게 다가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하고 빠른 얼굴 검출을 위한 방법론과 응용 기

술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구현된 
결과들이 많은 자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1-4]. 최
근의 연구된 바를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4], 지역적 샘플링과 자
기구조화 지도를 상호 결합한 형태의 신경망[1]과 컬
러 이미지에서의 피부색의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2], 
다단계 필터링과 복합형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3]등
이 그 예이다. 

퍼지 최대 최소(Fuzzy Min-Max(FMM)) 신경망은 일
종의 뉴로퍼지 신경망으로 하이퍼 박스 기반의 패턴 

분류 모델이다[5]. 가중치를 갖는 퍼지 최대 최소

(Weighted Fuzzy Min-Max(WFMM)) 신경망은 하이퍼 박
스 기반의 패턴 분류 모델로 기존의 퍼지 최대 최소

(Fuzzy Min-Max(FMM)) 신경망에 빈도와 분포를 가중

치로 고려하는 모델이다[2][3]. 이는 학습을 통하여 가
중치 값이 조정되므로 비정상적인 데이터에 의해 하
이퍼박스가 왜곡 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특
징과 클래스에 대한 상호 연관도 요소를 고려하여 특
징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 할 수 있다. 

제안된 얼굴 검출 시스템에서는 전처리 과정으로 
조명변화 보정 및 필터링을 사용하여 대상 영역의 수
를 줄인다. 이 때 사용하는 색상필터는 총 11 가지의 
색상 공간에서 추출해낸 특징 값을 WFMM 신경망에 
학습을 시킴으로써 피부색을 분류한다.  

얼굴 검출 모듈은 특징 추출과 분류과정으로 분류 
된다. 특징 추출 과정은 첫 번째 계층에 가보(Gabor)
변환을 이용하여 기본 특징을 추출하는 CNN 을 사용

하였다. 분류과정에서 사용한 WFMM 신경망은 학습데

이터에서 발생한 특징 값의 빈도와 분포를 고려하여 
특징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신경망의 입력 특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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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여 신경망의 규모를 작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실제 환경에서 적용한 실
험 결과를 고찰한다. 

 
2. 대상 시스템 개요 

본 연구는 그림. 1 과 같은 얼굴패턴 검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시스템에서 
얼굴패턴 검출 모듈은 전처리 모듈과 패턴 검출 모듈 
두 단계로 이루어 진다. 

  

 
 (그림. 1) 얼굴패턴 검출 시스템의 구조 

 
전처리 모듈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단계의 필터링과 조명 보정 과정을 연동하여 사용

한다. 조명 보정 과정은 2002 년 Hsu 등이 제안한 
“Reference White”[2]기법을 사용하였다. 모션필터는 연
속 영상에의 각 픽셀의 색상 변화의 임계치를 적용하

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스템의 실시

간 응답을 위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색상 필
터에서는 WFMM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이는 피부색패

턴 분류 기능 뿐만 아니라, 학습된 신경망으로부터 특
징과 하이퍼박스간의 상호 연관도 요소를 분석하여 
피부색을 검출하는데 필요한 색상 공간을 선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인 얼굴패턴 검출 모듈은 두 
종류의 신경망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는 각각 특징 지
도 생성 및 얼굴패턴 분류 과정을 수행하게 한다. 특
징 지도 생성은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의 
샘플링 계층에 가보 변환을 사용한 CNN 모델을 사용

하였다. 또한 패턴 분류 과정에서는 WFMM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이는 최종 단계에서 추출된 특징 중 상대

적 중요도가 높은 특징들을 선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
게 하여 패턴분류를 위한 신경망의 입력의 크기를 줄
이게 하고 신경망의 규모 및 계산량을 감소시켜 시스

템의 성능을 개선한다. 

 
(그림. 2) 특징 추출 신경망의 구조 

 
3. WFMM 신경망 및 특징의 연관도 요소 

3.1 하이퍼박스 멤버쉽 함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턴 분류 모델은 WFMM 모

델이다. 신경망의 활성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되
는 하이퍼박스 멤버쉽 함수로써 결정된다. 
 

{ , , , , , ( , , , , )}  n
j j j j j j j j jB X U V C F f X U V C F X I= ∀ ∈   (1) 

 
식에서 jU  및 jV 는 각각 하이퍼박스 j 의 특징범위

에 대한 최소값 및 최대값 벡터를 의미하며, jC  및 

jF 는 특징 집합의 평균값 및 특징의 발생 빈도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하이퍼박스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그 활성화 특성이 정의된다. 
 

1

1

1( ) [max(0,1 max(0, min(1, )))

                        max(0,1 max(0, min(1, ))) 1.0]

n

j h ji jiv hi jin
i

ji
i

jiu ji hi

b A w a v
w

u a

γ

γ

=

=

= − −

+ − − −

∑
∑

i  (2) 

                 max( , )

                 max( , )

new old
jiU U ji ji

U

old new
jiV V ji ji

V

R s u u
R

R s v v
R

γγ

γγ

⎧ = = −⎪⎪
⎨
⎪ = = −
⎪⎩

       (3) 

 

식에서 1 2( , ,..., )h h h hnA a a a= 은 입력패턴으로 총 n

개의 특징값이고, jiUγ 와 jiVγ 는 j 번째 하이퍼박스

와 i 번째 특징의 최소점과 최대점에서의 퍼지구간을 

결정하는 매개변수이다. jiW 는 j 번째 하이퍼박스와 

i 번째 특징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

은 식으로 정의된다. 

 

ji
ji

f
w

R
α

=                                    (4) 

max( , )ji jiR s v u= −      (단, s > 0 )         (5) 

식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가중치 값은 특징 범위에 나
타난 빈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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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징의 연관도 요소 
학습된 신경망으로부터 특징과 클래스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 종류의 연관도 요소

(relevance factor: RF)를 정의 한다.  
 
 1( , )i jRF x B : 특징값 ix 와 하이퍼박스 j 와의 연

관도 요소 
 2( , )i kRF x C : 특징값 ix 와 클래스 k 와의 연관도 

요소 
 3( , )i kRF X C : 임의의 특징타입과 클래스간의 연

관도 요소 
 4( )iRF X : 주어진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임의의 

특징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WFMM 신경망의 활성화 함수 및 학습기법의 특성

으로 상기의 4 가지 척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

할 수 있다. 
 

1( , )i j ijRF x B w=                              (6) 

,
12( , ) ( ( , ( ))

i k

i k i ji ji ji
B Ck

RF x C S x u v w
N ∈

= ∑ i  

1 ( , ( , )) ) /
( )

j k j k

i ji ji ij ij
B C B CB k

S x u v w w
N N ∉ ∈

−
− ∑ ∑i  (7) 

 
특징값과 특정 하이퍼박스간의 상호 연관도는 식 (6)
과 같이 가중치 값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

도를 사용하여 특정 특징값의 임의의 클래스 간의 연
관도 요소는 식 (7)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식 (7)에
서 BN 는 총 하이퍼박스의 개수를 의미하며, kN 는 

클래스 k 에 속하는 하이퍼박스의 개수이다. ()S 는 
특징 i 가 속한 하이퍼박스의 최대 최소의 퍼지 구간

의 유사도 척도를 의미한다. 
 

13( , ) 2( , )
i i

i k i k
x Xi

RF X C RF x C
L ∈

= ∑             (9) 

1

14( ) 3( , )
M

i i j
j

RF X RF X C
M =

= ∑                (10) 

 
식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징유형 X 에 대한 클래

스 k 의 연관도 ( 3)RF 는 2RF 를 이용하여 정의 할 

수 있다. 식에서 iL 는 i 번째 특징에 속하는 특징값의 

개수를 의미 하며 이는 3RF 이 특정 클래스에 속한 
특징집합들의 상대적 연관도에 대한 평균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관도를 활용하여 특정 특징의 상
대적 중요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0)에서와 
같이 3RF 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특정 특징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 개별 클래스에 대한 평균적인 중요도를 

산출 함으로 평가한다. 이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
장 효과적인 특징을 선별할 수 있게 한다. 
 
4. 피부색 검출 

색상 정보는 복잡한 배경에서 얼굴패턴 검출을 시
도할 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최근에 피부색을 
분류하여 얼굴패턴 검출을 시도하는 방법론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2][8].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획득한 다량의 피부

색 데이터로부터 특징 값들을 얻어낸 후 WFMM 신경

망을 통하여 학습하여 색상필터로 사용한다. 그림. 3
은 실제 환경에서 얻은 색상 값들의 분석의 예이다.  
 

 
(그림. 3) 피부색 값의 분석결과의 예 

 
총 11 개의 색상공간으로부터 얻어낸 특징값들은 
WFMM 신경망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하이퍼박스를 구성하게 된다.  

 
(max( , ) min( , ))ji hi ji hin v x u xθ ≥ −           (11) 

1

min( , )

max( , )

new old
ji ji

new old
ji ji hi

new old
ji ji hi

f f

u u x

v v x

⎧ = +
⎪⎪ =⎨
⎪

=⎪⎩

 1, 2,...,i n∀ =        (12) 

 
식 (11)은 하이퍼박스를 생성 또는 확장을 결정하는 
테스트 식이다. 입력되는 특징값 hix 가 확장될 하이퍼

박스와의 최소 평균거리 θ 내에 있다면 식 (12)에 의
하여 하이퍼박스를 확장하고 빈도수 jif 값을 증가 시

키며, 특징값이 하이퍼박스와의 최소 평균거리 밖에 
있다면 새로운 하이퍼 박스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학
습 방법을 통하여 구성된 하이퍼박스들은 피부색패턴

을 검출하게 한다. 또한 각 특징에 대하여 WFMM 신

경망의 연관도 요소를 평가하면 피부색 검출시 유용

하게 사용되어지는 색상공간들을 평가하고 선별적으

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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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후보 영역을 결정하는 
색상필터는 총 11 가지의 색상공간에서 특징값을 추출

하여 WFMM 신경망에 학습한다. 11 가지의 색상공간은 
적색, 녹색, 청색, 명암, Cb, Cr, 자홍, 청록, 노랑, 색상, 
채도이다. 표. 1 은 학습결과 생성된 하이퍼박스를 나
타낸 것이다. 표에 보인 바와 같이 특징의 연관도 요
소를 평가하면 피부색 검출을 위한 주요 색상 공간을 
순위별로 선별할 수 있다. 그림. 4 는 실제 환경에서 
피부색 검출을 수행한 예이다. 얼굴패턴 검출 신경망

은 전처리 단계에서 결정한 후보 영역을 입력 받아 
첫 번째 단계에서 가보 변환을 거치는 CNN 을 통해 
특징 지도를 추출한다. 이는 WFMM 신경망의 입력으

로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얼굴패턴을 검출하게 된다. 
그림. 5 는 시스템의 얼굴 영역 검출 결과의 예이다. 
 

 
(그림. 4) 실제 환경에서 피부색 검출의 예 

 

 
(그림. 5) 시스템의 얼굴 영역 검출 결과의 예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얼굴패턴 검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다단계필터와 복합형 신경망을 이용한 모델을 제시 
하였다. 이는 실내 영상에서 실시간 인식을 목표로 한
다. 전처리 단계에서 후보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한 색상필터는 실내 환경에서 획득한 다량의 피부색 
데이터를 WFMM 신경망을 통해 학습하여 사용하였다. 
얼굴 검출 모듈에서는 특징 지도 생성을 위해 첫 번
째 단계에서 가보 변환을 거치는 CNN 을 사용하였고 
패턴 분류 신경망으로 WFMM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특징과 클래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4 가

지의 연관도 요소는 피부색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주

요하게 사용되는 특징들을 분석하고 선별 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 학습 과정에서 생성된 하이퍼 박스의 예> 

하이퍼박스 b1 
특징 순위 범위 RF1 

색상 0.91~0.98 1.03
명암 0.16~0.28 0.538
녹색 0.23~0.44 0.323
자홍 0.55~0.76 0.323

 
하이퍼박스 b2 
특징 순위 범위 RF1 

색상 0.01~0.09 1.43
Cr 0.18~0.29 1.02
채도 0.09~0.24 0.74
Cb 0.22~0.44 0.53

 
* 이 연구는 산업자원부 뇌 신경 정보학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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