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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굴 역 검출은 얼굴 인식, 얼굴 복원 등 산업  학술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되는 기술이다. 고속

의 얼굴 역 검출을 하여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하거나 고속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

는 GPU 기반 로그래  기법인 CUDA를 이용하여 고속 얼굴 역 검출 시스템을 구 하 다. 기존

의 얼굴 역 검출 시스템은 처리 속도의 한계로 인해 고속의 검출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고속으로 

동작하도록 하려면 고가의 시스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nVidia 등 그래픽 칩셋 제조업체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GPGPU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 역 검출 시스

템을 구 할 경우 보다 렴한 가격에 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범용 GPU 사용 기술  하나인 nVidia의 CUDA를 이용하여 얼굴 검출 시스템을 구

하 다. 실험 결과 GPU 기반 시스템은 CPU 기반 시스템보다 고속으로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nVidia 그래픽 카드가 설치된 시스템에서 고속의 감시카메라 서버 등으로 용이 

가능하다.

1. 서론

  얼굴 역 검출은 얼굴인식, 얼굴복원, 얼굴 별 등 산

업  학술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되는 기술이다. 용량

의 상 데이터에서 얼굴 역을 분리해 내는 것은 상당

히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고속 컴퓨  환경을 

갖추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고속의 GPU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 하 다. GPU는 3D 연산만을 담당하므로 부

동 소수  연산과 병렬 처리를 통한 고속 연산에 특화되

어 있어 연산 작업을 매우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 

GPU와 함께 그래픽카드를 구성하는 그래픽 메모리 역시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그리고 일반 그래픽 카드의 경우 

20만원 안 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로세서와 메인보드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게 든

다. 실험 결과 CPU에 비해 매우 향상된 성능을 보여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련 연구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

다. 그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하나의 데이터 처리 

유닛을 고성능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능이 떨어지

는 데이터 처리 유닛이라도 여러 개를 사용하여 병렬 처

리로 고성능화 하는 것이다. 그래픽 데이터 처리 로세서

인 GPU 역시 병렬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

하고 있다. 이미 3D 데이터는 CPU만의 힘으로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방 하기 때문에 GPU라는 용 칩을 두어 

계산을 하게 된다.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GPU

는 CPU와 다른 방향으로 발 해왔다. 부동 소수  연산 

과 메모리 역폭은 GPU가 9배 이상 빠르다. 그림 1은 

CPU와 GPU의 성능 비교이다[1].

(그림 1) CPU와 GPU의 부동소수  연산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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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검출은 색상 정보와 얼굴 윤곽을 이용하 다. 피

부색이 검출되는 역을 후보 역으로 잡고 역 심에

서 상단 1/4 의 역에 이 존재할 때 이를 얼굴로 별

하는 것이다[2].

3. GPU 기반 얼굴 역 검출 구

   CUDA는 작업의 단 를 쓰 드, 블록, 그리드로 나

다. 가장 작은 단 가 쓰 드이고 쓰 드가 모인 것이 블

록, 블록이 모인 것을 그리드라 한다. 그림 2는 CUDA에

서의 작업 계층도를 나타내었다[1].

(그림 2) CUDA의 작업 계층도

   실험에 사용한 상은 HD 캠코더로 촬 한 Full HD

상을 Frame Grabber를 이용하여 캡처하여 사용하 다. 

1920x1080 크기로 192x108픽셀 크기의 서  블록을 지정

하여 하나의 블록으로 동작하도록 하 다. 각 스 드에서

는 픽셀 값이 아래 식1의 S 필터값에 따라 True 는 

False를 반환한다[3].

   ≤  ≤ 

   ≤  ≤         (1)

     ∈ ∩ ∈  

 는 와 에 속하는 역만을 얼굴후보 역으

로 결정하는 필터이다. 반환된 역에서  부분을 추출한 

뒤  부분이 체 역의 심에서 상단 1/4의 치에 

존재할 때 얼굴 역으로 별하 다.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사용된 PC는 

Intel Core2Quad Q9400 CPU에 4G ram, Windows Vista

를 사용하 으며 CUDA가 동작할 GPU는 nVidia 

GeForce 9800GTX+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할 상을 

획득하기 하여 삼성 VM-HMX20C 캠코더를 사용하여 

1080i, 59.97fps 상을 Canopus pegasus 캡쳐보드를 이용

하여 캡처하여 사용하 다. 얼굴 역 검출 로그램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8을 이용하여 구 하 으며 

사용한 CUDA 버 은 2.1, 사용된 드라이버 버 은 180.60

버 이다. 얼굴 역을 감지하면 그 역에 사각형으로 얼

굴 역과 얼굴 역의 간지 을 선으로 표시해주는 

로그램을 작성하 다. 그림 3은 얼굴 탐지 결과를 출력하

는 것이다. CPU버 과 GPU버 은 로그램 구성이 동일

하다. 실험 결과 CPU에서는 실시간 동작이 어려워 

임 손실이 생겨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GPU를 사용한 

로그램에서는 이상 없이 사각형을 띄워 을 확인할 수 있

었다.

(a) CPU (b) GPU

(그림 3) 로그램 동작 화면

   그러나 재의 로그램은 체 상에서 얼굴이 하나

만 있을 경우에만 동작하고 얼굴이 작게 잡힐 경우 동작

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개선할 정에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GPU기반 고속 얼굴 역 검출 로그

램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제안한 로그램은 CUDA를 

이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병렬 처리하여 고속으로 동작하

도록 한 것이다. 실험 결과 고속으로 동작하여 얼굴 역

을 표시함을 알 수 있었으며 CPU에서는 동작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로그램은 nVidia 그래픽 카드

가 설치된 CCTV  DVR 시스템에서 고속 얼굴 역 탐

지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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