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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웹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얼굴 검

출 방법으로 Haar-like Face Detect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고 체 이미지에서 검출된 얼굴 역만을 

심 역으로 설정하여 Haar-like Eye Detect를 이용하여  역을 검출하 다. 검출된  치에 한 

평균값으로 얼굴이 왼쪽 방향을 보고 있는지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단하 다. 제안된 방법의 

실험 결과, 얼굴   역을 비교  정확하게 검출하 으며 계산된  치를 이용하여 얼굴 방향 

인식에 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1. 서론

최근 속한 자동화 시 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는 복잡하고 다양한 실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처리

하기 한 련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상처리를 한 오  라이 러리인 OpenCV를 이용한 보

행자 감지[1], 자동차 번호  인식[2] 등 기본 인 상처

리뿐만 아니라 구 의 무인자동차 개발[3]까지 진행되었

다.

기존의 얼굴 검출 방법에는 지식 기반 방법, 특징 기반 

방법, 신경망 기반 방법이 있다[4]. 지식 기반 방법은 인간

의 얼굴에 한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한 지식을 기

반으로 추론된 얼굴 검출을 시도하는 방법이다[5]. 그러나 

70억 명이 넘는 세계인구의 얼굴에 해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단 이 있다. 특징 기반 방법은 얼굴의 

불변 이고 구조 인 특징을 추출하는데 을 두는 방

법으로 여러 가지 얼굴의 특징  피부색이 덜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경망 기반 방법은 다

양한 이미지들로부터 얼굴  비얼굴 역을 획득한 후 

신경망을 통해 얼굴을 찾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얼굴 

역에 한 비교  정확한 검출이 가능하지만 많은 연산

을 필요로 하여 느리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

징 기반의 방법인 Haar-like feature를 이용하여 얼굴 검

출  얼굴의 방향을 인식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상을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한 

후 얼굴 방향 인식 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얼굴 방향 인식 시스템

첫 단계로 얼굴의 방향 인식을 해서는 입력된 상

에서 얼굴을 검출해야 한다. 얼굴을 검출하기 해 특징 

기반 방법인 Haar-like feature 얼굴 검출기를 사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하 다.

제안된 방법은 얼굴 역을 검출하기 해 웹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 상을 입력받는다. 입력 받은 얼굴 상을 

스틸 이미지로 만든 후에 Haar-like feature 얼굴 검출기

에 입력한다. Haar-like feature 얼굴 검출기는 얼굴 특징

에 한 값이 장되어 있는 xml을 이용하 다. <표 1>

은 OpenCV에서 제공하는 Haarcascade xml 일을 이용

하여 얼굴 검출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제안된 

방법은 빠른 검출을 해 haarcascade_frontalface_alt_tree

를 이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하 다.

<표 1> Haarcascade 일별 얼굴 검출에 걸리는 시간 

비교 (fps, Frame Per Second)

Haarcascade xml 일 fps

haarcascade_frotalface_alt 2

haarcascade_frotalface_alt2 2

haarcascade_frotalface_alt_tree 4

검출된 얼굴 역을 심 역으로 설정하고 Haar-like 

feature  검출을 실행하 다. 실시간 얼굴 검출을 해

서는 최소 24 fps를 지원해야 하지만, Haar-like featu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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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방법은 계산에 필요한 연산 때문에 4 fps 밖에 지

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매 

임마다 얼굴의 방향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10 임

마다 한 번씩 얼굴 역을 검출하고 검출된 심 역을 

이용하여 매 임마다  검출을 실행하 다.

검출된  역을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은 최  3 

임 동안 의 치를 찾은 후 찾은  역의 치 좌

표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x, y 좌표의 평균을 구하여 

기 이 될 의 심 을 계산한다.

  

   


    
      (식 1)

(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된  역의 평균 좌표 값과 

이후 매 임마다 의 치를 비교하여 다음 얼굴  

의 치가 심 과의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검

사하게 된다. 검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화면 에 

얼굴의 이동 방향을 출력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얼굴 방향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테스트를 해 다양한 상황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먼

 조명의 변화에 한 실험을 해 일반 인 형 등이 

켜져 있는 경우, 형 등은 꺼져있고 모니터의 빛 만 있는 

경우, 한 사용자가 안경을 쓴 경우로 나 어 결과를 확

인하 다. 실험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각각의 상황에

서도 앙, 왼쪽, 오른쪽으로 결과가 제 로 검출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회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인식률

은 97% 다.

<표 2> 검출 결과

제 로 검출된

경우

잘못 검출된 

경우

인식률 

(%)

합계 97 번 3 번 97%

일반 인 조명환경

앙 방향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경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경우

어두운 조명환경

앙 방향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경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경우

안경을 쓴 경우

앙 방향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경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경우

(그림 1) 여러 환경에서 얼굴검출  얼굴방향 인식 결과

4. 결과

   본 논문은 얼굴 검출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을 인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으로 얼굴 검출  

얼굴 방향 인식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모두 정확한 결과

를 보 다. 한 제안한 얼굴 검출  얼굴 방향 인식 시

스템을 추후 계속 연구하여 30 fps까지 인식 속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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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욱 다양한 환경에 한 실험을 진행하여 정확한 인

식에 한 인식률을 확보할 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다양한 테스트  마우스

와 련된 도우 API 추가를 통해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지체 장애인의 컴퓨터 마우스를 신해 컴퓨터를 조작하

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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