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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잇따른 보안사고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그 피해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 이에 맞춰 여러 

응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취약 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에 응하여 개인을 식별할 새

로운 기술인 보안과 련하여 상처리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도 활발히 연구 에 있다. 본 논문

은 재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인 Adaboost-CAMShift 그리고  Adaboost-Haar-like Feature의 

기술들을 비교 분석 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서론

최근 잇따른 보안 사고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그 내용

은 차 심각해져만 가고 있어 이에 발맞춰 각종 응 방

안이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취약 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에 응하여 개인을 식별할 새로운 기술인 보안과 

련하여 상처리 기술이 사용되며 재도 활발히 연구 

에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얼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요한 정보로써 사용된다. 본 논문은 기존에 나와있는 

상처리 기법 에서도 얼굴인식 알고리즘들을 비교 분

석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재 나와 있는 알고리즘에는 Adaboost- CamShift 

그리고 Adaboost-Haar-like Feature가 있으며 Haar-like 

Feature와 CamShift는 Adaboost와 같이 쓰인다. 먼  

Adaboost는 약 분류기를 결합하여 강 분류기를 생성하는 

방법이고 얼굴이 아닌 이미지들을 걸러내어 얼굴 이미지

들만을 비교해보기 한 것이다. Haar-like Feature은 실

시간 얼굴 인식을 해 얼굴의 특징을 찾는 기법  하나

로 상에서의 역과 역의 밝기 차를 이용한다. 이 기

법은 밝기 차로 특징을 구분하는 것으로 연산과정이 간단

하여 얼굴 검출이 빠르다. 하지만 그러한 얼굴 이미지들을 

걸러내어 Haar-like Feature로 얼굴이미지를 별한다 하

더라도 조 변화, 원, 밝기, 그리고 회 도의 변화에 

향을 받아 얼굴 이미지 검출이 어려워지는 단 이 있다.   

2. 련연구

2.1 Haar-like feature

 사람이 쉽게 같은 종류라고 인식하는 객체들도 각각의 

크기와 모양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 인 특징

을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Papageorgiou et al. 

은 객체의 공통 인 특징의 기술을 해 Haar wavelet의 

사용을 제안하 고, Viola와 Jones는 이를 확장시킨 

Haar-like feature를 제안했다.[1]

2.2 CAM-shift

 CAMshift 알고리즘은 Color Segement 기반의

MeanShift 알고리즘을 실시간 환경에서 사용하기 해 

확장 한 것이다. MeanShift 알고리즘에서는 체 상에

서 물체를 검출하는 반면 CAMShift 알고리즘은 체 

상에서 물체가 존재할 역을 측하여 물체를 검색한다.

CAMShift 알고리즘은 물체의 크기  각도를 계산하여 

매 임 마다 탐색 도우의 키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의 변화에 상 없이 검출이 가능하다.[2]

2.3 Adaboost

 Adaboost 인식 알고리즘은 인식률을 높이기 해 제안

되었으며, 간단하고 효율 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 실시

간 검출에 주로 사용된다. N개의 약 분류기를 결합한 

Ada-boost 인식기를 나타내며, Adaboost를 이용한 인식

은 첫 번째 약 분류기에서부터 시작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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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aar-like feature 추출 알고리즘 

(그림 2) Adaboost 인식 알고리즘

(그림 3) CAMShift 알고리즘 

3. 알고리즘 비교 분석

 Haar-like feature기법은 들어온 상에서 객체들의 특징

을 찾아내기 해 만들어졌다. 특징을 찾아내기 해 미리 

학습을 시켜 데이터를 장한 다음 상이 들어오면 데이

터와 매칭을 통해 어떤 객체인지 단을 내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런 특징을 지닌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림 2)와 같이 다수의 약한 

분류기에게 물어본 뒤 그 결과로 얼굴인지 단하는 것이 

Adaboost이다. Adaboost는 Haar-like feture를 더욱 정확

하게 분류하기 해 사용하며 정확도를 높인다. 그러나 데

이터베이스 학습이나 연산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된

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반면 CAMShif 알고리즘은 Haar-like feature와 다르게 

빠른 학습을 통해서 물체를 악하고 지속 으로 물체를 

탐지한 뒤 그 심을 찾아낸다. 

Color를 기 으로 추 하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이 체 

이미지에서 변화하는지 지속 인 감지로 실시간으로 원하

는 물체를 추 할 때 최소한의 정보들만으로 물체를 추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4. 결론

 얼굴인식은 아무런  없이 간편하게 여러 인증방법으

로 사용이 되면서 이에 한 심은 늘어가고 있다. 얼굴

인식의 기술 한 빠르게 발 하면서 그  OpenCV에서 

제공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두 개를 비교분석을 하는 동

안 이러한 Haar-like feature의 학습능력과 연산에 한 

시간소모를 CAMShift의 빠른 학습능력으로 보완할 수 있

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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