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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iola & Jones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얼굴 요소 검출을 위한 매우 우수한 알고리즘이지만 변수 설정에 따른 중

복 검출, 오 검출, 미 검출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논문은 Viola & Jones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에 미 검출

을 줄이기 위한 가변 변수와 중복 검출과 오 검출을 줄이기 위한 검증을 적용한 개선된 얼굴 요소 검출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잠재적 유효 얼굴 요소들을 검출할 때까지 Viola & Jones의 객체 검출의 변수 값을 변화

시켜 미 검출을 줄이고, 검출된 얼굴 요소의 크기, 위치, 유일성을 평가하는 검증을 이용해 중복 검출과 오 검출들을 

제거시켜 준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제안된 알고리즘이 검출된 객체들에 유효 얼굴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나서 무효 

얼굴 요소들을 제거하여 유효 얼굴 요소들만을 검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Viola & Jones' object detection algorithm is a very good algorithm for the face component(FC) detection,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duplicate detection, false detection and non-detection due to parameter setting.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FC detection algorithm that applies the variable parameter to reduce non-detection and the verification to 
reduce duplicate detection and false detection to the Viola & Jones'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reduces the 
non-detection by changing the parameter value of the Viola & Jones' algorithm until the potential valid FCs are detected, 
and eliminates the duplicate detection and the false detection by using the verification that evaluates size, position, and 
uniqueness of the detected FC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ncludes valid FCs in the detected 
objects and then detects only the valid FCs by removing invalid FCs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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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에서 얼굴 및 얼굴 요소 검출은 얼굴 정보를 이용

하는 검증/인증 시스템, IT 융합 시스템 등에서 필수적

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다[1,2]. Viola와 

Jones(V&J)이 발표한 객체 검출 알고리즘[3]은 얼굴 및 

얼굴 요소 검출을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face component, FC)인 눈, 코, 입을 검출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종, 얼굴 크기나 얼굴 위치에 관계

없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V&J 객체 검

출 알고리즘은 변수 설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입력 영상, 
검출 대상 객체에 따라 중복 검출, 오 검출, 미 검출 문제

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4,5]. 본 논문은 얼굴 구성 요소

인 눈코입을 검출 대상 객체로 하는 V&J 객체 검출 알

고리즘의 변수 설정 문제를 보완한 개선된 얼굴 요소 검

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가변 변수가 적용된 V&J 객체 검

출의 반복 수행과 검출된 객체들의 객체 검증을 통해 개

선된 얼굴 요소 검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초기 엄격한 

변수 설정에 의해 중복 검출과 오 검출에 의한 무효 FC
들을 줄여 유효 FC 위주의 객체 검출을 수행하고, 잠재

적 유효 FC가 검출되지 않으면 느슨한 변수 설정으로 

무효 FC가 포함되어도 유효 FC의 검출 가능성을 높여

가면서 V&J 객체 검출을 반복 수행한다. V&J 객체 검

출의 반복 수행은 지정된 유효 FC 개수만큼 검출되거나 

최소 변수 값에 이르면 중지된다. 이때 발생된 무효 FC
들은 FC 검증을 통해 제거된다. FC 검증은 FC 크기를 

평가하는 FC 크기의 유효성, FC 위치를 평가하는 FC 위
치의 유효성, 중복 검출을 평가하는 유일 FC의 유효성

을 평가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인터넷상의 

150개 인물 영상을 대상으로 얼굴 요소 검출이 수행되

고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V&J 얼굴 요소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Ⅱ.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3,4]은 객체 표현을 위해 

Harr-like 특징들을 사용한다. Harr-like 특징들은 얼굴 

검출에 특화된 그림 1의 Harr-like 특징 원형들을 토대로 

검색창(Sub-window)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형들의 가

로세로 확대된 변형들로 24×24 검색창에서 160,000 여
개 특징들이 생성된다. Harr-like 특징에 의한 특징 값은 

Harr-like 특징의 흰 영역과 검은 영역에 대응되는 영상 

영역 각각에서 밝기 합간 차이다. 특징들의 영역 중복에 

의해 많은 중복된 특징 값 계산들이 요구되는데 이는 적

분 영상을 활용해 해결되고 있다[3,4].

Sub-window Sub-window Sub-window Sub-window

Fig. 1 Haar-like feature prototypes.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대상 객체를 분류하기 위

해 그림 2처럼 다단계의 분류기들로 구성된 Cascade- 
Adaboost 알고리즘[3,4,6,7]을 사용한다. 단계별 분류기

는 소수의 약분류기들로 구성된 작은 강분류기이다. 약
분류기(wct)는 검색창의 영상 x에 대한 Harr-like 특징 

값()을 이용해 수식 (1)과 같이 구현된다.

wct   if    otherwise
(1)

여기서 와 는 각각 부등식 방향을 위한 극성과 분

류를 위한 임계값이다. 강분류기(SCX)는 식 (2)와 같이 

약분류기들이 선형적으로 결합되어 구현된다.

SCX  










 

  



wct ≥ 



  





 otherwise

(2)

여기서 와 는 각각 약분류기의 갯수와 약분류기를 

위한 가중치이다.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수많은 약

분류기들로 구성된 강분류기의 계산적인 부담을 줄이

기 위해 Cascade 형태의 분류기를 채택하고 있다. Cascade 
분류기는 현 단계 강분류기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만 다음 단계 강분류기를 동작시키므로 검출 속도를 높

일 수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
을 일부 생성하지만 이어지는 단계들에서 잘못 검출된 

객체들을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높은 검출율의 고속 분

류기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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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T T T
→ SC1 → SC2 → … → SCN →

wc wc wcN

wc wc wcN

: : :
wcn  wcn  wcNnN

↓F ↓F ↓F
Reject Sub-window

Fig. 2 Cascade-Adaboost classifier. 

Ⅲ.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의 변수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효율적인 동작을 위해 

MinSize, MaxSize, ScaleFactor(SF), MergeThreshold 
(Mth), ROI 같은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다[7,8]. 본 장은 

얼굴 요소 검출 관점에서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의 변

수들의 기능을 기술한다.
변수 MinSize와 MaxSize는 각각 검출될 객체의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를 설정하는 변수로 학습 객체 영상 크

기에서 입력 영상 크기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미설

정 MinSize와 MaxSize는 각각 학습 객체 영상 크기와 

입력 영상 크기가 설정된다. 검출 대상 객체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검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임의 영상들이 입력되어 얼굴 요소의 

크기를 특정할 수 없어 MinSize와 MaxSize의 값을 설정

하지 않고 있다. 
변수 SF는 다양한 크기의 객체들에 대응하기 위해 영

상 크기(scale)를 조정하는 변수로 1.0001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값이 작을수록 많은 scale들이 고려되어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검출할 수 있으나 계산량은 많아

지고 중복 검출 객체들이 발생될 수 있다. 반면 값이 클

수록 적은 scale들이 고려되어 계산량은 적어지나 미 검

출 객체들이 발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 검출되

는 객체들은 가변 Mth로 보완이 가능하여 계산량을 고

려해 SF에 고정 값 1.1을 설정하고 있다. 
변수 Mth는 유효 객체 인정을 위한 동일 객체의 중복 

검출 횟수를 설정한다. 즉, 검출된 객체는 설정된 값 이

상 중복 검출될 때 유효 객체로 인정되고 중복 검출된 

객체들은 한 객체로 병합된다. 값이 작을수록 유효 객체

의 검출 가능성을 높이지만 많은 무효 객체가 포함될 수 

있고, 값이 클수록 무효 객체를 줄여 유효 객체의 신뢰

도를 높이지만 유효 객체가 제거될 수도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눈/코/입(E/N/M) 검출을 위해 비교적 큰 Mth 
(E/N/M)=[8/16/40]에서 시작하여 Mth를 줄여가는 가변 

값을 사용한다. 객체가 단순할수록 중복 검출 가능성이 

높아 가장 단순한 입의 Mth가 가장 크다.
ROI 변수는 객체 검출 영역을 제한하는 변수로 영역 

시작점, 폭, 높이를 설정한다. ROI 설정은 검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영역 경계에서 객체가 검출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 검출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 영상 전체를 ROI로 사용하고 있다. 

Ⅳ. 개선된 얼굴 요소 검출

가변 변수 Mth와 객체 검증을 이용한 개선된 얼굴 요

소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그림 3에 보여주고 있다.

Face Image

Detect Face Region 

Detect FC(E/N/M) 

Verify FC

Enough FC
(E/N/M)?

Valid FC(E/N/M) 

Mth = Mth/4

Y

N

Fig. 3 Flowchart for the proposed algorithm.

Detect Face Region 블록은 V&J 알고리즘으로 얼굴 

영역을 검출하고, 이는 그림 4의 얼굴 요소 영역 설정을 

위해 사용된다. Detect FC 블록은 V&J 알고리즘으로 얼

굴 요소들을 검출한다. 이 때 변수 SF와 ROI는 각각 1.1
과 미설정으로 고정 사용하고, Mth(E/N/M)는 비교적 

큰 [8/16/40]을 초기에 설정하여 오 검출과 중복 검출을 

최소화하고 유효 얼굴 요소 위주의 객체를 검출한다. 
Verify FC 블록은 검출된 얼굴 요소들에서 검증을 통해 

무효 얼굴 요소들을 제거한다. 얼굴 요소의 검증은 그림 

4의 얼굴 요소 영역 설정에 근거하여 얼굴 요소의 크기, 
위치, 근접(유일성)을 평가한다. 유효 얼굴 요소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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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얼굴 영역 폭(W)의 1/2보다 작아야 하고, 그 중심

이 지정된 요소 영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접 평

가는 인접한 요소들 유일하게 만든다. 두 요소인 눈과 

한 요소인 코, 입은 근접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 좌우

를 구분하지 않고 검출되는 눈의 근접은 검출된 한 요소

의 중심이 검출된 다른 요소의 영역에 포함되면 근접으

로 판단하여 한 요소로 병합되고, 코와 입의 근접은 정

의된 요소 영역 내 모든 요소들은 근접으로 판단하여 요

소 영역의 중심에 가장 근접한 요소만 유지시킨다. 검출

된 눈의 좌우 판단은 검출된 요소의 중심과 정의된 눈의 

좌우 중심의 근접 정도에 의해 결정한다. Enough FC 블
록은 유효 얼굴 요소의 검출을 판단한다. 검출된 요소들 

개수가 th(E/N/M)= [2/1/1]보다 작으면(N) 유효 얼굴 요

소가 미 검출로 Mth를 1/4로 줄여 얼굴 요소 검출 과정

을 반복한다. 반올림 되는 Mth는 1까지 감소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검출된 유효 얼굴 요소가 th(E/N/M)보다 적

은 요소가 검출되면 미 검출 얼굴 요소가 발생된다. 
얼굴 요소 검증을 위한 얼굴 요소인 눈/코/입의 영역

과 중심점들은 그림 4와 식 (3)~(5)로 정의되고 있다. 

        (3)
   

   

      

    (4)

      

    (5)

H

W

eS

nS

mS

eE

nE

mE

eCR

nC

mC

eCL

(x,y)

Fig. 4 Regions for FCs

Ⅴ.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된 얼굴 요소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그림 5의 150개 인물 영상을 대상으로 얼굴 요소 검출이 

수행되었다. 영상은 인터넷 상에서 인종, 성별, 해상도

의 제한이 없이 수집되었고, 이들은 V&J 얼굴 검출 알

고리즘으로 얼굴 영역이 검출되는 영상들이다.

Fig. 5 Images for experiment

표 1은 얼굴 요소인 눈코입의 검출 예를 보여 주고 있

다. Mth(1/2/8/P~1/P_final)에서 상수는 고정 Mth이고, 
P~1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가변 Mth에 의해 유효 객체 

개수 이상의 객체가 검출되는 Mth이고, P_final는 P~1
에 객체 검증이 적용된 경우이다. E(.)/N(.)/M(.)는 주어

진 Mth 조건에서 검출된 객체의 개수이다. 영상 #18에
서 눈 검출의 경우, Mth=[2, 8]에서 각각 눈을 1, 0개 밖

에 검출하지 못하나 제안된 알고리즘은 유효 눈이 검출

되도록 Mth을 1까지 줄여 눈 후보를 5개 검출한 후 객체 

검증을 통해 무효 눈을 제거하고 유효 눈 2개만 유지시

키고 있다. 영상 #140에서 코 검출의 경우, Mth=[4, 16]
에서 각각 코를 7, 0개를 검출하므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Mth을 4까지 줄여 코 후보 7개를 검출한 후 유효 코 1개
만을 유지시키고 있다. 영상 #145에서 입 검출의 경우, 
Mth=[16, 40]에서 각각 입을 14, 8개를 검출하므로 제안

된 알고리즘은 첫 단계인 Mth=40에서 입 후보 8개를 검

출한 후 유효 입 1개만을 유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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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1 P_final

#18

Mth(1/2/4/8/P~1/P_final)=E(8/1/0/0/8/2)

#140

Mth(4/16/P~1/P_final)=N(7/0/7/1)

#145

Mth(16/40/P~1/P_final)=M(14/8/8/1)

Table. 1 Examples of FC detections

그림 6은 고정 Mth를 이용한 얼굴 요소 검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큰 Mth(실선) 경
우, 작은 Mth에 비해 많은 영상에서는 유효 얼굴 요소만

을 검출하지만 미 검출 얼굴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작은 Mth(점선) 경우, 거의 모든 영상에서 유

효 얼굴 요소를 포함하나 무효 얼굴 요소의 개수가 매우 

증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미 검출된 얼굴 요

소들의 검출은 더 작은 Mth가 요구된다. 
그림 7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 요소 검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1(점선)은 미 검출이 있는 고

정 Mth(가는 실선)의 설정 값을 줄여 실제 얼굴 요소 개

수이상의 유효 얼굴 요소가 검출되도록 한다. 즉, 미 검

출 얼굴 요소는 없으나 무효 얼굴 요소들이 발생한다. 
무효 얼굴 요소들은 P_final(굵은 실선)의 객체 검증에 

의해 제거된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모든 영상에

서 유효 얼굴 요소만을 검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전반적인 얼굴 요소 검출 성능을 비교하고 있

다. 표에서 E2, N1, M1는 실제 얼굴 요소만 검출된 영상

이고, E1, E0, N0, M0는 얼굴 요소가 미 검출된 영상이

고, E2+x, N+x, M+x는 유효 얼굴 요소뿐만 아니라 무효 

얼굴 요소가 포함된 영상이다. 그림 6, 7과 연동해 평가

할 때 작은 고정 Mth의 경우 무효 얼굴 요소가 많은 것

을 보여주고 있고, 큰 고정 Mth의 경우 미 검출이 발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 P~1은 

모든 영상에서 미 검출 얼굴 요소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P_final은 유효 얼굴 요소만을 검출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Fig. 6 FC detection using fixed Mth

Fig. 7 FC detection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표 3은 얼굴 요소 검출을 위한 반복 검출 횟수를 보여

주고 있다. 단순한 코와 입 경우, 150 영상에서 추가 검

출은 각각 6회와 3회로 대부분 영상에서 초기 Mth에 의

해 유효 객체 검출이 성공된다. 그러나 눈의 경우, 모자, 
머리카락, 그들의 그림자 등, 눈 검출에 장애되는 요인

에 의해 초기 설정보다 낮은 Mth을 이용한 추가 객체 검

출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 영상들에서 단지 평균 

0.1회의 객체 검출이 추가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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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Mth 2 4 8 P~1 P_final

E2 0 9 11 28 150

E2+x 149 133 114 122 0

E1 1 7 24 0 0

E0 0 1 1 0 0

Nose

Mth 4 8 16 P~1 P_final

N1 48 96 120 121 150

N1+x 101 50 25 29 0

N0 1 4 5 0 0

Mouth

Mth 16 32 40 P~1 P_final

M1 19 44 59 60 150

M1+x 131 105 88 90 0

M0 0 1 3 0 0

Table. 2 Results of FC detection

Object Eye(×2) Nose Mouth Total

Average iteration
(additional detection) 1.17(26) 1.04(6) 1.02(3) 1.10

Table. 3 Average iteration of FC detection

Ⅵ. 결 론

얼굴 요소 검출을 위한 V&J 객체 검출 알고리즘은 변

수 설정에 따라 중복 검출, 오 검출, 미 검출 객체가 발생

하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알고리

즘의 문제를 보완한 개선된 얼굴 요소 검출 알고리즘 제

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Mth를 큰 값에서 작은 값으

로 가변시켜 검출된 객체에 무효 얼굴 요소는 줄이고 잠

재적인 유효 얼굴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고, 부
수적으로 검출된 무효 얼굴 요소들을 얼굴 요소의 크기, 
위치, 유일성 검증을 통해 제거시키고 있다. 제안된 알

고리즘은 평균 0.1회의 V&J 객체 검출을 추가하여 검출

된 객체에 유효 얼굴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과 무효 얼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얼굴 영역이 검출된 영상으로 제한되었

으나 향후 연구는 제한 없는 다양한 인물 영상들에서 진

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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