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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얼굴 검출은 복잡한 배경 내에서 다양한 얼굴의 자세로 인해 여 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은 피부색과 깊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한명 는 여러 명의 얼굴을 검출하는 효과 인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먼  우리는 컬러 상에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피부색 검출 방법에 해 소개한다. 그리고 

Kinect V2의 깊이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3차원의 깊이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사람의 몸을 분할할 때 유용

하다. 그리고 이블링 과정에서 여러 개의 특징을 이용하여 얼굴이 아닌 역은 성공 으로 제거된다. 실

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은 다양한 조건과 복잡한 배경에서 얼굴이 효과 으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얼굴 검출∣깊이 정보∣피부색∣세그멘테이션∣키넥트∣ 

Abstract

Face detection is still a challenging task under severe face pose variations in complex 

background.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algorithm which can detect single or multiple faces 

based on skin color detection and depth information. We introduce Gaussian mixture 

model(GMM) for skin color detection in a color image. The depth information is from three 

dimensional depth sensor of Kinect V2 device, and is useful in segmenting a human body from 

the background. Then, a labeling process successfully removes non-face region using several 

featur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face detection algorithm can provide robust 

detection performance even under variable conditions and complex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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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얼굴 검출 알고리즘은 얼굴 인식[1], 얼굴 트래킹[2], 

얼굴 감정 인식[3] 등의 처리 과정으로 사용된다. 따

라서 얼굴 검출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제안되었

다. 하지만 배경, 사람의 자세, 얼굴의 각도에 따라 얼굴

의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얼굴 검출에 한 연구는 여

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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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제안된 얼굴 검출 방법으로는 2D 상에서의 

얼굴 검출 방법이 있다. 먼 , Viola와 Jones는2D 상

에서 Harr-like 특징을 사용한 얼굴 검출 방법을 제안

하 다[4]. 이는 정면의 얼굴에서는 검출 성능이 우수한 

장 이 있지만, 복잡한 환경에서 오검출이 발생하고, 얼

굴의 각도와 사람의 자세에 따라 얼굴이 검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Sandeep과 Rajagopalan이 제안한 얼굴 검출 방법은 

피부색 검출과 에지 정보를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이다

[5]. 이 방법은 피부색과 유사한 비피부색 역이 피부

색으로 검출됨에 따라 얼굴이 아닌 역이 얼굴로 검출

되는 문제 이 있다. 

최근에는 Mohanty와 Raghunadh가 제안한 여러개의 

색공간을 결합한 피부색 검출과 에지 정보를 결합하여 

얼굴의 경계선을 검출하고 모폴로지 연산과 역의 이

심율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을 제안하 다[6]. 이는 

피부색의 검출 결과와 검출된 에지 역이 일치하지 않

을 때, 얼굴의 경계선이 일부 검출되지 않고 얼굴 역

이 검출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2D 환경에서 제안된 얼굴 검출 방법은 실제 3D 환경

을 2D로 투 시킨 것이기 때문에 깊이에 한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 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소

트사에서 출시한 3D 센서인 Kinect를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이 제안되었다. 

Xu 등이 제안한 피부색과 몸 검출을 이용한 얼굴 검

출 방법은 피부색을 검출하고 Kinect SDK에서 제공하

는 몸 검출 어 리 이션을 결합하여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이다[7]. 하지만 사람의 자세에 따라 몸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얼굴을 검출하지 못한다. 한 Kinect 

SDK에서 제공하는 몸 검출 어 리 이션의 경우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의 몸이 제 로 검출되

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출 인원에도 제한을 받

는 문제 이 있다.

Paduano 등은 검출 인원에 제한이 없는 얼굴 검출 방

법을 제안하 다[8]. 이는 깊이 상에서 코끝이 얼굴 

역 내에서 가장 가까운 깊이 값을 가지는 특징을 이

용한 얼굴 검출 방법으로 정면에서는 코끝이 가장 가까

운 깊이 값을 가지고 있지만, 정면이 아닐 경우에는 코

끝을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검출할 수 없는 문

제가 있다.

마이크로 소 트사에서는 개발자를 한 소 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 SDK)를 제공한

다[9]. 제공되는 SDK에는 몸 검출과 127개의 특징 을 

이용한 얼굴 검출 어 리 이션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사람의 몸을 검출하기 때문에 오검출이 비교  지만, 

특징 이 제 로 검출되지 않는 측면과 얼굴의 각도가 

기울어졌을 경우 검출 성능이 하된다. 

2D와 3D 환경에서 얼굴을 검출하는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은 정면의 얼굴 검출에는 강건하지만, 사람의 자

세가 변할 경우, 얼굴의 각도가 회 되었을 경우, 복잡

한 배경 등에서 얼굴이 검출되지 않거나 오검출이 발생

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기와 각

도의 향을 받지 않는 컬러 정보와 배경 제거에 효과

인 깊이 정보를 융합한 효과 인 얼굴 검출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먼  피부색을 검출하기 해 Cheddad[10]

의 에러 신호 E와 채도 정보 S를 결합한 ES 공간에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피부색을 검출하고, 이

진화를 이용하여 사람의 몸 부분을 검출한다. 검출된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하여 1차로 얼굴 후보 역을 검출

한다. 검출된 후보 역을 이블링을 통해 얼굴 후보 

역을 각각의 역으로 나 고 역의 깊이 값과 크기

를 특징으로 하여 얼굴이 아닌 역을 제외한다. 그리

고 MBR의 비율과 기하학  제한을 통해 최종 얼굴을 

검출한다.

Ⅱ. 얼굴 검출 알고리즘

1. 피부색 검출
1.1 ES 특징 공간
Cheddad 등은 에러 신호(error signal, E)를 정의하여 

피부색 검출 방법에 해 제안하 다[10]. E는 피부색

이 붉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붉은 색의 신호를 확장한 것으로 1차원의 신호이기 때

문에 계산식이 간단하고 연산속도가 빠른 장 이 있다. 

하지만 색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채도를 고려하지 않았



Kinect 디바이스에서 피부색과 깊이 정보를 융합한 여러 명의 얼굴 검출 알고리즘 139

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비피부색 역을 피부색으로 검

출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러 신호 E에 채

도 신호 S를 결합한 ES 공간에서의 피부색 검출 방법

을 제안한다. RGB 공간에서 ES 공간으로의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1)

where                  (2)

 


      (3)

여기서 R, G, B는 정규화된 값이고, Y는 휘도 신호를 

의미한다. 식(2)의  ,  , 는 각각 REC 601의 변환 행

렬을 이용한 0.299, 0.587, 0.114이다[11].

1.2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한 피부색 검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다 의 가우시안 모델을 사용

하여 피부색을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k개의 군집을 사

용한 입력 벡터 x의 확률 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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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 치, 는 평균 벡터, ∑는 공분산 행렬

을 나타낸다.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

은 라미터 를 추출하기 한 알고리즘으로 는 가

우시안 모델의 모양을 결정한다. 가우시안 모델 생성 

후에 입력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가 임계 값보

다 클 경우, x는 피부색으로 검출되고, 아닐 경우에는 

비피부색으로 검출된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피부색을 보다 정확하게 모델

링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의샘

 데이터를 모으기 해 140개의 코카시안과 아시안

의 피부색 상을 학습 과정에 사용하 다. 피부색 픽

셀이 많은 한 상이 모델링에 주는 향을 이기 

해 상 당 약 10,000개의 픽셀을 사용하여 총1,400,000

그림 1. 가우시안 혼합 모델의 결과

(a) 입력 영상 (b) 피부색 검출 
그림 2. 피부색 검출 결과

개의 피부색 픽셀을 사용하 다. 실험 으로 2개의 군

집을 사용하여 가우시안 모델을 생성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피부색

을 검출한 결과는 [그림 2(b)]와 같다.

2. 깊이 정보를 이용한 배경 제거
피부색을 검출한 결과, 피부색과 비슷한 배경 역이 

피부색으로 검출되었다. 배경 정보는 피부색 검출의 성

능을 하시킨다. 따라서 피부색으로 검출된 배경 부분

은 최종 얼굴을 검출할 때 오검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깊이 정보를 사용하여 배경 

부분을 제거한다. 깊이 정보는 카메라로부터 물체 는 

배경에 한 거리를 표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inect V2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거리에서의 깊

이 정보를 촬 하 다. 촬 한 는 [그림 3(a)]에 나타

내었다. 깊이에 따라 상을 정규화하여 [0 255] 사이의 

값으로 표 하 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0에 가깝고, 거

리가 멀수록 255에 가깝다. 그리고 란색으로 표 된 

픽셀은 매핑의 문제 등으로 깊이 값이 정의되지 않은 

픽셀로 홀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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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영상 (b) 배경 제거 영상
그림 3. 배경 제거 결과

그림 4. 피부색과 배경 제거 부분의 결합 영상

깊이의 에서 물체의 거리는 배경의 거리보다 짧

은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화 기술을 이용하

여 상 내의 배경과 경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홀을 제외한 깊이의 평균 값을 임계 값으로 하여 배

경을 제거한다. 배경을 제거한 결과는 [그림 3(b)]와 같

고, 상 내의 배경 부분이 성공 으로 제거되었다. 

3. 얼굴이 아닌 영역의 제거 방법
얼굴 후보 역을 검출하기 해 [그림 2(b)]의 피부

색 검출 결과와 [그림 3(b)]의 배경 제거 상에 AND 

연산을 용하여 얼굴 후보 역을 검출한다. 검출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얼굴 역이 검출되었지만, 손 

역과 배경부분이 오검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블

링을 통해 역을 분할하고, 각각의 특징을 기반으로 4

단계의 과정을 통해 얼굴이 아닌 역을 제거한다.  

 

3.1 LUT와 깊이차를 이용한 얼굴 후보 영역 검출
오검출된 역을 제거하기 해, 우리는 깊이 값에 

따른 얼굴 역 크기에 한 정보를 장한 룩업테이블

(look-up table, LUT)을 생성한다. LUT 생성은 Kinect

를 통해 0m∼3m의 깊이 상을 0.5m 간격으로 획득하

고, 깊이 정보를 6개의 간격으로 분할한다. 실험을 통해 

각 분할된 깊이에 따라 얼굴 역 픽셀 값의 범 를 지

정한다. 검출된 얼굴 후보의 역마다 깊이 값의 평균

과 역의 픽셀 수를 계산하고, 역의 크기가 생성된 

LUT 내에 있을 경우 이는 얼굴 후보로 검출하고, 아닐 

그림 5. LUT와 깊이 차를 이용한 얼굴 후보 영역 검출

경우에는 역을 얼굴 후보 역에서 제외한다. 깊이의 

에서 보았을 때, 얼굴 부분은 상 으로 깊이 값

이 균일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 역의 깊이 최  값

과 깊이 최소 값을 계산하고, 최  값과 최소 값의 차이

가 임계 값보다 클 경우 얼굴 후보 역에서 제외한다. 

깊이 차를 이용하여 얼굴 후보 역을 검출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3.2 MBR의 제한을 이용한 얼굴 후보 영역 검출
보다 안정 인 얼굴 검출을 해 본 논문에서는 

MBR(minimum bounding rectangle)의 제한을 이용한 

얼굴 후보 역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MBR은 물체의 

최소 외  사각형을 뜻한다. 3.1의 과정에서 검출된 얼

굴 후보 역에 MBR을 구한다. 사람의 얼굴은 타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 역에 MBR

을 그렸을 경우 얼굴 역의 넓이는 MBR 내의 일정 부

분 이상을 차지하는 특징과 사람의 얼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 범  내에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

을 이용하여 MBR의 가로, 세로의 비와 MBR의 크기, 

얼굴 후보 역 크기의 비를 각각 계산한다. 계산된 결

과가 각각의 임계 값에서 벗어날 경우 이는 얼굴 후보 

역에서 제외한다.

3.3 기하학적 제한을 이용한 얼굴 후보 영역 검출
상 내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때, 상 내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상 으로 큰 

얼굴 역을 갖고, 상 아래쪽에 존재한다. 따라서 우

리는 기하학  제한을 통한 최종 얼굴 검출 방법을 제

안한다. y 값에 따라 역을 분류하여 상단 클래스와 

하단 클래스로 나 다. 하단 클래스와 상단 클래스가 

존재할 경우, 하단 클래스가 상단 클래스보다 가까운 

깊이 값에 존재하고 역의 넓이가 넓을 경우 이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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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종 검출된 얼굴 후보 영역

종 얼굴 역으로 검출한다. 반 로 하단 클래스가 상단 

클래스보다 먼 깊이 값에 존재하거나 역의 넓이가 작

을 경우 이는 최종 얼굴 검출 부분에서 제외한다. 최종 

검출된 얼굴 후보 역은 [그림 6]과 같다.

Ⅳ. 실험 및 결과

실험을 해 Windows 10 64bits의 운 체제에서 

Intel(R) Core™ i5-3337U 1.8GHz CPU와 4GB RAM을 

사용하 다. 알고리즘은 Visual studio 2013과 Open 

CV 3.0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 다. 제안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해 우리는 Kinect V2

를 이용하여 컬러와 깊이 상 결과를 획득하고, 원 

상의 얼굴 검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방법으

로는 2D 상에서 얼굴을 검출하는 Viola의 방법과 3D 

상에서 얼굴을 검출하는 Kinect SDK와 비교한다

[13]. 

제안한 방법을 구 하기 해서는 임계 값의 선택이 

필요하다. 임계 값을 선택하기 해 Kinect V2를 이용

하여 깊이 상과 컬러 상을 동시에 획득하고, 약 30

장의 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선택하 다. 본 논

문은 피부색을 검출하기 한 임계 값은 2.6, 깊이 차에 

이용한 임계 값은 25, MBR의 가로와 세로 길이 비의 

임계 값은 1.8, MBR의 크기와 얼굴 역 크기 비의 임

계 값은 0.4를 사용하 다. 한, 거리에 따른 얼굴 후보 

역의 크기에 한 LUT는 [표 1]과 같다. 비교 방법에 

사용된 Viola 알고리즘은 상처리 라이 러리 Open 

CV의 detectMultiScale 함수를 이용하여 구 하 다

[14].

테스트 데이터 베이스는 1명을 촬 한 232장의 상

과 2명 이상을 촬 한 104개의 상, 총 336장의 상을 

Distance(m) Pixel size
~0.5 20,000 ~ 50,000

0.5 ~ 1 10,000 ~ 35,000
1 ~ 1.5 3,000 ~ 20,000
1.5 ~ 2 3,500 ~ 9,000
2 ~ 2.5 4,000 ~ 8,000
2.5 ~ 3 1,500 ~ 5,000

표 1. 제안한 논문에서 사용한 거리에 따른 얼굴 후보 영역
의 크기

사용하 고 얼굴의 개수는 472개이다. 1명의 데이터 베

이스는 1∼3m 거리에서 1m 간격으로 정면, 몸이 좌우

로 각각 45도와 90도로 회 된 경우, 얼굴을 좌우로 각

각 약 45도와 90도로 회 하 을 때로 구성되어 있다. 

2명 이상의 데이터 베이스는 1∼3m 거리에서 랜덤한 

포즈로 구성되어 있다. 

먼  자세에 따른 얼굴 검출 결과는 [그림 7], [그림 

8]과 [표 2-4]과 같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면의 174개, 회

된 몸에 한 139개, 회 된 얼굴에 한 159개의 얼

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은 정면의 얼굴에 한 검

출 결과로 모든 방법이 얼굴을 검출하 다. 그리고 [표 

2]의 결과에서 Viola가 제안한 검출 방법이 100%로 검

출 결과가 가장 우수하다. [그림 8]의 기울어진 얼굴과 

회 된 몸에 한 검출 결과는 Viola가 제안한 방법은 

Harr-like 특징 의 경우 회 에 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기울어지거나 회 된 몸의 경우 얼

굴이 제 로 검출되지 않는다. 반면 Kinect SDK와 제

안한 방법은 모두 얼굴을 검출하 다. [표 3], [표 4]의 

검출 결과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거리에 따른 얼굴 검출 결과이다. [그림 9]과 

[표 5]는 1∼2m 거리에 따른 얼굴 검출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림 9]의 (a), (b)는 정면의 얼굴은 검출하 지만, 

회 된 몸의 얼굴과 기울어진 얼굴을 검출하지 못하

다. 그리고 [그림 9]의 (a)는 다리 부분이 얼굴로 검출되

었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얼굴이 정확하게 검출되었

다. 본 논문의 경우 1∼2m의 얼굴의 크기가 약 3,000∼

20,000개의 픽셀의 임계 값을 사용하 다. [표 5]의 얼

굴 검출 결과율은 제안한 방법이 87.21%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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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ola의 방법 (b) Kinect SDK (c) 제안한 방법
그림 8. 기울어진 얼굴과 회전된 몸에 대한 얼굴 검출 결과

(a) Viola의 방법 (b) Kinect SDK (c) 제안한 방법
그림 9. 1∼2m에 대한 얼굴 검출 결과

(a) Viola의 방법 (b) Kinect SDK (c) 제안한 방법
그림 7. 정면에 대한 얼굴 검출 결과

(a) Viola의 방법 (b) Kinect SDK (c) 제안한 방법
그림 10. 기울어진 얼굴과 회전된 몸에 대한 얼굴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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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view Correct detection rate

Viola 100%
Kinect SDK 82.76%
Proposed 81.03%

표 2. 정면에 대한 얼굴 검출 결과

Tilted face Correct detection rate

Viola 4.4%
Kinect SDK 54.09%
Proposed 86.79%

표 3. 기울어진 얼굴의 검출 결과

Side-view Correct detection rate

Viola 16.53%
Kinect SDK 53.24%
Proposed 87.05%

표 4. 회전된 몸에 대한 얼굴 검출 결과

0.5∼2.5m Correct detection rate

Viola 42.44%
Kinect SDK 65.99%
Proposed 87.21%

표 5. 1∼2m 얼굴의 검출 결과

2.5∼3m Correct detection rate

Viola 42.97%
Kinect SDK 60.16%
Proposed 78.13%

표 6. 2∼3m 얼굴의 검출 결과

Total
Correct detection 

rate
Average false positives per picture

Viola 42.58% 0.458
Kinect 
SDK 64.41% 0.023

Proposed 84.75% 0.077

표 7. 전체 테스트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얼굴 검출 결과

Method processing time (sec)

Viola 1.175
Kinect SDK 0.053
Proposed 0.962

표 8. 연산시간 비교

[그림 10]과 [표 6]는 3m 거리에서의 얼굴 검출 결과

를 나타낸다. [그림 10]의 (a)는 3명의 얼굴을 검출하

지만, 가운데 사람의 몸 쪽을 얼굴로 검출하 다. [그림 

10]의 (b)는 두 명의 얼굴은 검출하 지만, 한명의 얼굴

은 검출하지 못하 다. 이는 Kinect SDK에서 몸을 검

출할 때, 3명의 이상의 경우 불안정한 문제 이 있기 때

문이다. 제안한 방법은 안정 으로 얼굴을 검출하 다. 

[표 6]의 얼굴 검출 결과율에서 제안한 방법이 78.13%

로 가장 우수하다. 따라서 [표 7]의 체 검출율에서 제

안한 방법이 84.75%로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8]은 동작 시간에 한 비교 결과로 한 개의 

임을 처리하는 속도를 나타내었다. Kinect SDK는 

0.053 로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는 Kinect SDK

가 하드웨어에 최 화되어 빠른 처리에 합하게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Viola의 얼굴 검출 방법과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각각 1.175, 0.962 로 Kinect SDK에 

비해 동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특징 을 이용한 얼굴 검출은 정면의 얼굴을 검출하

기 한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의 자세가 변하거나 얼

굴이 기울어지는 경우 특징 이 검출되지 않아 얼굴을 

검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본 논문

에서는 피부색과 깊이 정보를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을 

제안하 다. 피부색은 크기와 기울기의 변화에 강건하

고, 깊이 정보를 통한 안정 인 배경 제거 기술을 통해 

얼굴을 검출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컬러 상과 깊

이 상에 한 알고리즘을 순차 으로 처리하기 때문

에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속도가 느린 문제 이 있지만, 

얼굴을 검출율에 있어서는 강인한 장 이 있다. 이는 

측면, 기울어진 얼굴에 해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검

출율을 보임으로써 자세나 얼굴의 각도에 향을 받지 

않고, 얼굴을 검출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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