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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퀴를 이용해서 굴러가거나 몸을 이용해서 기어가는 모

바일 기계들은 간단한 일들만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

는 환경에 제약을 받게 된다.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의 제약 

때문에 ASIMO 와 SPR-4X 등과 같은 휴머노이드 2 족 보행 로

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능적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

계들을 설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사용자의 존재를 알아차

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 족 보행 로봇을 사용해서 얼

굴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것은 의미 있는 문제들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로봇 위에 달린 카메라의 움직임과 사용

자의 움직임이 둘다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이 매우 동적이므

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추적 방법은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추적 방법을 인식기반 추적

과 모션기반 추적으로 분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에지 기

반 추적과 영역기반 추적으로 분류한다 [1]. 

인식기반 추적은 물체 인식 기술에 기반을 두며 추적 시

스템의 수행 능력은 인식 방법의 효율에 의해 결정된다. 모

션기반 추적은 모션검출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기술

들은 옵티컬 플로우 방법과 모션 에너지 방법으로 나뉠수 

있다. 에지기반 방법은 연속적인 영상에서 에지들을 추적하

는 방법으로 물체의 경계선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그

러나 이 방법들은 칼라 또는 조명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

게 된다. 왜냐하면 추적된 물체의 경계선은 칼라나 조명으

로 인해 큰 변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

에 강한 에지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방

법들은 Kass 등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 나온 방법들이다 

[2]. 이런 연구 방법들은 얼굴을 추적할 때 배경이미지에 

잡음이 존재하면 얼굴이 아닌 부분을 추적하는 경향이 있었

다. 예를 들면 손과 팔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2 족 보행 로봇으로부터 

들어오는 움직임이 많고 조명 변화나 배경의 변화가 심한 

영상에서 PCA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그림 1 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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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2 족 보행 로봇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및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

다. 제안된 시스템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얼굴을 검출하기 위

해 먼저, 스킨칼라 정보와 모션 정보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PCA 를 사용하여 스킨칼라 영역에서 

실제 얼굴이 있는지를 검증 한다. 새로 검출된 얼굴과 이전에 추적되는 얼굴 사이의 동일성은 

Eigenspace 상에서의 Euclidian distance 를 사용하여 검증한다. 2 족 보행 로봇이 얼굴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검출된 얼굴 영역이 카메라 스크린 중심 영역에 계속 유지되도록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

해 간다. 제안된 시스템은 움직임이 많고, 조명 변화나 배경의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도, 얼굴을 잘 

검출하고 추적 하였으며, 다른 2 족 보행 시스템이나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스처 인식 

시스템으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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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검출과 얼굴 추적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두 연속 프

레임의 차영상과 스킨칼라 정보를 사용하여 얼굴 후보들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 후보가 실제 얼굴인지 PCA 를 사용

하여 검증한다. 그 이후에, 검출된 얼굴이 이전에 추적되던 

얼굴과 동일한지를 eigen-technigue 를 사용하여 검증한다. 

 

 
 

             그림 1.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 
 

2. 얼굴 검출 

 
이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에서 사용된 얼굴 검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우리는 얼굴 검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해 잘 알려져 있는 스킨칼라모델[3]과 PCA[4,5]기술을 함께 

사용하였다. 

 

2.1 스킨 칼라 분류 

 
스킨칼라로 얼굴 같은 픽셀들을 분류하는 것은 얼굴을 검

출하고 추적하는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비디오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RGB 표현에서는 칼라 뿐만아니

라 밝기 값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칼라 공간은 스킨칼라

로 얼굴 같은 픽셀들을 분류하기 위한 좋은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밝기는 칼라 성분을 빛의 밝기에 의해 나눔으로써 

제거할 수 있고, 사람 얼굴의 칼라 분포는 chromatic 칼라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 군집하게 된다 [6]. 

얼굴 조각으로부터 획득된 스킨 칼라 픽셀들의 chromatic 
r 과 chromatic g 값들은 CrCg 공간상에서 타원 모양으로 

군집을 이룬다. 그림 2(a)는 샘플 얼굴 조각들이고, (b)는 

실험에서 사용한 MPC-C30 CCD 카메라의 스킨 칼라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스킨칼라 픽셀 덩어리의 영역은 간단한 멤

버쉽 함수인 한쌍의 2 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7]. 그러

나 이 실험에서 스킨 칼라 픽셀 덩어리들의 형태는 타원과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었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타원의 

방정식으로 멤버쉽 함수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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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382xC = , 0.326yC = , a = 0.063, b = 0.026, 

0.261θ = (라디안)은 CrCg 공간에서 스킨칼라 픽셀 덩어

리로부터 계산하였다. 

 
  

 

 

 

 

 

 

 

         (a)                        (b) 

그림 2.  (a) 샘플 얼굴 조각들 
(b) CrCg 공간에서의 MPC-C30 카메라의 스킨칼라 위치 
 

2.2 모션 검출 

 
스킨칼라는 얼굴 검출에 많이 사용되는 특징이지만, 스킨 

칼라가 사람의 얼굴 영역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 영역에서도 

나타날 경우에는 스킨칼라 만으로 안정되게 얼굴을 검출하

기가 어렵다. 이런 결점은 모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효

과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 스킨칼라를 분류 

한 후 단지 그 영역에서만 모션이 있는지를 고려하는 방법

이다. 결과 적으로 스킨칼라모델과 모션정보가 결합되어 얼

굴영역과 배경영역으로 나뉘어진 2 진영상을 획득 할수 있다. 

이 2 진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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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t(x,y)와 It-1(x,y) 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픽셀들의 밝기이다. St 는 현재 프레임의 스킨칼라 픽셀 들

의 집합이다. 그리고 θt 는 적응 문턱 기술을 사용하여 계산

된 문턱 값이다 [8]. 후 처리로 Mt 이미지를 모폴로지 연

산과 연결 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간단화 시킨다. 

 

2.3 PCA 를 사용한 얼굴 검증 

 
연속적인 영상에서 관심 얼굴 영역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왜냐하면 연속되는 영상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들

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움직이는 물체가 얼굴 인

지 아닌지의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굴 검증 

문제를 위해 eigenspace 에서 각 영역의 웨이트 벡터를 사

용한다. N 크기의 이미지는 N 차원의 이미지 공간에서 한 점
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때 각각의 차원은 한 픽셀에 대응

된다. 게다가 우리는 특징공간에서 차원을 감소하기 위해 N

차원 얼굴 후보 이미지를 저차원 특징 공간(eigenspapce 또

는 얼굴 공간이라고도 함)으로 투영시켰다 [4,5]. 

Eigenspace 를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M 개의 학습 

이미지는 얼굴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MIIII ,...,,, 321 로 표현

하고, 이들 입력 이미지의 평균 이미지는 ./1
1∑=

=
M

i iIMA  

로 구한다. 각 학습이미지와 평균 이미지와의 차이 벡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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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i −=Φ 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벡터 집합 

]...[Y 21 MΦΦΦ= 를 구한다. 얼굴 이미지들의 분포를 최적으

로 묘사하기 위한 M 개의 직교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분

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되어진다. 
T

M

i

T
iiM

C YY1
1
∑
=

=ΦΦ=   
(4)

 
C 는 N × N 차수 행렬이다. N × N 차수 행렬에서 

eigenvectors 와 eigenvalues 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

러므로, 계산상의 편리함을 위해 C 의 eigenvectors 를 찾

는 대신에 [YTY]의 eigenvectors vk 와 eigenvalues λk 를 

계산한다. 계산되어진 vk 와 λk 를 이용하여 베이시스 집합 

uk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k

k
k

vYu
λ
×

=  
 
(5)

 
λk 의 값에 따라 의미 있는 'M 개의 eigenvector 가 선택되

어지고, 이를 이용해 학습 얼굴 이미지의 특징 벡타 

],...,,[ 21 Mi wwwW ′= 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i
T
kk uw Φ= ,   k = 1, … , M. (6)

 

후보 얼굴 영역이 실제 얼굴 이미지 인지 아닌지를  검증

하기 위해 후보 얼굴 영역을 학습된 eigenspace 에 투영시

킨다. 투영된 영역들은 얼굴 덩어리 중심과 얼굴이 아닌 덩

어리 중심과의 최소 거리를 사용하여 얼굴 인지 검증 되어

진다(7). 

 

||),||||,min(|| nonface
candidate

kface
candidate

k WWWW −−  (7)

 

여기서 candidate
kW 는 학습된 eigenspace 에서 K 번째의 후보 

얼굴 영역이고, 
faceW 와 

nonfaceW 들은 얼굴 덩어리와 얼굴덩

어리가 아닌 곳의 중심 좌표이며,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Euclidean distance 방법이 사용되었다. 

 

3. 얼굴 추적 

 
새롭게 검출된 얼굴들중에서, 다음 이미지 시퀀스에서 추

적할 얼굴은 eigenspace 에서 거리 측정 방법에 의해 결정

된다. 얼굴을 추적하기 위해, 추적된 얼굴 특징 벡터들과 

새롭게 검출된 얼굴 k 의 특징 벡터 사이의 Euclidian 

distance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minarg KkWWobj kold
k

=−=  (8)

 
얼굴 영역이 결정된 후에 검출된 얼굴 영역의 중심과 카

메라 스크린 중심과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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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acet(x,y)는 t 시간에 검출된 얼굴 영역의 중심이

고 Screen(height/2, width/2) 는 screen 의 중심이다. 얼굴 크

기와 얼굴이 있는 방향 그리고 거리 벡터를 사용하여 카메

라의 상하, 좌우 움직임을 제어한다. 카메라의 제어는 로봇

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검출된 얼굴 영역이 화면의 중심 영

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리 정의된 로

봇의 액션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왼쪽으로 움직이기”, “오른쪽으로 방향 틀

기”, “왼쪽으로 방향틀기”를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였다.  

 

4. 실험 결과 

실험은 잡음과 조명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연구실 환경에

서 하였다. 그림 3 은 제안된 시스템의 셋업과 인터페이스 

구조를 보여준다. 

 
 

 

(a) (b) 

그림 3.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 (a) 셋업 (b)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얼굴 추적을 위해 로봇을 제어 한다. 제어된 결

과들은 로봇의 액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용된 로봇 KHR-1

은 장착된 서보 컨트롤 보드인 RCB-1 에 의해 다양한 각도

로 움직일 수 있다. RCB-1 은 그림 4(b)에서 보여진 

HeartToHeart1.0 소프트웨어에 의해 조정 되어진다. 우리는 

로봇을 조정하기 위해 HeartToHeart1.0 을 사용하였다. 먼

저, 우리는 HeartToHeart1.0 의 모션 생성기를 사용하여 로

봇의 액션을 만들고, 그 이후에 모션 제어기를 사용하여 각

각의 액션에 번호를 할당하고 액션을 RCB-1 에 저장 하였다. 

이렇게 하여, 로봇 제어기는 액션 번호가 주어지면 로봇을 

제어 하게 된다.  

 

  
(a) (b) 

 
그림 4. 로봇 제어기: (a) 컨트롤 보드: RCB-1 (b) 사용자그

래픽 인터페이스(GUI): HeartToHeart1.0 
 

  이 실험에서, 사용자는 복잡한 배경이 있는 환경에서 로

봇 앞에 서있게 되고, KHR-1 의 머리 부분에 장착된 카메라

로부터 이미지를 얻게 된다. 

 성능 평가를 위해, 제안된 시스템은 7 명의 서로 다른 사

용자에 의해 테스트 되었고, 학습 이미지는 15 명의 각각 

다른 각도에서의 얼굴이미지 16 장씩과, 팔과 손등 얼굴이 

아닌 이미지 50 장이 사용되었다. 그림 5 에서는 eigen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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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사용된 얼굴 학습 이미지 중에서 일부를 보였다. 

 
 

그림 5. eigenspace 구성에 사용된 학습 이미지의 샘플 

실험을 분석해본 결과, 평균 얼굴 검증률이 83.1%로 나타

났다. 표 1 에서는 얼굴을 얼굴로 검증한 비율과, 얼굴이 

아닌것을 얼굴이 아닌것으로 검증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Face verification rate

Numberof correctlyverified faces =
Numberof imagesverifiedas true face

 
 

(10)

 

 

 
표 1. 얼굴 검증률 

 

사용자들 얼굴 얼굴 아님 합계 
사용자 1 81.9 % 78.3 % 80.1 % 
사용자 2 85.3 % 77.5 % 81.4 % 
사용자 3 86.2 % 83.2 % 84.7 % 
사용자 4 83.6 % 82.2 % 82.9 % 
사용자 5 86.3 % 83.6 % 84.9 % 
사용자 6 85.1 % 81.5 % 83.3 % 
사용자 7 84.3 % 84.6 % 84.4 % 
합계 84.6 % 81.5 % 83.1 % 

 

그림 6 은 제안된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준다. (a)는 얼굴 

추적의 결과들이고, (b)는 얼굴이 검출된 시점들이다. 맨 

윗줄은 입력 이미지들이고 중간 줄은 입력 이미지들의 스킨 

칼라 영역들이고, 맨 아랫줄은 추적되는 얼굴 영역이다.  

 

t305t1 t35 t70 t105 t140 t175 t210 t245 t270 t350

t41 t105

(a)

t261 t370

(b)

t197

 

그림 6. 제안된 시스템의 결과 (a) 얼굴 추적 결과 (b) 얼굴

검출 시점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2 족 보행 로봇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및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얼굴 검출과 얼굴 추적이라는 주요 두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입력 비디오 영상에 대해, 칼라와 

모션 정보 그리고 PCA 를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검출하였다. 

검출된 얼굴 영역이 카메라의 중심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2 족 보행 로봇을 조정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잡음이 있

는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제안된 시스템은 인간과 로봇의 상호 작용을 위한 제

스처 인식 시스템이나, 다른 2 족 보행 로봇 시스템 등에도 

확장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다른 큰 2 족 보행 

로봇 환경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적용하고 좀더 많은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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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ace verification rate
Numberof correctlyverified non_faces =
Numberof imagesverifiedasnon_fac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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