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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TV makes the life more convenient for the 

viewers and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echnolog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face tracking system 
for efficient face recognition in intelligent digital TV. To 
recognize the face, face detection should be performed earlier. 
We use the motion information to track the face. Continuous 
face tracking is possible by using continuous detected face 
region and motion information. Thus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recognition module in the whole system can 
be reduced.  

 
I. 서론 

지난 몇 년 동안 지능화된 가전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다. 그 결과 많은 가전제품들이 지능을 가진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TV 에서의 지능화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앞으로의 TV 는 각각의 시청자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1]. 

따라서 시청자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TV 에서의 사람 인식 기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수 많은 인식 방법 중에서 얼굴 인식은 사용자가 

카메라만 응시하면 되고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방법들은 얼굴탐지와 

얼굴인식을 병행하여 매 프레임마다 연산을 수행하게 

되지만 얼굴 추적방법을 이용하면 한번만 인식연산을 

수행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얼굴 추적기법은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TV 에서 효율적으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TV 환경에서의 얼굴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론  

얼굴추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얼굴 탐지

이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탐지를 위해 Adaboost 알고리

즘을 이용한다[2]. 하지만 Adaboost 알고리즘은 측면 얼

굴을 탐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색상 정보를 이용한 얼굴 탐지 방법을 이용한다. 색상

정보를 이용할 경우 모양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림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

속의 연산이 가능하다[3]. 얼굴 추적을 위해서 Block 

Matching Algorithm (BMA)을 통해 얻은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이전영상에서 탐지된 얼굴 영역부분과 현재 

영상의 비교를 통해 얼굴의 움직임을 알아낸다[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추적방법은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t 일 때 해당 프레임에서 얼굴을 탐지

하게 된다. 이때 탐지된 얼굴영역의 중심점이 결정된다. 

시간이 t+1 일 때의 프레임에서는 이전 시간에서 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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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중앙지점에서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예측된 

지점 P(t+1)을 중심으로 임의의 거리를 가지는 영역을 

탐색범위로 정한 다음 그 영역 안에서 얼굴을 탐지한다. 

탐색범위 안에서 얼굴이 탐지된다면 다음 프레임에서 

인식모듈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굴 영역의 위치와 움직임 예측

된 지점의 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계

산한다.  

 
그림 1. 추적절차 

 

색상 정보를 이용한 얼굴 탐지는 t+1일 때의 프레임

에서 Adaboost 알고리즘이 얼굴을 탐지하지 못했을 경

우이며, 연속적인 얼굴 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된다. 

색상 정보를 이용한 얼굴 탐지는 이전영상의 얼굴영역 

에서의 얼굴 색상정보를 이용해 현재 영상에서 일정 범

위의 탐색영역을 지정한 후, 비슷한 색상을 찾아낸다. 

그림 2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진화 및 그림 2의 

(c)와 같이 열림연산을 이용하여 얼굴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탐지된 얼굴의 위치와 움

직임 정보를 이용한 추측한 얼굴 위치가 임의의 거리 

안에 존재하게 되면 얼굴 추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a) 원 영상      (b)칼라탐지영상   (c)열림연산 

그림2. 색상 정보를 이용한 얼굴 탐지 

 

Ⅲ. 구현   
실험환경은 일반적인 TV 시청환경을 고려하여 사람

과 카메라의 거리를 2.5M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얼굴

의 크기는 50ⅹ50이하로 탐지되었다. 

 
(a) t              (b) t+1              (c) t+2 

 
(d) t               (e) t+1              (f) t+2 

그림 3. 얼굴추적 결과 예 

그림 3의 (a), (b), (c)는 Adaboost 알고리즘으로 탐지된 

얼굴의 추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의 (d), (e), 

(f)는 Adaboost 알고리즘은 찾지 못한 옆 얼굴을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탐지, 추적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

의 (a), (b), (c)는 움직임을 이용하여 예측한 얼굴위치와 

실제 얼굴의 위치의 차가 각각 2, 4, 2이며, 그림 3의 (d), 

(e), (f)는 2, 2, 4이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디지털 TV 에서의 효율적인 

얼굴 인식을 위해 움직임 정보에 의한 얼굴 추적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실험에서는 연속적인 얼굴 추적을 위

해 Adaboost 알고리즘과 색상 정보를 이용한 얼굴 탐지 

방법을 병행하여 구현하였다. 제안된 얼굴 추적 시스템

은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디지털 TV 뿐만 

아니라 스마트 홈을 추구하는 디지털 가전제품에 다양

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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