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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ˇˇ실시간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검출은 얼굴 인식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입력되는 영상에서 피부 색상과 Haar-like feature를 이용한 얼굴 검출 및 추적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컬러 색 공간에서 피부색상과 특징점을 가지고 얼굴 영역 및 추적하였다. 실험 결과 실시간 영상에 대해 

조명 변화 및 가림 현상에서 강건한 추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Face detection and recognition in real-time video constitutes one of the recent topics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In this paper, we propose face detection and tracking algorithm using 
the skin color and haar-like feature in real-time video sequence. The proposed algorithm further 
includes color space to enhance the result using haar-like feature and skin color. Experiment 
results reveal the real-time video processing speed and improvement in the rate of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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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공유 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테러사건, 화상회의 등 생체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안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생체정보는 

타인에 의 쉽게 복제 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특징이다. 

이러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을 인식하는 기술에는 

지문, 서명검증, 음성, 얼굴 인식 등이 있다[1]. 특히 

인간의 시각이 아닌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실시간 

영상에서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는 것은 로봇, 

군사, 의료, 보안 및 감시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적 요소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2].

얼굴 검출은 얼굴인식 및 추석을 위한 전 단계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게 되면서 얼굴의 

추출과 방법은 컬러, 모양, 통계, 움직임, 그리고 특징점 

정보 등을 이용한다. 기존의 얼굴 검출을 위한 방법은 크게 

이미지 기반의 방법과 특징 기반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특징 기반 방법은 저-레벨 분석, 특징 분석, 능동 형태 

모델이 있고, 이미지 기반의 방법으로는 선형 부분 방법,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분 될 수 

있다[3]. 실시간 영상에서의 얼굴 검출은 빠른 연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징 기반의 

방법인 컬러정보와 얼굴 형태의 정보를 이용한 방법들이 

제시 되어왔다[4]. 컬러 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구현이 쉽고 

계산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력된 영상이 유사한 컬러 

성분으로 존재 할 경우 검출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얼굴 형태 정보 방법에서는 조명 변화에 

강건하지만 유사한 형태를 갖는 객체에 대해서는 오류를 

쉽게 범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영상에서 얼굴 검출 및 추적 방법

을 제안하였다. 얼굴 검출은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영

역을 검출하고 Haar-like feature를 이용하여 특징기반으로 

얼굴을 검출하였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다중 얼굴 검출과 

유사한 색상 정보를 갖는 부분 그리고 조명변화에 대해서도 

강건한 얼굴 검출 및 추적이 가능하다.[1]

2. 기존의 얼굴 검출 기술 

얼굴 검출 기술들은 얼굴의 위치나 방향, 표정, 또는 조명 

변화 등에 많은 변이성 (variability)을 내포하여 얼굴 검출

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얼

굴 검출 할 수 있는 알고리듬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얼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한 방법이 있다. 이는 눈, 코, 입 그리고 같은 얼굴만이 가

지는 고유 특징들의 존재 여부와 구성관계 등으로 판단한다

[4]. 다른 특성을 고려한 방법으로는 얼굴 전체 형상 

(Template feature)에 기반으로 전체적인 특성을 이용한다.  

즉 미리 정의해 놓은 몇 가지 표준패턴을 이용하거나 유사

한 패턴을 영상 내에서 찾는 방법[5]이다.

특징기반 방법에서는 피부색 정보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컬러 공간의 밝기와 색상 공간을 분리하여 조명 

변화에 따라 얼굴 명암도, 위치, 크기, 그리고 복잡한 배경 

등에 상대적으로 강한 장점을 갖는다[6]. 본 논문에서는 입

력된 영상으로부터 얼굴 색이 존재하는 영역을 검출하고 특

징점들을 이용하여 검출 및 추적한다.

3. 제안된 얼굴 검출 및 추적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 및 추적을 위해 Mean Shift 알

고리듬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Mean shift는 움직이는 객

체영역과 후보영역의 두 색상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검출 

및 추적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Region of Interest (ROI)

가 추적대상에 수렴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상, 거리정보와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 검출 

및 추적하였다. 또한 얼굴 영역 추출 단계에서 Haar-like 

feature을 사용하여 특징 값을 추출하였다. 

Haar-like-feature를 통해 얼굴 영역에 대하여 추출되는 

값은 Haar-like feature의 사각형에 포함되는 픽셀의 합과 

사각형내의 검은 색의 영역에 포함되는 픽셀의 값의 합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1은 얼굴 영역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 Haar-like feature이다.

(a) Edge feature

(b) Lin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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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enter-surround feature

그림 1. Haar-Like Feature

움직이는 객체의 색상 히스토그램 생성은 배경을 제거 한 

움직임만의 색상을 얻기 위해서 HSV 색상공간을 사용한다. 

V채널을 이용하여 영상의 밝기를 파악한 후 threshold value

를 설정하였다. H, V채널에서 움직이는 객체영역을 추출하

고 추출된 영역의 색상정보로 움직이는 객체 색상 히스토그

램을 생성한다. 움직이는 객체에서 추적하는 영역의 두 색상 

히스토그램의 관계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추적하게 

된다. 








∥  ∥



 



∥  ∥


(1)

이때, 는 객체 추적 대상의 다음 위치, 는 픽셀 수, 

는 현재 객체 위치, 는 색상 가중치이다. 그리고 는 

커널의 프로파일로 [9]의 방법으로 고정된 상수 값이다. 또

한 움직이는 객체 거리 가중치 를 식(1)에 곱하여 움직이

는 객체 픽셀 가중치를 높이고 유사한 색상에서도 강건하게 

검출 및 추적하였다.




 






 




 (2)

식 (2)의 거리 가중치인 는 식 (3)에 의해 결정되고, 

는 labeling된 결과에서의 픽셀 수를 나타낸다.

    
(3)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은 고정된 카메라에서 조명 변화를 포함

하고 있고 실내 환경에서 실험 하였다. 실시간 얼굴 검출 및 

추적을 목적으로 하기 대문에 다양한 형태 변화, 색상 분포

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구현은 VC 

6.0++를 이용하여 펜티엄4 2.4GHz 및 1MB의 메모리를 가

진 컴퓨터 환경에서 일반 보급형 웹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영상 크기는 320 * 240이고 초당 사용한 영상은 30ftp이다. 

그림 2는 객체 움직임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

험을 하였다. 조명 변화를 포함하여 피부색상 정보가 조명 

변화에 민감한지를 살펴보았다. 

 

(a)                         (b)

 

(c)                        (d)

 

(e)                       (f)

그림 2. 객체 움직임 변화가 적은 경우에서의 결과 (a) frame 

2nd, (b) frame 4th, (c) frame 7th, (d) frame 9th, (e) frame 17th, 

(f) frame 19th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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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              (l)

그림 3. 움직임 변화와 가림 현상에서의 얼굴 검출 및 추적 결

과. (a) frame 150th, (b) frame 151st, (c) frame 152nd, (d) frame 

205th, (e) frame 208th, (f) frame 209th, (g) frame 210th, (h) 

frame 425th, (i) frame 426th, (j) frame 427th, (k) frame 430th, 

(l) frame 436th

그림 3은 움직임 변화를 크게 하고 얼굴 검출 및 추적 실

험하였다. 그리고 가림 현상이 있을 경우 모두에 대하여 얼

굴 검출 및 추적을 살펴보았다. 이때 가림 현상의 경우에는 

조명 변화를 없애고 움직임 변화가 큰 경우에만 조명 변화

를 주었다. 그 결과 좌-우로 큰 움직임을 하여도 얼굴 검출 

및 추적에 강건하였고, 가림 현상에서는 얼굴 전체를 가리지 

않을 경우, 40% ~ 0%의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검출 및 

추적이 가능하였다. 그 외의 범위에서 가림 현상이 생길 경

우 이전의 모션 방향이나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예측 할 경

우에 좀 더 낳은 결과를 갖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피부색상과 특징점을 이용하여 얼굴 검출 및 

추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유사한 색상 분포를 

갖는 영상에서도 강건하게 검출 및 추적되었다. 또한 조명 

변화에 민감한 색상 분포와 얼굴 형태에 변화에서도 강건하

였다. 향후 과제로서 다중 얼굴 추적 및 예측 알고리듬을 추

가로 설정하여 추적률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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