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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헬리캠이나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같이 제한된 자원으
로 움직이는 임베디드 기기에서는 실시간으로 얼굴을 검
출하고 추적하는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 Institut Ge´ographique National 
Laboratoire MATIS와 캐나다의 오타와(Ottawa)대학에서
는 머리, 입술, 눈썹, 눈꺼풀 등의 얼굴 특징정보를 이용
하여 3차원 얼굴 포즈를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런 방법들은 AAM(Active Appearance Mode)기반으로 
초기 좌표를 중심으로 영상들을 훈련하고 새로운 영상에 
대해 얼굴의 모양 특징들을 기반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이다[1]. 중국 베이징 대학 지능정보기술 연구
실과 미국 스티븐슨 대학 CMS(Center for Maritime 
Systems)에서는 영상 내에서 얼굴 출현 크기와 위치를 
정의하고 얼굴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대
상은 빠른 움직임과, 겹침, 그리고 크기 변화에 강건한 
알고리즘 개발에 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캠
쉬프트(CAMShift)는 작은 움직임과 크기변화에 적합한 
것으로 잘 알려진 알고리즘으로 반복적으로 얼굴영역의 
색상정보로부터 사후 확률분포를 기반으로 중심점에 적
응적으로 윈도우를 씌고 중심 이동하는 방법이다. 윈도
우의 크기를 추적된 영역 내의 모든 확률 값을 기반으로 
갱신한다[2]. 벨기에 Katholieke 대학과 스위스의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캠쉬프트와 유사
한 연구로 확률 기반 파티클 필터(Particle filter)를 연구
하였다[3]. 
  이 논문에서는 얼굴추적에 빠르고 효과적인 색상기반
의 파티클 필터 얼굴추적기법[4,5]을 기반으로 카메라를 

통해 얼굴영상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 영역을 적은 자
원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파티클의 수와 
윈도우즈 크기를 변화하며 파티클 수와 윈도우즈 크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Ⅱ. 제안 방법

1. 파티클 필터기반 얼굴 추적

  파티클 필터 기반 얼굴 추적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얼굴 영역 검출, 파티클 생성, 전이 모형 
설정과 각 프레임에 대해 반복적으로 파티클 그리기, 
MRF기반 가중치 설정, 정규화, 리샘플링을 반복하며 추
적하게 된다.

▶▶ 그림 1. 파티클 필터기반 얼굴추적 알고리즘

파티클 필터 기반 얼굴추적을 위한 효율적 파티클 수과 윈도우즈 
크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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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헬리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얼굴영상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 영역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최근 많은 연구

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색상기반의 파티클 필터를 사용하는 얼굴추적기법은 빠르고 효과적이나 사용되는 파티클의 수와 윈도

우즈의 크기 간의 상간관계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색상기반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얼굴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티클의 수와 윈도우즈의 크기간의 상관관계를 1집단부터 5집단에 대해 윈도우즈의 크기와 파티클의 수를 변화하며 인식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파티클의 수는 10부터 120개, 윈도우즈 크기는 20픽셀부터 200픽셀에 대해 실험한 결과 실험의 파티클

의 수와 윈도우즈 크기는 인식률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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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굴 추적 인식률 변화 실험결과

  다음 그림 2는 파티클 수의 변화에 따른 얼굴 추적 인
식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윈도우즈의 크기를 150픽
셀로 고정한 상태에서 파티클의 수를 10개부터 120개까
지 변화하였고, 1부터 5집단에 대해 각 얼굴 추적 인식률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파티클 수가 10개일 때는 84.7%, 90.1%, 89.3%, 
83.3%, 91.3%이며 평균 87.79%이다. 파티클 수가 20개
일 때는 86.5%, 90.6%, 91.1%, 84.6%, 92.1%이며 평균 
88.99%이다. 파티클 수가 30개 일 때는 86.5%, 90.8%, 
91.2%, 85.5%, 92.3%로 평균 89.11%를 나타냈으며, 파
티클 수가 40개 일 때는 87.2%, 90.8%, 91.7%, 84.4%, 
92.7%로 평균 89.42%를 나타냈고, 파티클 수가 50개 일 
때는 평균 89.38%, 파티클 수가 60개 일 때는 평균 
89.48%, 파티클 수가 70개 일 때는 평균 89.5%, 파티클 
수가 80개 일 때는 89.48%, 파티클 수가 90개 일 때는 
89.39%, 파티클 수가 100개 일 때는 89.57%, 파티클 수
가 110개 일 때는 89.56%, 파티클 수가 120개 일 때는 
평균 89.56%를 나타냈다. 파티클 수에 따라 약간의 인식
률의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수치로 나타나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 파티클 수의 변화에 따른 얼굴추적 인식률의 변화

  다음 그림 3은 윈도우즈 크기 변화에 따른 얼굴 추적 
인식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파티클 수를 80개로 고
정한 상태에서 윈도우즈의 크기를 20개부터 200픽셀까지 
변화하였고, 1부터 5집단에 대해 각 얼굴 추적 인식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윈도우즈 크기가 20픽셀 일 때는 87.4%, 90.7%, 
92.5%, 84.7%, 92.9%이며 평균 89.69%이다. 윈도우즈 
크기가 40픽셀 일 때는 87.1%, 90.8%, 92.3%, 84.5%, 
92.9%이며 평균 89.55%이다. 윈도우즈 크기가 60픽셀 
일 때는 87.2%, 90.8%, 92.2%, 84.4%, 92.9%로 평균 
89.55%를 나타냈으며, 윈도우즈 크기가 80픽셀 일 때는 
87.3%, 90.8%, 91.9%, 84.5%, 93.7%로 평균 89.55%를 
나타냈고, 윈도우즈 크기가 100픽셀 일 때는 평균 
89.51%, 윈도우즈 크기가 120 픽셀일 때는 평균 89.55%, 
윈도우즈 크기가 140픽셀 일 때는 평균 89.5%, 윈도우즈 
크기가 160 픽셀 일 때는 89.38%, 윈도우즈 크기가 180
픽셀 일 때는 89.42%, 윈도우즈 크기가 200픽셀 일 때는 
89.32%를 나타냈다. 파티클 수에 따라 약간의 인식률의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 윈도우즈 크기변화에 따른 얼굴추적 인식률의 변화

Ⅲ. 결론

  헬리캠이나 스마트 폰의 카메라 등에서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파티클 필터 기반 얼굴추적을 
위해 파티클 수와 윈도우즈 크기 변화를 통한 얼굴 추적 
인식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파티클의 수는 10개부터 
120개까지, 윈도우즈 사이즈는 20픽셀에서 200픽셀까지 
의미 있는 인식률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파티클의 수와 
윈도우즈 크기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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