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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s a real-time face tracking system using effective detector and Kalman filter. In the proposed 

system, an image is separated into a background and an object using a real-time updated face color for effective 

face detection. The face features are extracted using the five types of simple Haar-like features. The extracted features 

are reinterpret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interpreted principal components are used for Support 

Vector Machine (SVM) that classifies the faces and non-faces. The moving face is traced with Kalman filter, which 

uses the static information of the detected faces and the dynamic information of changes between previous and current 

frames. The proposed system sets up an initial skin color and updates a region of a skin color through a moving 

skin color in a real time. It is possible to remove a background which has a similar color with a skin through updating 

a skin color in a real time. Also, as reducing a potential-face region using a skin color, the performance is increased 

up to 50% when comparing to the case of extracting features from a who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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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컴퓨터 비 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

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얼굴 검출은 얼

굴인식, 행동인식기술의 처리 과정으로 활발하

게 연구되고 있다.

컴퓨터 비 을 이용한 얼굴 검출 시스템은 실생

활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사용

자가 카메라만 응시하는 것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신체  을 요구하지 않고 거부감이 어서 가

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얼굴을 검출할 수 있다. 

인간의 얼굴에 한 정보는 일반 사물처럼 고정

된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 인종, 나이, 성별, 헤어

스타일, 조명, 카메라의 기계 인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얼굴검출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얼굴 역 검출 기법은 크게 얼굴의 지역  특

성(Local Feature)에 근거한 방법[1]과 얼굴의 

체 형상(Template based)에 기반을 둔 방법[2]으

로 나  수 있다.

지역  특성에 근거한 방법은 이나 코, 입 등 

얼굴이 지니는 고유 특징들의 유무와 치의 상  

계에 기반하여 얼굴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상 내에 한 사람만 존재하고 , 코, 입이 뚜렷한 

상에서는 높은 인식률을 나타낸다. 하지만 주어

진 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크기의 얼굴을 찾

기 해 멀티 스 일의 검색 도우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에서 쉬 트하면서 스캔 과정을 수행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 

얼굴의 체 형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형태정보

를 이용한 방법[2]과 색상정보를 이용한 방법[3]

으로 나  수 있다. 형태 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얼굴 상을 학습 시켜 표 인 형 을 만들고 입

력 상에 하여 탐색 도우나 분류기를 용한 

다음, 상을 형 과 비교하여 얼굴 역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얼굴의 일부가 다른 얼굴이

나 그림자 등에 가려져 있거나 얼굴이 기울어 질 

경우 효과 으로 처할 수 없다는 단 을 갖는다.

색상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미리 학습된 상으

로 스킨칼라 모델을 만들고, 스킨칼라를 이용해서 

상에서 얼굴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칼라정보는 

값의 범 가 정규화되고 계산량이 어 처리 시간

이 빠르면서 정확한 얼굴을 검출 할 수 있다. 그

러나 칼라 정보는 빛의 강도와 방향에 매우 민감

하고, 얼굴색과 비슷한 배경색이 있을 경우, 제

로 검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연속 으로 입력되는 상에서 효과 인 검출기

와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강인하게 실시간으로 얼

굴을 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

는 처리 과정으로 미리 학습된 피부색 정보를 

이용해서 배경과 사람을 분리한다. 피부색을 용

하는 과정에서 피부색을 움직이는 피부색으로 한

정함으로써 피부색과 유사한 배경을 제거할 수 있

다. 그리고 얼굴 검출기에서 검출할 역을 피부

색 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데이터 양에 향을 받지 않

는 PCA[4]와 SVM[5]을 이용해서 효과 인 얼굴 

검출기를 구성한다. 이 검출기는 소량의 학습 데

이터를 사용하므로 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노력과 

시간을 일 수 있다. 검출기를 통해 획득된 정

정보와 이  임과 재 임 간의 변화량을 

이용한 동 정보를 칼만 필터에 용하여 얼굴을 

추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추출된 Haar-like 특징 값

을 PCA를 통해 얼굴과 배경에 한 설명 비율이 

높은 특징 값으로 정규화하고 이진분류에 높은 성

능을 가진 SVM을 이용하여 검출률을 높인다. 얼

굴 검출기와 최  측을 수행하는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임으로써 안정

화시켜 추 률을 높인다.

2. 얼굴 추  시스템의 체 구성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상 분류기의 구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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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얼굴 추  시스템의 체 구성

분류기 구성 단계에서는 PCA와 SVM을 이용

해서 효과 인 얼굴 검출기를 구성한다. PCA와 

Haar-like 특징 값을 이용해서 얼굴 역과 배경

역을 분리할 수 있는 유용한 특징 값을 추출한

다. 이 특징 값들을 SVM의 학습패턴으로 사용해

서 분류기를 구성하고 분류한다.

응  피부색 검출단계에서는 실시간으로 업

데이트되는 피부색 정보를 이용해서 체 상에

서 얼굴 역을 추출하며, 최종 으로 검출된 얼

굴정보를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추 하게 된다. 

3. 응  피부색 검출

3.1 피부색 학습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상 100개

에서 손과 얼굴 부분만 발췌하여 학습데이터로 사

용하 다. [그림 2]는 본 논문에 사용된 학습 데이

터를 나타낸다. 

[그림 2] 피부색 학습 상

3.2 피부색 후보 역 추출

이번 단계에서는 학습된 피부색을 이용해서 

상에서 피부색 후보 역을 추출한다. 먼  재 

임의 상과 이  임의 상을 비교해서 

움직이는 피부색 역을 추출한다. 재 임의 

피부색 역이 다음 임에서 움직임이 없을 경

우 배경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수식 (1)을 이용

해서 피부색 역을 재구성 한다.

 ⋅ × (1)

∙  다음 임에서의 피부색 역 

∙  재 임에서 추출된 피부색 역 

∙  움직이는 피부색 역 

∙  재 임과 다음 임을 합칠 때 사

용하는 가 치(0.05)

 

본 논문에서는 값을 실험 으로 가장 좋은 결

과를 보여주는 0.05를 사용하 다. 다음으로 업데

이트된 피부색을 이용해서 피부색 역과 배경 

역을 분리한다. 분리된 상에서 축소, 팽창 연산

을 이용해서 잡음 픽셀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24× 

24 도우를 12pixel씩 이동하면서 특정 크기 이

하의 피부색 후보 역은 잡음으로 간주해서 얼굴 

후보 역에서 제외한 후, 인 한 도우를 서로 

합쳐서 얼굴 후보 역으로 최종 결정한다. 이 단

계를 거침으로써 체 상에서 피부색 역만 얼

굴 후보 역으로 추출하게 된다. 

    (a)       (b)      (c)       (d)

[그림 3] 얼굴 후보 역 결정 과정 .

[그림 3]의 (a)는 원본 상이며, (b)는 미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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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된 피부색에 의한 얼굴 후보 역으로 결정된 

상이다. (c)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피부색에 의

해 배경 역이 제거된 상이다. 좌측상단의 도

우를 제시하기 하여 약간 확 하 다. (d)는 잡

음 역이 제거되고 최종 으로 얼굴후보 역이 

결정된 상이다. 

4. 얼굴 검출기 구성

연속 으로 입력되는 상에서 얼굴 추 의 정

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높은 검출 성능을 보장하

는 검출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검출

률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과 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검출기를 사용하 다. 먼  얼굴 상에서 Haar- 

like 특징을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출된 

Haar-like 특징값을 PCA를 이용하여 얼굴과 얼

굴이 아닌 역들을 잘 별하는 특징들을 선별한

다. PCA를 통해 선별된 특징들은 SVM 분류기

의 특징 벡터로 사용한다. 최종 으로 SVM 분류

기는 학습된 패턴을 이용하여 얼굴과 얼굴이 아닌 

부분을 분류한다.

4.1 특징 추출  분류기 학습

본 논문에서는 얼굴 특징을 추출하기 해 [그

림 4]와 같은 다섯 종류의 심 한 Haar-like 특징

값[6]을 이용하 다. 이 Haar-like 특징값은 각 

역들 간의 평균에 한 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픽셀 기반의 특징보다 연산이 간단하고 효율 이

다. 그러나 이 특징들은 매우 많은 양의 학습 데

이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CA

를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  유용한 데이터만 추

출해서 사용하 다.

[그림 4] 논문에 사용된 Haar-like 특징값

각 5개의 특징들로부터 모든 가능한 특징 값을 

추출하고 PCA를 통해 설명 비율이 90% 이상 되

는 유용한 12 의 주성분을 사용하 다. 12개의 주

성분들을 사용하여 모든 가능한 162,336개의 Haar- 

like 특징 값들 에서 288 차원의 유용한 Haar- 

like 특징을 선별한다. 선별된 288 차원의 특징 값

들은 SVM 분류기의 입력 벡터로 사용되어진다. 

[그림 5]는 PCA를 이용하여 선별된 288차원의 

유용한 특징들을 보여 다.

[그림 5] 선별된 288차원의 유용한 특징들

4.2 분류기 학습

본 논문에서는 학습데이터를 구성하기 해 총 

6977개의 MIT CBCL 학습 Face Data Set[7]  

얼굴 상 1000개와 얼굴이 아닌 상 1000개를 

랜덤하게 선정하고, 각 이미지를 24×24 크기로 
정규화 하 다.

[그림 6] 얼굴 검출기 구성의 체 과정

[그림 6]은 심 한 특징 추출, 특징 분석, 그리

고 분류기 구성에 한 체 과정을 나타낸다. 먼

 PCA를 통해 추출된 Haar-like 특징들로부터 

유용한 특징들을 선별한다. 선별된 288 차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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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특징들을 얼굴 1000개, 비 얼굴 1000개의 

체 학습 상에 용하여 입력 벡터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입력 벡터들은 SVM 분류기

의 학습을 해 사용된다.

5. 칼만 필터를 이용한 얼굴추

얼굴을 검출하고 추 함에 있어 얼굴부분이 사

라지거나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겹침이 발생할 경

우 얼굴을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효과

으로 얼굴을 추 하기 해 칼만 필터(Kalman 

Filter)[8]를 사용한다. 칼만 필터는 이  임

에서 얻은 얼굴 상의 치 정보를 분석해서 

재 임에서의 치를 결정하고, 다음 임을 

한 움직임을 측한다. 

6. 실험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추  시스템은 2.4 

GHz Pentium4-PC, Windows 운 체제 환경에

서 Visual C++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에서 얼굴 검출  

추 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하 다. 실험에 

사용하기 해 인터넷의 Open-Video 웹 사이트

[9]에서 공개된 상,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해

서 수집한 상, TV 방송을 캡쳐한 상, Boston 

University IVC Head Tracking Video Set[10], 

PC-캠으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상 등, 다양한 

상을 수집하 다.

6.1 피부색 후보 역 검출 가 치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피부

색 후보 역을 재구성하기 하여 수식 (1)을 사

용하 다. 수식 (1)에서는 재 임과 다음 

인을 합칠 때 가 치 를 사용한다. 본 에서

는 학습된 피부색과 갱신된 피부색 비율에 따른 

효율  피부색 후보 역을 하여 사용된 가 치 

값의 결정에 해 기술한다.  

[그림 7]은 수식 1의 값에 따른 True positive 

rate와 False negative 비율을 나타낸다. True 

positive는 체 상에서 피부색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  몇 %를 피부색으로 바르게 인식했는

지를 나타낸다. False negative는 배경으로 인식

되어야 할 역이 피부색으로 잘못 인식된 비율을 

나타낸다.

값을 0에 가까이 했을 때 기 피부색상이 갱

신되지 않아서 배경 역에서 피부색으로 잘못 인

식했던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반 로 값을 1에 가까이 

했을 때는 기에 피부색 후보 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역들이 조명등의 외부요소에 의해 피부

색으로 잘못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 값으로 실험 으로 가장 좋

은 결과를 나타내는 0.05를 사용하 다.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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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Negative Detection Rate

Detection
R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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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값에 의한 정인식과 오인식 비율

6.2 다양한 조건에서의 추  실험

[그림 8]은 다양한 조건의 입력 상에서 얼굴

을 검출하고 추 한 결과를 보여 다. (a)는 검출

기 구성시 학습 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얼굴 검

출을 실패한, 기울기 변화가 심한 입력 상의 경

우에도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성공 으로 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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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을 보여 다. (b)는 얼굴 역의 부분 폐색

으로 인해 얼굴을 검출하지 못하더라도 성공 으

로 추 이 가능함을 보여 다.

(a) 얼굴이 심하게 기울여 졌을 경우

(b) 부분 인 폐색이 발생했을 경우

[그림 8] 다양한 입력 상에서의 얼굴추

[그림 9]는 응  스킨칼라를 이용해서 얼굴후

보 역을 미리 지정해주지 않았을 때 얼굴 이외의 

역이 얼굴로 잘못 인식 되는 상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 역을 얼굴 후보 역으

로 한정함으로써 [그림 10]과 같이 얼굴 역을 정

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그림 9] 얼굴이 아닌 역을 얼굴로 잘못 인식한 

[그림 10] 응  피부색을 이용해서 얼굴후보 
역을 미리 정해  뒤에 얼굴 검출에 성
공한 

6.3 비교 실험

본 에서는 본 논문의 방법과 Yao가 제안한 

방법[11]에 해 비교 실험한 결과를 기술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피부색을 이용한 얼

굴 후보 역으로부터의 얼굴을 추출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하여 체 역에서의 얼굴을 

추출하는 방법과 비교 실험한 결과를 기술한다. 

Yao가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포즈의 얼굴에 

한 검출률을 높이기 하여 Viola와 Jones의 기

본 인 Haar-like 특징에 Lienhart[12]의 확장된 

Haar-like 특징을 추가하여 얼굴을 검출하 다. 

검출된 얼굴을 과 입 등으로 세분화하여 변형된 

1차원 얼굴 그래 를 생성하고 얼굴 검출에 실패

할 경우 DP(Dynamic Programming)를 이용하

여 이  임에서 생성된 얼굴 그래 와 재 

임의 얼굴 그래 를 매칭하여 얼굴을 추 하

는 방법이다.

<표 1> 본 논문의 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비교.

기존 방법론[11] 제안하는 방법론

Sequence D.F.
D.R.

(%)
T.F.

T.R.

(%)
D.F.

D.R.

(%)
T.F.

T.R.

(%)

#1 (jam5.avi) 33 83.5 0 100 12 94.0 0 100

#2 (jary.avi) 38 81.0 0 100 40 80.0 8 96.0

#3 (jim2l.avi) 47 76.5 16 92.0 20 90.2 4 98.0

#4 (llrx.avi) 104 48.0 40 80.0 47 76.5 12 94.0

#5 (llm1.avi) 30 85.0 0 100 14 93.0 0 100

#6 (vam7.avi) 76 62.0 24 88.0 35 82.6 3 95.5

#7 (jam9.avi) 84 58.0 12 94.0 37 81.4 5 97.5

#8 (llm1r.avi) 35 82.5 5 97.5 50 72.0 12 94.0

#9 (llm4.avi) 90 55.0 20 90.0 24 87.8 5 97.5

#10 (mll6.avi) 31 84.5 0 100 8 96.0 0 100

Total 689 71.6 117 94.2 287 85.4 49 97.25

주) (D. F. : 검출 실패 상의 수, D. R. : 검출률, T. F. : 

추  실패 상의 수, T. R. : 추 률) 

비교 실험에 사용된 상은 Yao의 논문에서 사

용된 상과 동일하다. 입력 상은 얼굴의 상, 

하, 좌, 우 포즈 변화 는 조명 변화가 빈번히 나

타나는 상이다. 각 상은 320 × 240 크기로 200 

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개의 동 상 총 

2000 임에 해 비교 실험 하 다. 얼굴 검출 

 추  성능의 비교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8)에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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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용하 을 때 Yao의 방

법보다 낮은 추 률을 보인다. #8에서 낮은 추

률을 보이는 이유는 그림자로 인해서 얼굴이 가려

져서 얼굴 후보 역을 제 로 검출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a) #4 상의 검출 결과

(b) #6 상의 검출 결과

[그림 11] #4와 #6 상에서의 추  결과

그러나 일반 인 상, 하, 좌, 우 움직임을 가진 

상(#7, #9)에서는 체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방법이 높은 추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얼굴이 빠르게 이동하는 상(#1, #3)과, 얼굴의 

상하 각도의 변화가 심한 상(#4),  는 입의 

치가 심하게 기울어지는 상(#6)에서는 본 논

문이 제안하는 방법이 우수한 얼굴 추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그림 11]은 상(#4, #6)에 한 지

속 인 얼굴 추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역에 따른 얼굴 검출 비교

체 상에서의 
얼굴 검출

얼굴 후보 역에서의
얼굴 검출

Sequence
D.R.

(%)

T.R.

(%)
F.P.S

D.R.

(%)

T.R.

(%)
F.P.S.

#1 (jam5.avi) 94.0 100 19 94.0 100 23

#2 (jary.avi) 83.6 94.4 18 80.0 96.0 24

#3 (jim2l.avi) 90.2 97.8 20 90.2 98.0 24

#4 (llrx.avi) 75.8 89.6 19 76.5 94.0 25

#5 (llm1.avi) 93.0 100 19 93.0 100 23

#6 (vam7.avi) 82.6 95.5 21 82.6 95.5 22

#7 (jam9.avi) 81.4 97.2 20 81.4 97.5 24

#8 (llm1r.avi) 75.0 93.2 21 72.0 94.0 25

#9 (llm4.avi) 87.8 94.6 20 87.8 97.5 24

#10 (mll6.avi) 96.0 100 19 96.0 100 25

Total 85.9 96.2 19.7 85.4 97.3 23.5

 

주) (D. R. : 검출률, T. R. : 추 률, F. P. S : 당 

임수)

<표 2>는 체 상에서 얼굴을 검출했을 때

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피부색을 용

해서 얼굴 후보 역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보 역

으로만 얼굴을 검출했을 때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부색 역에서

의 얼굴 검출이 체 상에서의 얼굴 검출에 비

해 처리속도, 검출률, 오 검출률이 향상 됨을 볼수 

있다. 특히 처리속도는 피부색 역을 용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평균 20% 이상의 향상을 가져

옴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이 상 체에서 

얼굴을 검출하지 않고 얼굴 후보 역에서만 얼굴

을 검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배경을 

얼굴로 잘못 인식하는 오 검출률의 향상은 배경부

분에서 얼굴로 인식될 수 있는 역을 피부색으로 

걸러주기 때문이다. 

실험결과 피부색과 PCA, SVM을 결합한 검출

기는 평균 으로 85.4%의 검출률(detection rate)

을 보인다. 추  시스템은 높은 검출률을 보장하

는 검출기와 칼만 필터의 측 과정을 통한 최

의 얼굴 치를 제공하여 평균 97.3%의 강인한 

추  성능을 나타낸다. 그리고 처리속도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에 용 가능한 당 23.5 임을 나

타내었다.

7.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조명 변화가 심한 상  배경이 복

잡한 상, 얼굴의 이동  포즈 변화가 심한 

상 등 다양한 조건의 입력 상에서 실시간 얼굴

을 추 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먼  PCA와 SVM을 이용해서 효과 인 얼굴 

검출기를 구성한다. PCA와 Haar-like 특징값을 

이용해서 얼굴 역과 배경 역을 분리할 수 있는 

유용한 특징 값을 추출한다. 이 특징값들을 SVM

의 학습패턴으로 사용해서 분류기를 구성하고 분

류한다.

얼굴 역과 배경 역을 분류할 때 움직이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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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색을 용함으로써 얼굴 피부색과 유사한 배경

역을 제거할 수 있었다. 얼굴 후보 역에서 얼

굴을 검출함으로써 처리속도를 높이고 오 검출률

을 일 수 있었다.

최종 으로 이  임과 재 임의 변화

량을 이용하는 칼만 필터를 사용해서 검출된 얼굴

을 추 하 다. 

칼만 필터의 측 과정을 통해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얼굴을 검출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임에

서 최 의 얼굴 치를 찾고 얼굴을 지속 으로 

추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320 * 240크기의 입력 상에서 97.3%

이상의 추  성공률과 실시간 시스템에 용이 가

능한 당 23 임 이상의 처리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조명이 어둡거나 얼굴을 빠르

게 돌리거나 얼굴의 일정부분이 지속해서 가려질 

경우 제 로 추 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환경에서 강인하

게 얼굴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 방법과 더불어 여

러 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물에 의해 얼굴의 

일정부분이 가려지거나 얼굴을 빠르게 돌리더라

도 지속 으로 얼굴을 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들 의 하나이다.  

참 고 문 헌

[1] Park, T., S. K Park, M. Park, “An effec-

tive method for detecting facial features 

and face in human-robot interaction”, 

Information Sciences, Vol.176, No.2(2006), 

pp.3166-3189.

[2] Brunelli, R. and T. Poggio, “Face recog-

nition : Features versus Templates”, IEEE 

Trans on PAMI, Vol.15, No.4(1993), pp. 

1042-1052.

[3] Hsu, R. L. M. Abdel-Mottaleb, A. K. Jain, 

“Face detection in color images”, IEEE 

Trans on PAMI, Vol.24, No.5(2002), pp. 

696-706.

[4] Johnson, R. A. and D. W. Wichern, “Appli-

ed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Prentice Hall(2002), pp.356-395.

[5] Vapnik, V., “The Nature of Statistical Lea-

rning Theory”, 2nd Edition(2001). Springer.

[6] Viola, P. and M. J. Jones, Robust Real- 

Time Face Detection. International Jour-

nal of Computer Vision, Vol.57, No.2(2004), 

pp.137-154.

[7] MIT “CBCL-Face Database”, http://www. 

ai.mit.edu/projects/cbcl/.

[8] Welch, G. and G., Bishop, “An Introduc-

tion to the Kalman filt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epart-

ment of Computer Science, TR 95-041 

(2004).

[9] Open-Video, http://www.open-video.com. 

[10] Boston University, “IVC Head Tracking 

Video Set”, http://www.cs.bu.edu/groups 

/ivc/.

[11] Yao, Z. and H. Li, “Tracking a Detected 

Face with Dynamic Programming”, Image 

and Vision Computing, Vol.24, No6.(2006), 

pp.573-580.

[12] Lienhart, R. and J., Maydt, “An Extend-

ed Set of Haar-like Features for Rapid 

Object Detection”, IEEE Int’l Conf. on 

Image Processing, Vol.1(2002), pp.900-903.



응  얼굴 검출기와 칼만 필터를 이용한 실시간 얼굴 추  시스템 1   249

 저 자 소 개 

김 종 호 (luckykjh@daum.net)

인제 학교 산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의 학원 산학과에서 산학 

석사를 취득하 다. 지 은 산학과 박사 과정에 있으며, 동 학에서 

외래강사로 재직 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보검색, 패턴인식, 컴퓨터비젼 

이다.

김 상 균 (skkim@cs.inje.ac.kr)

경북 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공학석사 

 박사 학 를 취득하 다. 재는 인제 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

직 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패턴인식, 컴퓨터비젼이다.

신 범 주 (bjshin@pusan.ac.kr)

경북 학교 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공학석

사  박사학 를 취득하 다. LG정보통신(주)  한국토지공사 산실에 

근무한 바 있으며, 한국 자통신연구원 시스템소 트웨어연구실 책임연구

원으로 근무하 다. 양 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양 학

교가 부산 학교에 통합된 후 부산 학교 바이오정보 자 공 교수로 재

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u-health, 메디컬 분야와 연계되는 인 라 

소 트웨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