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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의 모바일 3D 디스플레이를 위해 급격한 조명 변화에도 강인한 시청자 시역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비올라-존스 검출기와 옵티컬-플로우를 선형 결합한 시역 위치 추정 알고리즘[1]은 급격하게 조명이 변하

는 경우 잘못된 시역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러한 급격한 조명의 변화 문제는 모바일 환경에서 흔히 발생

하는 환경조건이다.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3D 디스플레이를 시청하는 경우 디스플레이 조명이 시청자의 얼굴에 비치기 때문에 조명

변화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급격한 조명의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매 프레임마다 정확하게 옵티컬

-플로우 얼굴 검출기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조명의 변화등에

의해 옵티컬-플로우가 잘못된 추적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 기존의 두 알고리즘(비올라-존스 얼굴검출기+옵티컬-플로우 특징점 추적기)
을 선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강인한 얼굴검출 및 추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obust viewpoint estimation algorithm for Moving Parallax Barrier mobile 3D display in  sudden 
illumination changes. We analyze the previous viewpoint estimation algorithm that consists of the Viola-Jones face detector and the 
feature tracking by the Optical-Flow. The sudden changes in illumination decreases the performance of the Optical-flow feature 
track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define a novel performance measure for the Optical-Flow tracker. The overall 
performance can be increased by the selective adoption of the Viola-Jones detector and the Optical-flow tracker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measure.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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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동형 다중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Fig. 1. Moving Parallex Barrier mobile 3D display

Ⅰ. 서 론

최근 3D 영상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3D 디스플레이 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특히 특수한 안경을 착용해야만 하는 안경식 3D 디스플레

이 장치 뿐 아니라 안경이 없이 시청이 가능한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가 게임기, 휴대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중심

으로 보급되고 있다.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단점은 좁은 시야각이다. 3D 디스플레이 장치로부터 정확

히 정면에서 미리 정해진 거리에 시선을 위치해야 정확한

3D 시청이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장치

에서 발산되는 빛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방

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그림 1과 같은 이동형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moving paral-
lax barrier)[2]

이다. 이동형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은 배리어

이동 기술을 통해 입체를 느낄 수 있는 시청영역을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은 시청자가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면 입체감을 느낄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이동형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은 시청자가 이동하는 경우 시선을

추적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시청자의 위치를 감지한 후, 해
당 위치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리어를 이동해주

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시역 위치를 계측하는

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청자의 시역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카

메라를 이용하여 시청자의 얼굴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사

용한다. 영상 센서를 이용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 방법
[3]
이다.  비올라-

존스 얼굴 검출 방법은 사람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빠른 검출 속도와 매우 좋은 검출율을 보이지

만, 주변 조명의 밝기와 빛의 방향에 영향을 크게 받고, 얼
굴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경우 얼굴을 검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즉 정해진 좁은 얼굴 각도에 대해서

만 얼굴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모바일 시청자

의 움직임과 다양한 조명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 비올라-존스 얼굴검출 알고리즘은 연속적인 얼굴

검출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한 장의 입력영상에

서만 얼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얼

굴이 검출되지 않고, 얼굴의 중심도 매 프레임마다 미세하

게 흔들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
[1]
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와 옵티컬-플로우
[4][5]

에 의한 특징점 추적 알고리즘

을 결합한 새로운 시역계측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하지

만 기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급격한 조명의 변화에 옵티

컬-플로우에 의한 특징점 정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역계

측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매우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

음을 다양한 실험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급격한 조명의 변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된 시역

계측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남은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 장에

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시역 계측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급격하게 조명이 변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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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프레임 (b) t+1 프레임

그림 3. 급격한조명변화에서옵티컬-플로우얼굴추적기의문제점(흰색사각창: 옵티컬-플로우에의한얼굴검출결과, 초록색사각창: 비올라-존스에의한얼굴검출
결과, 빨간색 선: 옵티컬-플로우에 의한 얼굴 특징점 추적 결과)
Fig. 3. A problem of the optical-flow tracker in sudden illumination change(white rectangle: optical-flow, green rectangle: Viola-Jones,  red lines: 
face feature points tracked by the optical flow)

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3 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

한 방법을 제시한다. 수정된 검출기의 실행 결과 및 분석을

4 장에서 제시하고, 마지막 5 장에서 결론 및 추후 연구 방

안에 대해서 논한다.

Ⅱ. 기존 시역 계측 알고리즘[1]의 문제점 분석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와 옵티컬-플로우 특징점 추적

기를 활용한 선행연구 시역 계측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순

그림 2. 선행연구[1]에서 개발된 시역 계측 알고리즘
Fig. 2. The viewpoint estimation algorithm of the previous work[1]

서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비올라-존스 검출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옵티컬-플로우 특징점 검출

및 추적기를 함께 활용했다. 다음 표 1은 각각의 알고리즘

의 장단점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를 나타낸다.

얼굴 검출

방법
장 점 단 점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3]

- 초기 입력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검출 할

수 있음

- 얼굴이 약간 기울어지는
경우 얼굴을 검출하지 못함

- 이전에 추출된 얼굴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옵티컬-플로우
특징점 추적

얼굴 검출기

- 얼굴이 기울어져도 얼굴을
검출하고, 추적할 수 있음

- 이전에 추출된 얼굴정보를
사용함

- 조명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얼굴이 가려지는 상황에서

특징점 추적이 잘못되는

경우 발생

- 이전 프레임의 잘못된
결과가 누적되는 경우 발생

표 1. 선행연구[1]에서 개발된 시역 계측 알고리즘 장단점 분석
Table 1. Pros and Cons of the previous viewpoint estimation algorithm

표 1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는

얼굴의 기울기에따라 검출 성능이 저하되며, 특히 이전 영

상의 얼굴검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

험에서 얼굴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한다. 옵
티컬-플로우 얼굴 검출기는 이전 프레임의 결과를 반영하

기 때문에 얼굴 기울기에 강인한 특성을갖지만, 특징점 기

반의 추적으로 인해 그림 3과 같이 급격하게 조명이 변화하

거나 영상의 얼굴 영역이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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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f v   and ∈v

 otherwise (3)

못된 추적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또한 옵티컬-플로우가 단

독으로 활용될경우 이전 프레임의 실패 결과가 다음 프레

임으로 누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행연구[1]에서는 식 (1)과 같은

선형 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얼굴검출 및 추적 성능을높일

수 있었다.
  

 ·· (1)

여기서,  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얼굴 검출 결과의

중심좌표값이며, 와 는 각각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에 의한 결과와 옵티컬-플로우 추적에 의한 얼

굴검출 결과의 얼굴 중심 좌표를 의미한다. 는 두 알고리

즘의 결과를 선형 조합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만약얼굴 검출에 있어서 비올라-존스 알고리

즘의 결과가 정확하다면 는 큰 값으로 설정하며, 옵티컬-
플로우의 결과가더정확하다면 를작은값으로설정한다. 

 


  

 v
(2)

  
식 (2)는 개의 옵티컬-플로우벡터   vv v

가 주어졌을 때, 프레임의 옵티컬-플로우 결과 

가 이전  프레임의 최종결과 로부터 도출됨

을 보여준다. 는 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는   결과 보다는

의 결과에 수렴하게 된다. 즉, 가 0으로만설정되

지 않는다면, 옵티컬-플로우의 잘못된 결과가 누적되는 단

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선형 결합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 크면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얼굴의 움직임에

대한 다이내믹스(dynamics)에 더욱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

지만, 비올라-존스 얼굴검출기가 가지는 미세한 떨림 현상

과 같은불안정성 때문에 기존의 이동형 3D 패럴랙스 배리

어 디스플레이 경계지역에서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반대로 가 너무 작아서 옵티컬-플로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얼굴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따라갈 수 있지만, 얼굴

이 손으로 가려지는 등 옵티컬-플로우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비올라-존스 검출기의 결과로 수렴하는데 매우

오랜시간이걸린다. 특히 기존 연구 결과는 그림 3처럼조

명의 밝기가 심하게 바뀌면서 옵티컬-플로우 검출기의 결

과가 매우 부정확한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기술의 최종 적용 대상인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어두운곳에서 밝은곳으로 이동하거나차량

불빛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명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강인한

얼굴검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옵

티컬-플로우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판별하여 성능에 막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를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적응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급격한 조명의 변화에 강인한 얼굴 검출
및 추적 알고리즘

1. 옵티컬-플로우 특징점 검출 정확성 검증

본 논문에서는 옵티컬-플로우에 의한 얼굴 추적의 정확

성(또는 신뢰도)을 판별하기 위해 옵티컬-플로우에 의한 얼

굴 추적 실패율을 정의하고, 얼굴 검출 결과의 신뢰도를 판

단한다. 이를 위해 인접한 프레임의 두 입력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옵티컬-플로우벡터   vv v에 대해 식

(3)에따라 부정확한 특징점벡터를찾아내고, 찾아낸불확

실한 특징점벡터를 활용하여 식 (4)와 같은 옵티컬-플로우

에 의한 얼굴 추적 실패율()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옵티

컬-플로우에 의한 얼굴검출 결과를 판단하고자 한다.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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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화면의 조명 밝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테스트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옵티컬-플로우 얼굴추적 실패율() 측정 결과
Fig. 4. Face tracking failure rate() for a test video sequence with sudden illumination changes

의 조건에 의해 추적에 실패한 옵티컬-플로우 벡터

(v  )로 판별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특징점벡터에 대

한 추적을 포기하고 다른 특징점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특징점의수
잘못추적된특징점의수

×




  



v
×

(4)

식 (3)에서첫번째조건의 v는 번째특징점의 옵티컬-

플로우벡터 크기를 나타낸다. 즉, 개별 옵티컬-플로우 특징

점벡터가 특정한 크기(threshold) 이상으로 나타날경우 그

특징점 추적은 오류로 판별한다. 영상에서 프레임간의 시

간차에 의한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임계값을 설정해야

한다. 밝기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옵티컬-플로

우 벡터가 터무니 없이 크게 나타나므로(그림 3.(b) 참조) 
잘못된 특징점벡터를 선별하는데좋은 특징이될수 있다. 
는 옵티컬-플로우벡터 v의머리(head)에 해당하는좌

표, 즉 영상의 특징점의좌표를 의미하고,  은
이전 프레임의 최종얼굴 검출 결과에 나타난 사각형의 얼

굴 영역을뜻한다. 만약옵티컬-플로우벡터가 가리키는좌

표가 기존의 얼굴 영역을 만히 벗어날 경우 해당 벡터는

오류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얼굴 움직임은 기존의 얼굴 위

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합당한 조건이 된다. 더불
어 이 조건에 의해 얼굴 외곽의 특징점들이 기존의 얼굴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탈락하게 되는데, 보통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 중심 부근에서 비교적 정확한 옵티컬-플로우 추

적이 일어나게 되므로 부정확한 추적이 예상되는 외곽의

특징에 대한 추적을 미리포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식 (4)에 정의된 추적 실패율()은  프레임에서의 옵티

컬-플로우에 의한 얼굴 추적 실패율을 정의한 것으로, 옵티

컬-플로우에 의한 얼굴검출 결과의 신뢰도(또는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다음 식 (5)와 같이 옵티컬-플로우 얼굴 추적에 대한 최종적

인 검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I f  then theOpticalFlowresult is wrong (5)

그림 4는 화면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테스트비디

오 시퀀스에 대한 옵티컬-플로우 얼굴 추적 실패율()을
측정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점선 부분으로 표

시된 영역은 화면의 전체 밝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으로 옵티컬-플로우 얼굴 추적 실패율()의 Threshold 값

을 약 50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그림 4의 왼쪽으로부터첫

번째와 두번째영역에서는 옵티컬-플로우 추적 결과가 실

패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고, 세번째영역에서는 비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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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여도 옵티컬-플로우에 의한 얼굴

검출 및 추적결과가 성공하였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2. 개선된 시역계측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새로운 시역계측 알고리즘

의 전체블록도는 그림5와 같다.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
[1]
에

서 개발한 그림 2의 알고리즘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인 얼굴

검출 결과 부분에서 옵티컬-플로우에 의한 얼굴 검출 정확

도 판별 부분이 추가되었고, 옵티컬-플로우 추적 실패율()
을 근거로 비올라-존스 얼굴검출기와의 선형결합에 필요한

그림 5. 개선된 새로운 시역계측 알고리즘 전체 블록도
Fig. 5. The overal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viewpoint estimation 
algorithm

비올라-존스
얼굴검출기

옵티컬-플로우
얼굴검출기

최종적인

얼굴검출 및 추적 결과

YES YES
(식 1)과 같은 선형결합

(   )

YES NO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 결과

( )

NO YES
옵티컬-플로우 얼굴 검출 결과

( )

NO NO Kalman Filter 에 의한 얼굴예측 지점

표 2. 최종적인 얼굴검출 및 추적 결과 (YES: 검출성공, NO: 검출 실패)
Table 2. The final result of the face detection and tracking(YES: 
Success, NO: Failure).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여 각 얼굴 검출기의 효율을 극대

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표 2는 각 얼굴 검출

기의 얼굴 검출 및 추적결과를토대로  값을 정의한 내용

을 나타낸다.  
첫번째로 비올라-존스 얼굴검출기가 입력영상에서 얼굴

을 검출하는 것을 성공하고 동시에 옵티컬-플로우 얼굴 검

출기도 성공하는 경우 식 (1)과 같은 선형결합으로 최종추

적결과를 도출한다. 여기서  값은 여러차례수행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는 검출에 성공하지

만, 옵티컬-플로우 얼굴 검출기는 검출에 실패하는 경우는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 결과만을 활용하게 된다. 이때는

  이 되게 된다. 세번째로 비올라-존스 얼굴 검출기로

는 얼굴 검출이 실패하고, 옵티컬-플로우 얼굴 검출기로는

검출이 성공하는 경우는 옵티컬-플로우 얼굴검출 결과를

활용하게 되며, 이 때 는 0이 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두

얼굴 검출기 모두 얼굴 검출이 안되는 경우는 칼만 필터

(Kalman Filter)에 의한예측 지점을 3D 디스플레이의 시점

으로 판단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사용되는 칼만 필터의 상태로 얼굴의 중심 좌표

및 가로폭, 그리고 각각에 대한 속도 성분을 이용하며 각각

의 변수는 모두독립인 것으로 가정한다. 세로폭은 비올라-
존스의 특성에 의해 가로 폭과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기 때

문에 칼만 필터의 상태값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칼만 필터 상태의 속도 성분이 0이 아닐

경우, 얼굴을 검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얼굴이 영상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칼만 필터의 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제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칼만 필터를쓰는 대신 얼굴의 위치를

제자리에 두거나 바로몇 프레임 내에 얼굴을놓친것으로

판별하는 것이 강인한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얼굴 검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일반적인 실내 환경

에서 얼굴 검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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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양한 실험자들에 대한 얼굴 추적 실험 영상
Fig. 6. Various experimental results for different viewers

그림 7. 얼굴 추적에 대한 연속 영상 시퀸스
Fig. 7. A continuous face tracking sequence by the proposed algorithm

다양한 실험자들이 다양한 각도로 얼굴을 움직이면서 얼굴

검출 결과를 확인했다. 두번째로는 조명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선행연구
[1]
의 결과와 비교하여 실험했다.

본 논문에 대한 구현은 인텔 i5-760 프로세서에서 640x 
480 크기의 영상에 대해 약 62 fps(frame per second)의 처

리 속도를 보였다. 이는 비올라-존스 알고리즘의 검색범위

를 얼굴 주변으로 제한하고 단 하나의 얼굴을 찾으면곧바

로 검색을 종료하는 등의 최적화를 거친 것이다. 먼저 총

4명의 실험자에 대해서 얼굴을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정면

을 주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두

눈이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얼굴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이는 무안경신 스테레오디스플레이를 제대로 시청할 때의

제약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때,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알고리즘은 단 1 프레임도 얼굴을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100%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6은 실험자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그림 7은 실험자 한명이 추적되는 얼굴

만을 잘라내어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급격한 조명 밝기에 대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조명이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에서 얼굴검출 및 추적 결과를 다양하게 실험하였다. 피실

험자는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서는 거의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밝기값이 안정적인 상황에서좌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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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방법[1] (b) 새롭게 제안한 방법
그림 9. 조명이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얼굴 검출 결과 비교
Fig. 9. Comparison of the previous[1] and the proposed face detection in sud-
den illumination changes

느 정도 움직이는 행동을취했다. 먼저 정확한 성능 비교를

위해 선행 연구
[1]
에서 개발된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같은 실험영상에 대해 적용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의 x축은 검출된 얼굴 중심의좌표로서 X, Y축이

그림 8. 같은 실험영상에 대한 두 방법의 얼굴 검출 결과 비교.
Fig. 8. Comparing results of the previous work and the proposed meth-
od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므로 X축방향의 중심만을 표시했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밝기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이 차이

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피실험자의 얼굴이 거의 고

정되어 있음에도, 기존의 방법
[1]
의 경우 잘못된 옵티컬-플

로우의 결과를 그대로 최종결과에 반영해 잘못된 얼굴 추

적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조명 변화에 의한 옵티컬-플로우가 잘못됨으로 인해

값을 0으로 함으로써 옵티컬-플로우의 결과를 배제함으

로써 안정적으로 고정된 얼굴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는 두 가지 알고리즘의 실제 얼굴

검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조명환경에 따

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매우 안정적으로 얼굴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a), (b)는 Ⅲ.1에서 밝힌 옵티컬-플로우 추적의

실패에 대한 판별식 (3)과 (4)의 조건에 대한 검증 결과이

다. 그림 10(a)는 식 (3)의 조건 중 v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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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동형패럴랙스배리어 3D 모바일디스플레이시제품
실험 장치

Fig. 11. A prototype of moving parallex 3D mobile display

     

(a) 벡터의 크기만 조건으로 적용한 경우 (b) 얼굴 영역만 조건으로 활용한 경우

그림 10. 화면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테스트 비디오 시퀀스에 대한 다양한 옵티컬-플로우 얼굴추적 실패율() 측정 결과
Fig. 10. Detection failures by the optical-flow method in sudden illumination changes in case of (a) only using vector magnitude and (b) only 
using the face region.

해당하는 벡터만 실패(v  )로 간주했을 때의 전체

옵티컬-플로우 실패율 을 프레임별로 나타낸 것이다. 
옵티컬-플로우의 실패율이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에서 다른 구간보다 높은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벡터의 크기만을 이용해 옵티컬-플로우에 의한 특징점 추

적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b)는 옵티컬-플로우 결과의 특징점

에 대해 ∈  조건만 적용했을 때의 실패율

() 그래프이다. 그리고 그림 4는 식 (3)과 같이벡터의 크

기와 얼굴 영역 두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만 추적에

성공한 특징점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과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옵티컬-플로우의 특

징점 추적에 대한 실패율 식 (3)과 (4)의 조건이 매우 유효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역계측

알고리즘을 그림 11에 보인 시제품에 직접 구현하여 실험

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시역계측 알고리즘보다

매우 안정적이고, 급격한 조명 변화에도 문제없이 잘 동작

함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패럴랙스 배리어 3D 모바일 디스플

레이에응용하기 위한 강인한 시역 계측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선행 연구[1]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밝기 변화에 대한

옵티컬-플로우 추적기의 문제점을 먼저 분석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조명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옵티컬-플로우에

의한 특징점 추적이 어렵고,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옵티컬-플로우의 잘못된 추적 결과에 영항을 받

지 않기 위해 옵티컬-플로우 추적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얼굴 검출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얼굴 검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결과에서 조명의 밝기가 급

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얼굴을 검출할 수

있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다면, 모바

일 단말을 시청할 때 조명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의 변화에

강인한 시점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된 시역 계측

알고리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에서 제작한 실제 3D 
모발 디스플레이 시제품에 구현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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