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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만을 이용하여 얼굴을 고속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다. 그 방법으로는 템플릿 매칭 방법을 사용하며, 
템플릿 매칭 방법의 문제점인 과다한 수행시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고속으로 얼굴을 추적하기 위하여 조기종료 기법과 sparse 탐색 기

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추적오류를 보정하고자 주변 화소들을 대상으로 매칭보정을 수행한다. 얼굴의 움직임에 따른 깊이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 추적할 얼굴의 깊이 값을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템플릿의 크기를 조정한다. 또한 조정된 템플릿의 크기에 따라 템플

릿 매칭을 수행할 탐색영역을 조정한다. 자체 제작한 테스트 시퀀스들을 사용하여 추적에 필요한 파리미터들을 결정하였으며, 또 다른

자체 제작한 테스트 시퀀스들과 MPEG에서 제공한 다시점 테스트 시퀀스를 제안한 방법에 적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Kinect을 이용하여 자체제작(640×480) 시퀀스에서는 약 3%의 추적오류와 2.45ms의 수행시간을 보였으며, Lovebird1(1024×768) 시퀀

스에서는 약 1%의 추적 오류와 7.46ms의 수행시간을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fast face tracking method with only depth information. It is basically a template matching method, but it 
uses a early termination scheme and a sparse search scheme to reduce the execution time to solve the problem of a template 
matching method, large execution time. Also a refinement process with the neighboring pixels is incorporated to alleviate the 
tracking error. The depth change of the face being tracked is compensated by predicting the depth of the face and resizing the 
template. Also the search area is adjusted on the basis of the resized template. With home-made test sequences, the parameters to 
be used in face tracking are determined empirically. Then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extracted parameters are applied to the 
other home-made test sequences and a MPEG multi-view test sequenc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tracking 
error and the execution time for the home-made sequences by Kinect (640×480) were about 3% and 2.45ms, while the MPEG test 
sequence (1024×768) showed about 1% of tracking error and 7.46ms of execu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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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생체의 일부를 추적하는 방법은 컴퓨터 비전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보
안시스템, 화상회의, 로봇 비전, HCI(human-computer in-
terface)에 의한 대화형 시스템, 스마트 홈 등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
[1][2]. 이 중 얼굴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연구되

어 왔으며, 그 목적은 빠르고 정확한 추적이다.
얼굴추적은 동영상으로 입력되는 영상 시퀀스에서 움직

이는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으로, 
실시간 환경에서의 빠른 수행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

고 있다. 얼굴을 추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얼굴을 하나

의 객체로 보고 객체에 해당하는 블록을 매칭 시키는 방법
[3]
이다. 그 외 전처리 또는 수학적, 물리적 현상 등을 사용

한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동적인 배경에서 움직이는 물

체를 분리하여 영상 내에서 가장 유사한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
[4-6]. [4]는 특징 기반의 방법으로 강한 얼굴 분

석을 위해서 색깔과 움직임의 결합 된 정보를 이용하였으

며, [5]은 비디오 시퀀스를 가지고 얼굴 포즈를 추적하기

위해서 기계학습과 확률적인 틀을 결합하였다. [6]에서는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3D 머리 추적을 위해 안정하고 강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2차원 영상을 사용하던 방법과는 달리 3

차원적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3차원적 움직임[7]을 사용

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7]은 옵티칼 플로우(Optical 
flow)와 깊이를 통합함으로서 3-D 변형이나 회전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차원적 움직

임뿐 만 아니라 3차원적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테레오

매칭에 의한 변이 값
[8][9][10]

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연구되었

다. [8]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3D 영상 획득 시 필요한

전처리(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 없는 스테레오 비전 카

메라 시스템 기반의 3D 얼굴 추적을 제안하였다. [9]는 칼

라 분포와 깊이의 이점을 결합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10]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추출한 변위정보를 이용

한 PCA-기반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객체를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 조명변화는 매우 민감하여 추적 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3차원 정보 즉 깊이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조명변화에도 강하여 조명변화로 인

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추적 시 또한 최근에는 깊이카메라 중 TOF(Time of 

filght) 방식의 SR4000[11][12]
이나 또는 구조광 방식의

Microsoft사의 Kinect[13]
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실시간으

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획득된 깊이정보를

얼굴추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4]에서

는 특징 기반 방법의 SR3000을 이용하여 사람의 코 추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15]에서는 Kinect와 SR4000을 사용하

여 템플릿의 깊이를 이용하여 얼굴을 추적하기 위한 템플

릿 매칭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몸

전체를 추적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는데
[18][19], [18]은 깊이영

상에서 사람을 추출하고, 그 주변을 탐색영역으로 설정하

여 YUV 영상으로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9]는 줌(zoom)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깊이영상

으로부터 대상 물체의 카메라에서의 거리 차이를 구하고, 
그 주변을 탐색하여 물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얼굴 추적은 영상에서 검출 된 템플릿

으로 하여 블록 매칭, 즉 템플릿 매칭 연산을 이용하여 얼굴

을 추적한다. 또한 고속 추적을 위하여 조기종료(early ter-
min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6]이 제안한

방법보다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알고리즘을 구현을 위해서, 
우선 얼굴 추적 시 깊이정보 만을 사용하였으며, 깊이정보는

Kinect로부터 획득하였다. 또한 고속추적을 위해서 Sparse 
탐색 기법을 추가하였으며, 조기 종료와 Sparse 탐색으로 인

하여 발생한 추적 오류를 보정하고자 매칭 보정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깊이정보 만을

이용하여 얼굴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3
장을 얼굴 추적을 위한 파라미터 결정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하였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구현 결과 및 성능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얼굴검출 및 추적

일반적으로 얼굴추적은 추적할 대상 얼굴이 정해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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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위해 얼굴검출 방법
[17]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얼
굴검출은 입력영상이 주어지면 전체 영상을 대상으로 얼굴

을 탐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따라서 얼굴검출 방법을 매 영상 프레임에 적용하여

얼굴을 추적하는 것은 실시간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

서 얼굴추적 초기에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을 대상

얼굴로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에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얼굴검출과 얼굴추적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얼굴검출 방법은 텍스쳐 영상

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적 방법이

깊이정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얼굴검출의 입력

으로 깊이정보를 추가하였다. 깊이정보를 사용하던 안하던

검출단계에서 얼굴이 검출되면 그 얼굴의 깊이 영상, 위치, 
및 크기를 추출하고, 이를 얼굴추적에서 템플릿으로 사용

한다. 일단 얼굴이 검출되면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얼굴추

적만 수행하며, 매 프레임 추적한 얼굴의 템플릿은 갱신

(update)한다. 만약 추적에 실패하면 더 이상 추적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다시 얼굴검출 단계로 가서 얼굴을 재

검출한다. 일반적으로 추적이 실패하는 경우는 추적하고

있는 사람이 영상의 바깥으로 나가거나 장면이 바뀌는 경

우이다.

 

그림 1. 얼굴검출과 얼굴추적의 동작상의 관계
Fig. 1. Ope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face detection and face track-
ing 

본 논문에서는 얼굴추적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에 얼굴검

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기존의 방법[16]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Ⅲ. 깊이정보만을 사용하는 얼굴추적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얼굴 추적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

명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얼굴 추적 알고리즘을 의사코드

Procedure{Face_Tracking}
Input: depth image sequence Di, i=1, 2, ․․․, m
      template (depth_image_segment Ti, position Pi, size Si)
Output: template (depth_image_segment Ti+1, position Pi+1, size Si+1)
begin{
   for i=1, m, +1 {
      T’i=template_resizing(Ti);
      S’i=search_area_adjustment(SAi);
      for j=1, qk+1, +q (qk+1<n (n: number of pixels in SAi) {
         calculate PSADj;
         if PSADj<TET then goto F{Early_Termination};
         else }
      if minnimum(PSAD)>TFD then goto F{Face_Detection};
      else {
         matched_template=arg{minimum(PSAD)};
         goto F{Template_Update}; }}
}end

F{Early_Termination}
begin{
   for k=1 to r (number of refinement pixels) 
      calculate PSADk;
   if minimum(PSADk)>PSADj, then
      matched_template=arg{minimum(PSADk)};
   else
      matched_template=arg{PSADj)};
}end

F{Face_detection}
begin{
   goto Procedure{Face_Detection};
}end

F{Template_Update}
begin{
   Ti+1=depth_image_segment(matched_template);
   Pi+1=position(matched_template);
   Si+1=size(matched_template);
}end

그림 2. 제안하는 얼굴추적 알고리즘
Fig. 2. The proposed face track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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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알고리듬은

깊이영상 시퀀스와 템플릿을 입력으로 하고, 입력되는 영

상 시퀀스의각프레임에 대한갱신(update)된 템플릿을 출

력한다. 템플릿으로는 추적할 얼굴에 해당하는 깊이영상, 
위치, 그리고 크기를 사용한다. 각 단계는 다음의 절부터

상세히 설명한다.

1. 템플릿 및 탐색범위 재설정

제안한 얼굴 추적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그 전

프레임에 비해 그 다음 프레임에서 추적하는 얼굴의 크기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템플릿의 크기를 조정하고 그

결과로 템플릿 매칭을 수행할 탐색영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1.1 템플릿 재설정
만약 사람이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인다면, 얼굴의 크기

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전후로 움직인다면 크기는 변할 것

이다. 따라서 템플릿의 크기는 매 프레임마다 그 프레임의

얼굴의 크기에 맞게 갱신(update)을 해주어야 한다.
영상에서 객체의 상대적인 크기는 해당하는 깊이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먼저깊이와 객체크기 사이의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깊이 카메라는 실제의 깊이 값, 즉
카메라와 객체와의 거리 값을 제공한다. 깊이카메라가 측

정할 수 있는 거리의 최대, 최소 거리를 각각 m in ,

max로 정의하고 그 거리를 n-비트로표현( ′)할 때 실

제 거리 와  ′은 식 (1)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  maxmin
min

(1)

일반적으로 min과 max는 깊이카메라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며, Kinect의 경우 min , max 이

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접하는 깊이 영상은 카메라와 객체

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큰 화소 값을 가지며 영상 내에서

밝게표시 된다. 이 방식의 깊이 영상( )은 식 (1)을 식 (2)
와 같이 반전시켜서 표현하여야 한다.

 ′  maxmin
max

(2)

따라서 객체의 실제 크기가 이고, 실제 거리가  , 카메

라의 초점 거리가 일 때, 카메라 영상 센서에서의 물체크

기 와   또는 의 관계는 식 (3)과 같다.

 


 maxmaxmin 


 (3)

  영상 센서의 픽셀 크기가 이면, 실제 영상에서

의 픽셀의 수 는 식 (4)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 (3)의 와 는 주어진다. Kinect의 경우

  ,  이다.





maxmaxmin 





(4)

이 식으로 화면상의 객체 크기로부터 실제 물체의 크기

를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검출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얼굴의 크기로 실제 얼굴의 크기를 계산하여 사

용한다. 객체가 깊이 에 있을 때의 화면에서 물체의 크기

를 이라 하면 그림 3과 같은 그래프를얻을 수 있다. 여기

서 점선은 식 (4)을 나타낸 결과이고, 그래프에서 점들로

찍힌것은측정한 결과이며, 실선은 점들의 추세선이다. 여

그림 3. 객체 크기와 깊이의 관계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 size an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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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maxmin 




  ′




  (6)

기서 점선과 측정 된 값 또는 추세선과의 오차는 측정할

때 생긴오차와 식 (1)부터 (4)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단위의

오차 때문이다. 
그림 3에 따라 현재 프레임의 템플릿 크기를 재설정하

기 위해서, 전 프레임에서 얼굴의 깊이, 즉 이전 프레임에

서 생성된 템플릿의 깊이와 해당하는 현재 프레임의 깊이

를 비교하여 템플릿의 크기를 갱신하였다. 우선 템플릿을

그림 4에서 × 서브블록(SB)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

블록(×  해상도)의 평균 깊이를 구하여, 그 중 가장 큰

깊이를 템플릿의 깊이로 정의하며, 이를 식 (5)로 표현하

였다. 여기서 
 은   서브블록의 평균 깊이 값을 의

미한다.

Search area

100% a

a

100%

'TZS

그림 4. 탐색영역 설정
Fig. 4. Defining search area 

 
 max

 
  (5)

현재 추적할프레임에서 템플릿에 해당하는 위치와 크기

의 부분 깊이영상을 추출하여 식 (5)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최고의 평균깊이 값을 구한다. 이를  ′라 하면, 현재프

레임에 사용할 템플릿의 크기  ′
 은 이전 프레임에서 구

한 템플릿의 크기 

 에서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

기서 는 너비(hor) 또는 높이(ver)을 나타낸다.

여기서 템플릿을몇개의 블록(×)으로 나눌것인가

는 4장에서 실험을 통해 결정한다.

1.2 탐색영역 조정
템플릿 매칭을 위해 탐색하여야 하는 영역은 얼굴의 움

직임 속도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적 대상 사람

이 TV나 영화를 시청하는 것과 같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

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움

직일 수 있는 최대의 움직임 속도를 고려하여 탐색영역의

크기를 정한다.
물체의 깊이에 따라 움직임의 속도, 즉 움직임 양이 달

라진다. 즉, 화면상의 움직임 정도는 그 물체의 카메라와

의 거리(깊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거리에 따라 조정된 템플릿의 크

기에 대해 상대적인 크기, 즉 템플릿 크기의 일정 비율로

확장한 영역을 탐색영역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템플릿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정된 템플릿(′
 )을 사용하

며, 본 논문에서는 가로와 세로 모두 동일한 비율(α)로 확

장한다. α값 또한 실험적으로 구하며, 4장에서 상세히 설

명한다.  

2. 템플릿 매칭

얼굴추적의 다음 단계는 앞 절에서 재조정된 템플릿과

그에 해당하는 탐색영역 내의 각 위치를 탐색하여 정확한

얼굴 위치를 찾는 템플릿 매칭 과정이다. [16]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RGB영상으로 템플릿 매칭을 수행할 경우, 조명

변화로 인해 얼굴을 찾지 못하고 다른 부분을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조명변화에 강한 깊

이정보를 이용하여 템플릿 매칭을 수행한다.
템플릿 매칭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함수로 식 (7)의 픽셀

당 SAD(sum-of-absolute differences) PSAD을 사용한다. 
즉, 식 (7)을 이용하여 탐색범위 내의 모든위치를 탐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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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위치를 템플릿이 매칭

된 위치(식 (8)의  )로 선택한다. 식 (7)에서 는 템플

릿의픽셀의 수, 와 은각각템플릿의 가로와세로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와 은 템

플릿과 탐색영역의 픽셀 값을 의미한다.

  


 




 



 (7)

  arg   min     (8)

2.1 조기종료
식 (7)은 탐색영역의 모든위치를 값으로 탐색하

는 것으로, 그 시간은 탐색영역의 크기에좌우된다. 얼굴추

적의 정확도를 감안하면 탐색영역을 크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탐색영역이 클수록 추

적오차는 감소한다(4장에서 실험을 통해 상세히 설명함). 
그러나충분한 크기의 탐색영역은 탐색시간이 과도하게커

실시간 추적이불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는

고속으로 얼굴을 추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탐색시간을 줄

이기 위해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의 배경은, 위치를 추적하는 목적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추적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근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기종료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사적으로 위치를

추적했다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비용함수로 을 사

용하기 때문에 미리 정한 의 문턱치( )보다 작

을 경우에 탐색을 조기종료 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9)와 같다.

  arg      (9)

  

2.2 나선형 탐색
앞 절에서 설정한 환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움직

이는 경우보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많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큰 움직임보다는 작은 움직임이 많다. 따라서 조

기종료를 염두에 둔다면 일반적인 방법(raster 스캔 또는

zigzag 스캔 등)보다는 그 전 템플릿의 위치 주변을 먼저

탐색하는 것이 더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전

템플릿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나선형으로 점차 먼 쪽으로

탐색하는 나선형 탐색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5에 탐색영역

이 ×[pixel2]의 경우 나선형 탐색을 나타내었는데, 이
그림에서의각 블록은 화소를 나타내고, 각 블록의번호는

나선형 탐색의순서를 나타내며, ‘0’ 위치가 그 전 템플릿의

위치이다.

2.3 Sparse 탐색
조기종료 기법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탐색시간을 줄이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sparse 탐색 기법을 적용한다. 이
기법은 탐색영역 내에서 현재 탐색한 화소 다음에 탐색할

화소를 인접한 화소(나선형 탐색의 경우 탐색 시퀀스의 그

다음 화소)를 탐색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interval)을 뛰어

넘어 그 다음 탐색할 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다(그 사이의

화소들은 검색하지 않음). 
그림 5에 그 간격이 ‘3’인 경우의 예를 보이고 있다. 이
예에서 탐색되는 화소는 {0, 3, 6, 9, 12, 15, 18, 21, 24}이
다. 이 sparse 탐색에서 탐색되는 시퀀스를 식 (10)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 는 간격을 나타낸다. 이 식에서 =1이면

모든 영역을 탐색함을 의미한다. 값 또한 4장에서 실험적

으로 결정한다.
  

그림 5. 나선형 sparse 탐색
Fig. 5. Sparse spiral searc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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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그림 7. 각 시퀀스 이미지: LR; (a) 64th, (b) 79th, (c) 186th, UD; (d) 38th (e) 96th (f) 107th, BF; (g) 32th (h) 65th (i) 149th
Fig. 7. Images in each sequence: LR; (a) 64th, (b) 79th, (c) 186th, UD; (d) 38th (e) 96th (f) 107th, BF; (g) 32th (h) 65th (i) 149th   

2.4 매칭보정
Sparse 탐색과 조기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추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보정과정이 수행되는데, 그 방법은 조기종

료 된 화소의 주위화소들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을 수행하

는 것이다. 추가 탐색 화소 수에 따라 두 가지를 고려하는

데, 그 첫 번째가 2-화소 보정(2-pixel refinement)이다. 이
보정방법에서는 탐색 시퀀스에서 조기종료 된 화소의 전

화소와 후화소를 추가로 검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4-화소 보정(4-pixel refinement)인데, 이 방법은 조기종료

된 화소의 4방향 인접화소를 추가로 검색하는 방법이다. 
그림 6에 그림 5의 나선형 sparse 탐색으로 예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소 6에서 조기종료 된 경우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2-화소 보정은 {5, 21} 화소들이 추가로 검색

되고, 4-화소 보정에서는 {5, 7, 19, 21} 화소들이 추가 탐

색된다.  
이 두 보정에서 모두 조기종료 된 화소와 보정을 위해

검색된 화소들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을갖는 화소를

최종적인 로 결정하였다.

그림 6. 매칭보정
Fig. 6. Matching refinement

Ⅳ. 얼굴추적을 위한 파라미터 결정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사용된 파라

미터들을 실험적으로 결정한다. 표 1은 파라미터 결정을

위해 사용한 테스트 시퀀스들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
퀀스들은 Microsoft사에서 출시한 Kinect를 사용하여 자

체 제작하였으므로 640×480 해상도의 깊이정보와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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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갖는다. 표에서 ‘LR’은 좌우 움직임, ‘UD’는 상하

움직임, 그리고 ‘BF’는 전후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제

작하였다. 각 방향의 움직임은 앞에서 설정한 환경을 충

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제작하였다. 
그림 7은 각 시퀀스의 대표적인 세 프레임의 영상을 보이

고 있다.

Sequence RGB image
resolution

Depth image
 resolution Frames

Left-Right (LR) 640×480 640×480 200

Up-Down (UD) 640×480 640×480 200

Back-Forth (BF) 640×480 640×480 200

표 1. 파라미터 결정을 위해 사용한 테스트 시퀀스
Table 1. Test sequences used for parameter determination 

1. 템플릿 재조정을 위한 템플릿 분할

Ⅲ의 1-1에서 템플릿의 크기를 현재 프레임의 얼굴크기

로 추정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 블록으로 분할하였

다. 이에 여러 가지 분할방법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m과 n의 조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 ’으로 하여 3×3 블록부터 11×11 블록까지 실험하

였다. 실험하는 방법은 참조 영상의 얼굴( )과 재조정

된 템플릿( )의 크기를 비교하여 오차( (%))를 측

정하였다. 식 (11)은 오차를 산출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

다. 참조 영상은 Adaboost 알고리즘[17]을 이용해 검출한 얼

굴영상을 사용하였다.

 


× (11)

그림 8에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3×3 블록부터

11×11 블록까지 오차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템플릿 분할을 오차가 가장 작은

3×3 블록으로 정하였다.

그림 8. 템플릿 분할을 위한 템플릿 재조정 오류
Fig. 8. Template resizing error for template segmentation  

2. 탐색영역의 범위

Ⅲ의 1-2에서 탐색영역을 템플릿 크기에 대비한 상대적인

값 100+2α(%)로 정한바있으며, 본절에서는 실험을 통해

α를 결정한다. 실험방법으로각테스트 시퀀스에 대하여 α를

15%부터 50%까지 변화시키면서 추적오차(Tracking Error)
를측정하였는데, 추적오차는 식 (12)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여기서 ()은 α(%)에서 추적된 얼굴

의 위치를말하고, ()은 영상 전체를

탐색 범위로 하여찾은 얼굴의 위치를 말한다. 그리고 

()은 템플릿의 대각선 크기를 의미한다.




× (12)

그림 9에 실험결과를 보이고 있다. ‘UD’ 시퀀스가 α<21
에서 추적오류가 20% 이상의 높은 추적오차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α<21인 경우 탐색범위가 작아서

얼굴이 탐색범위를벗어났기 때문이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BF’는 전 구간에 걸쳐 낮은 오차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BF'가 전후 움직임인 시퀀스이기 때문에 탐색영역에 영향

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세시퀀스 모드를 고려하여 모든

시퀀스의 추적오류가 거의 0%인 α=41(%)로 탐색영역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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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탐색범위 α(%)에 대한 추적오차(%)
Fig. 9. Tracking error to the search range α(%)  

3.  조기종료를 위한 PSAD 문턱치

수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Ⅲ의 2-1에서 조기종료 기법

을 제안하였다. 본절에서는 조기종료 기법에서 사용한 문

턱치를 실험을 통해 결정한다. 그림 10은 문턱치( )를

‘0’부터 ‘5’까지 변화시키면서 추적오차와 수행시간(Time)
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문턱치가 높아질수

록 추적오차는 증가하였지만, 수행시간은 감소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 추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행시간이

40ms 미만이 되는 문턱치  로 정하였으며, 이 때 그

림에 의한 추적오차는 4% 미만이었다.  

그림 10. 조기종료 문턱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
Fig. 10. Experimental results to determine early termination threshold(T) 

4. Sparse 탐색을 위한 간격

조기종료 뿐만 아니라 수행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우

리는 Ⅲ의 2-3절에서 제안한 sparse 탐색 기법을 제안하였

고, 그 간격은 실험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바있다. 실험은

간격 을 ‘1’에서 ‘5’까지증가시키면서 추적오차와 수행시

간을 측정하였으며, 그림 11에 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앞에서 정한 대로   로 수행하였다. 그

림에서 보듯이예측한 대로 간격이증가할수록 추적오차는

증가하고 수행시간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최적의 간격으로

추적 오류가 5% 미만이고, 평균 수행시간이 30ms 미만인

  로 정하였다.

그림 11. Sparse 탐색 간격에 대한 추적오차와 수행시간
Fig. 11. Tracking error and execution time to the value of interval 

Ⅴ.  실험결과

3장에서 제안한 얼굴추적 방법과 4장에서 구한 파라미터

들을 여러테스트 시퀀스들에 적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현은 Microsoft window7 운영체제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OpenCV Library 2.4.3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에 사용된 PC의 사양은 3.40GHz의 Intel Core i7 CPU, 
16GB RAM이었다.

4장에서 사용한 테스트 시퀀스들은 파리미터 추출을 위

해극단적인 움직임을 연출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현실적

인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테스

트 시퀀스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표 2에 사용한 시

퀀스들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WL’와 ‘S&J’은 자체 제

작된 시퀀스이고, Lovebird1은 MPEG 에서 제공하는 다시

점 테스트 시퀀스이다. ‘WL’은 한 사람이 앉아서 전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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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그림 12 추적 된 결과 영상: WL; (a) 38th, (b) 186th, (c) 225th, S&J; (d) 51th, (e) 188th, (f) 292th, Lovebird1; (g) 26th, (h) 96th, (i) 135th
Fig. 12 Tracked result images: WL; (a) 38th, (b) 186th, (c) 225th, S&J; (d) 51th, (e) 188th, (f) 292th, Lovebird1; (g) 26th, (h) 96th, (i) 135th

우,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퀀스이고, ‘S&J’는 두 사

람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한 사람이 화면 밖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는 시퀀스이다.

Sequence RGB image
resolution

Depth image
 resolution Frames

Wooyoul (WL) 640×480 640×480 450

Soojin and Jinhyuk (S&J) 640×480 640×480 330

Lovebird1 1,024×768 1,024×768 120

표 2. 추적에 사용한 시퀀스 정보
Table 2. Sequence information used tracking 

제안한 얼굴 추적 알고리즘과 추출한 파리미터 값들을

이 시퀀스들에 적용한 실험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는 조기종료와 sparse 탐색을 적용하지 않는 FS(Full 
search)와 조기종료 만 적용한 ET(Early termination) 그리

고 조기종료와 sparse 탐색, 그리고 매칭보정2-PR(2-pixel 
refinement), 4-PR(4-pixel refinement)를 각각 적용한 결과

의 평균추적오차(%)와 평균 수행시간(ms)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4-PR이 추적오차(%)는 가장낮지만 수행시

간은 조기종료만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PR과 4-PR은 수행속도가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실시간 동작에도충분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알고리즘



김우열 외 2인 : 깊이 정보를 이용한 템플릿 매칭 기반의 고속 얼굴 추적 방법 359
(Wooyoul Kim et al. : Template-Matching-based High-Speed Face Tracking Method using Depth Information)

Sequence
Tracking error (%) Execution time (ms)

FS ET 2-PR 4-PR FS ET 2-PR 4-PR

WL 0 3.19 2.80 2.66 71.15 0.96 0.978 1.00

S&J 0 3.35 3.34 3.21 74.46 3.79 3.911 3.94

Lovebird1 0 1.51 1.30 1.28 164.04 7.37 7.462 7.56

Average 0 2.68 2.48 2.38 103.22 4.04 4.117 4.17

표 3. 제안한 얼굴 추적 알고리즘의 실험결과
Table 3.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proposed face tracking algorithm 

Tech. Property Resolution Success ratio Accuracy Speed

[15] Depth+RGB
(Kinect, SR4000) 160×120 - 3-6cm 68fps

[16] Depth+RGB
(Kinect) 640×480 - Error=1.26% 391fps

[18] Deoth+RGB
(Kinect) 640×480 - 16×16: MSE=22.34

8×8: MSE=15.73 -

[19] Depth+RGB
(Kinect) 640×480 - MSE=7.19 -

Proposed
(2-PR)

Depth+RGB
(Kinect) 640×480 90.7% Error=3.07%

(0.812cm, MSE=10.56) 404fps

Depth+RGB
(MPEG) 1024×768 99.3% Error=1.30%

(0.234cm, MSE=3.8) 132fps

표 4. 기존의 방법과 성능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with existing method

으로 4-PR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12는 각각의 시퀀스에서 추적된 결과 영상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만을

추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의 (e)와 (f)). 또한 정

면을바라보지않고옆을 보고 있는 얼굴도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컬러영상이 아닌 깊이영상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이다.
표 4은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15], [18], [19]는

본 논문과의 동등의 비교를 위한 실험결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본 본문에서는 동등한 비교를 위하여 본

논문의 정보를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16]은 직접 구현하

여 실험하였다. 표 3에서 3가지(ET, 2-PR, 4-PR) 중 오류와

속도가 중간인 2-PR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입력 시퀀스

로서 Depth+RGB를 사용하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에 깊이

(Depth)정보 만을 사용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제안한 방법이 [15]와 비교하여 정확도

와 속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8]과 [19]에서는

속도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비교는 할 수가 없었

으며, 정확도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18]에 비해서는 더 좋

은 결과를 보였으며, [19]와의 비교에서는 해상도가

640x480인 경우는 약간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1024×768인 영상에서는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40x480에서 정확도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초당

404프레임의 고속으로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파라미터(   , 

  )값들을 조정한다면 더욱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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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 비교하였을 때, 연산속도는 제안한 방법이, 정확

도에서 [16]이 약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추적 성

공률(다른 참고문헌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서는 제

안한 방법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적 정확도를 계산할 때 추적에 실패한 경우 정확도를측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표 4에 나타난 정확도는 추적을 성공한

경우만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추적 성공률, 정확도, 속도

를 모두고려할 때 제안한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

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깊이정보 만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얼굴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얼굴추적을 하기위한 기본적

인 방법으로 템플릿 매칭 방법을 사용하였고, 템플릿 매칭

방법의 문제점인 과다한 연산량을줄이기 위해서 조기종료

기법, sparse 탐색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추적오

류를 보정하고자 주변 화소들을 대상으로 매칭보정을 수행

하였다. 전후움직임에 따른 깊이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 추

적할 얼굴의 깊이 값을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템플릿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조정된 템플릿의 크기

에 따라 템플릿 매칭을 수행할 탐색 영역을 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

들을 도출하고자 4장에서 자체제작 한 테스트 시퀀스들을

이용하여 값들을 구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구한 파라미터

들을 이용하여 4장에서 사용한 테스트 시퀀스가 아닌실험

을 위해 다시 자체제작 한 시퀀스와 MPEG 시퀀스를 이용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추적율은 100%였으며, Kinect
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시퀀스 ‘WL’와 ‘S&J’에서는 약

3%의 추적 오류와 2.45ms의 수행시간을 보였고, MPEG에

서 제공한 다시점 시퀀스 Lovebird1에서는 약 1%의 추적

오류와 7.46ms의 수행시간을 보였다. 
제안한 방법은 조기종료를 위한 문턱치의 변화, sparse 

탐색을 위한 간격에 따른 추적오류와 수행시간은 예상한

바와 같이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

안한 얼굴추적 방법은 초당 30 프레임 이상의 실시간 얼굴

추적 시스템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수행시간과 추적오류의

상보적 관계를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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