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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ean-Shift 알고리즘은 목표모델과 후보 상 사이의 컬러분포의 유사도를 이용하는 국부  탐색기법으로

서, 그 기법의 단순성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 얼굴추 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컬러분포를 이용한 

얼굴추 은 목표모델과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는 객체나 배경의 향에 취약하다. 한 얼굴 추 에서 결정되

는 얼굴 역은 얼굴인식 혹은 얼굴방향 등을 계산할 때 요한 단서가 되는데, 완 히 다른 컬러분포를 갖는 

객체의 가려짐으로 얼굴 역의 크기나 치가 변동될 험이 있다. 체로 거리정보는 얼굴과 배경의 구분에 

효율 이고 컬러정보는 객체 구분에 유리하다는 가정으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거리 정보와 컬러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양방향 필터를 고안하고, 이것을 Mean-Shift 알고리즘에 활용하 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성공 인 실험결과를 얻었다.

ABSTRACT

The mean shift algorithm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in object tracking due to its simplicity and robustness. It finds local 

minima of a similarity measure between the color histograms or kernel density estimates of the target and candidate image. 

However, it is sensitive to the noises due to objects or background having similar color distributions. In addition, occlusion by 

another object often causes a face region to change in size and position although a face region is a critical clue to perform face 

recognition or compute face orientation. We assume that depth and color are effective to separate a face from a background and a 

face from objects, respectively. From the assumption we devised a bilateral filter using color and depth and incorporate it into the 

mean-shift algorithm. We demonstrated the proposed method by som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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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잡한 환경에서 시각  특징을 통한 효과 인 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객체 

추 은 연속한 상들로부터 심 객체의 치와 크

기 등을 알아내는 것으로서, 감시시스템[1][2][3][4], 

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5], 지능형 장소[6][7] 그리

고 비디오 압축[8]과 같은 실시간 처리 응용분야는 움

직이는 객체를 추 하기 한 능력을 요구한다. 객체 

추 에 있어 계산의 복잡성은 부분의 응용분야에 

있어 치명 이다.

컬러나 텍스쳐(texture)처럼 시각  특징 값을 기

로 한 비강체의 실시간 추 에 한 방법으로 최근에 

Mean-Shift 알고리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Mean-Shift 알고리즘은 목표모델과 후보 상 사이의 

컬러분포의 유사도를 이용하는 국부  탐색기법으로

서, 계산의 단순성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 실시간 

객체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컬러분포를 이용

한 얼굴추 에 용될 때, 목표모델과 유사한 컬러분

포를 갖는 객체나 배경의 향에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 한 얼굴 추 에서 결정되는 얼굴 역은 얼굴

인식 혹은 얼굴방향 등을 계산할 때 요한 단서가 

되는데, 완 히 다른 컬러분포를 갖는 객체의 가려짐

으로 인해 얼굴 역의 크기나 치가 변동될 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정보는 얼굴과 배경의 구분에 

효율 이고 컬러정보는 객체 구분에 유리하다는 가정

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거리 정보와 

컬러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양방향 필터를 고안했다. 

실험을 통해 얼굴을 추 할 때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

는 배경  완 히 다른 컬러분포를 갖는 객체의 가

려짐의 향을 이는 것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은 다음 장에서 양방향 필터 기반 

Mean-Shift 기법을 설명하고, 3 장  4 장에서 각각, 

제안한 기법을 얼굴추 에 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결론짓는다.

Ⅱ. 양방향 필터 기반 Mean-Shift

2.1 컬러모델의 표

컬러모델은 커  로 일을 이용하여 표 한다. 

경계(boundary) 픽셀이 배경에 속하거나 겹쳤을 때, 

컬러분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커  로 일은 

역의 심에서 멀리 치해 있는 픽셀들에 해 

은 가 치를 할당하는 함수이다. 심 치를 으

로 하고 커  로 일의 반경을 1로 하면, 목표모델

(target model)은 식(1)과 같이 표 된다.

 




∥x∥bx  (1)

여기서, 은 얼굴 역에 속하는 픽셀의 개수,   is 

Kronecker delta 함수, x는 픽셀 의 정규화 된 
치 x에서의 컬러 값이다. 정규화 상수 는 




   조건으로부터 결정된다. 같은 식으로 후보

역의 컬러분포는 식(2)와 같다. 

y C


 k∥hyx∥bx   (2)

여기서 는 커  로 일의 반경이다. 컬러 값 

는 Red, Green의 상  각 3비트와 Blue의 2비트로 구

성된 8비트 값이다(그림 1).

그림 1. 8비트 컬러의 구성
Fig. 1 8-bit color

2.2 Mean-Shift

일반 인 평균이동 방법을 이용한 객체 추 은 얼

굴 역의 심 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가 치를 할당

하는 Epanechnikov 커  을 사용하여 표 한다[9]. 

그리고 반복계산에 의해 객체의 치를 추정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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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 같다. 여기서, 은 에서 얼굴 역에 속하는 픽

셀의 개수이다. 한, 는 픽셀 의 가 치로서 식

(4)와 같이 표 된다.

 








y


x   (4)

2.2 제안된 양방향 필터

얼굴을 추 할 때 후보모델 역에 유사한 컬러분포

를 갖는 객체나 배경의 향과 완 히 다른 컬러분포

를 갖는 객체에 의한 가려짐으로 추 에 실패하게 된

다. 우리는 복잡한 환경에서 얼굴 역과 배경을 구분

하는데 효과 인 거리정보를 이용한다. 이  임에

서 결정된 목표모델의 평균 거리정보 와 재 

임에서 후보모델의 i번째 거리정보 를 비교하여 식

(5)와 같이 서포트맵 
 를 정의한다.


 










 i f   
 i f ≤ 

 i f   

(5)


  은 배경과 얼굴을 구분하고, 

  은 가

려짐을 갖는 객체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이 서포트

맵은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을 구분할 때는 효과

이지만 같은 거리정보를 갖는 객체의 가려짐에는 

취약하다. 이러한 객체의 가려짐이 발생하면 기존의 

Mean-Shift 기법에 의한 얼굴추 에서는 얼굴 역의 

심 치와 크기가 변경되게 된다. 이것은 얼굴 추  

역에 해 수행되는 얼굴인식, 얼굴방향 추정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입 주 의 역이 가려짐으로 

인해 얼굴 역의 심 치와 크기가 변경되었는데도, 

그 역을 얼굴 체 역으로 간주하면 얼굴인식이

나 얼굴방향 계산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후보모델과 목표모델의 컬러분포의 비율 를 통

해 완 히 다른 컬러 를 갖는 픽셀을 알려주는 임

계값 의 서포트 맵을 
 를 정의한다. 


    i f ≥  otherwise (6)

거리 도메인과 컬러 도메인에서 앞서 설명된 두 서

포트맵을 이용하여 양방향 필터를 정의하면 식(7)과 

같이 표 된다. 여기서 양방향 필터를 이용한 를 

식(8)과 같이 다시 정의한다.

  
 ×

 (7)

 











 i f  
 i f  
 i f   

(8)

    일 때, 가려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 1

이 된다면 해당 픽셀이 다음 치 추정에 주는 향

을 이고,    일 때는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

는 배경의 향을 제거한다. 가려짐이 발생한 픽셀은 

양방향 필터 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첫째 행은 유사한 컬러를 가졌지만 거리

정보가 확연히 다른 두 가지 경우와 서로 다른 컬러

분포를 가졌지만 거리정보가 유사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행은 각각의 경우에 한 양방향 필터링 

값 를 보여주고 있다. 흰색은   , 회색은 

  , 흑색은   에 해당된다.

그림 2. 양방향 필터링
Fig. 2 Bilateral filtering

식(8)을 활용하여 얼굴의 다음 치를 추정하면 앞

서 언 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양방향 필

터 기반 Mean-Shift 기법을 이용한 얼굴의 다음 치 

y은 식(3)과 식(8)로부터 식(9)와 같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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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얼굴추  실험 

3.1 기화

양방향 필터 기반 Mean-Shift 기법을 얼굴추 에 

용하기 해서는 먼  목표모델 를 구해야 한다. 

이를 해 AdaBoost 기법을 이용하여[10] 얼굴 역을 

검출하고(그림 3), 그 역내의 픽셀로부터 목표모델

을 구한다. 그림 4는 8 bit 컬러 값(0-255)을 사용한 

목표모델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그림 3. AdaBoost를 이용한 얼굴검출
Fig. 3 Face detection by AdaBoost

그림 4. 목표모델의 히스토그램
Fig. 4 Histogram of target model

3.2 얼굴추

첫 번째 상 임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목표모

델을 생성하는 기화 과정을 완료가 되면 식(8)에 

따라 얼굴의 새로운 치를 추정한다. 이때, 반복계산

은 일반 으로 추정 값이 수렴할 때까지 이지만, 추

의 안정성을 해 반복회수를 고정한다. 본 실험에서

는 3회로 정했다. 

그림 5는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는 배경에 따른 얼

굴추  결과를 보여 다. 의 행은 기존의 

Mean-Shift 기법을 용한 결과이고 아래 행은 제안

한 방법을 용한 것이다. 제안한 방법은 배경과 얼굴

이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더라도 성공 으로 얼굴추

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는 배경의 향
Fig. 5 Effects by the background with similar colors

유사한 컬러분포를 가진 물체에 의해 가려짐

(Occlusion)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Mean-Shift 기법

은 그림 6-(a)와 같이 방의 손으로 추  상이 바

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이것은 그림 6-(b)의 얼

굴의 기화된 컬러 히스토그램과 그림 6-(c)의 손 

역의 컬러 히스토그램이 유사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용하면, 양방향 필터에 의해 

손 역 픽셀의 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6-(d)에서와 같이 성공 인 추 이 가능하다.

그림 7는 같은 거리정보와 다른 컬러분포를 갖는 

객체의 향을 보여 다. (a)는 형 인 Meah-Shift 

기법을 용했을 때 추정된 얼굴 역의 크기와 치

가 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얼굴 역에 

기반 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거나 얼굴방향을 계산할 

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에, (b)는 

제안한 방법을 용한 것으로, 객체의 가려짐이 있어

도 얼굴의 역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후보 역에서 가려진 픽셀을 양방향 필터를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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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는 배경의 향
Fig. 6 Effects by the background with similar colors

(a)               (b)             (c) 

그림 7. 다른 컬러분포를 갖는 객체의 향 제거
Fig. 7 Resistance against the object with different 

colors

IV.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필터 기반의 Mean-Shift 기

법을 제안하 다. Mean-Shift 기법이 얼굴추 에 

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 은 유사한 컬러분포를 갖는 

배경에 의해 추 이 실패하기 쉽다는 것과 다른 컬러

분포를 갖는 객체의 가려짐에 의해 추정된 얼굴 역

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이

러한 문제에 해 강인성을 확보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조명조건이 일정하다

는 가정 하에서 유효하다. 컬러분포가 조명조건에 따

라 바 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안정된 얼굴추

을 수행하기 해서는 얼굴의 목표 상 모델을 조명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해야만 한다. 향후 이 부분의 

연구가 추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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