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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얼굴 요소의 자연적 특징과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융합한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지금까지 PCA 를 비롯한 다양한 얼굴인식 알고리즘이 소개되었지만, 얼굴 

영상을 하나의 ‘신호’혹은 ‘벡터’로 간주하여 이를 수학적 접근법으로 풀이하는 방법이 대부분이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템플릿 정합 기법을 이용하여 눈썹, 눈, 턱 등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

는 특징 분류기를 통하여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별로 PCA 분류를 진행하는 2 단계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이를 CMU-PI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증하고, 실험 결과를 논의하였다. 

 

1. 서론 

얼굴 인식 연구는 영상 처리의 초창기부터 현재까

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1, 2, 3] 이는 
사용자의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하고, 저렴한 하드웨

어 구축 비용을 통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와 HRI(Human Robots Interaction)를 구현하는데 유용

하다. 현재는 스마트폰이나 랩탑과 같은 모바일 기기

 등에서 엔터테인먼트 및 보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얼굴 인식은 크게 전역(Holistic)방식과 지역(Local)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역 방식은 얼굴 영상 자체를 
하나의 벡터로 취급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PC
A[4, 5], LDA(Linear Discriminat Analysis)[6], ICA(Inde
pendent Component Analysis)[7]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에 지역 방식은 얼굴의 특정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써 다양한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방식과 전역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

리드 방식의 연구도 활발하다.[8, 9, 10] 이는 상대적

으로 환경에 강인한 지역적 특징을 전반적인 성능이 
뛰어난 전역방식에 접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인식에 사용되는 영상을 
하나의 벡터로 취급하여 이를 수학적 기법으로 풀이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인간과 유사하게 눈, 눈썹, 
얼굴의 형태 등의 세밀한 지역적 특징을 이용한 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1, 11, 1
2] 

이는 영상이 외부 환경(자세, 조명 등) 변화에(자세,
 조명 등)에 민감하여 의미 있고 불변성이 강한 특징

 추출이 상당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얼굴의 대표적 구성 요소인 눈

썹, 눈, 턱의 특징을 구분하는 특징 분류기(Natural Fe
ature Classifier) 를 구성하여 각 특징에 따라 얼굴 그
룹을 분류하고, 각 분류된 그룹에 PCA 를 적용하여 2
단계 알고리즘을 완성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구성을 설명하고, 3 장

에서는 CMU-PI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험 및 분
석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4 장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2. 제안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1
과 같다. 학습 영상들은 특징 분류기에 의해 그룹핑 
되고, 각 그룹은  PCA 를 통해 하위 공간을 생성하여, 
학습 영상을 투영함으로써 전체 학습을 완료한다. 

 

(그림 1)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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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영상도 마찬가지로, 특징 분류기를 통해 얼굴

 특징을 구분하고, 구분되는 경우 해당되는 그룹으로

 투영되어 학습 영상들과의 유사도를 판별한다. 단, 
하나의 특징도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학습 
영상에 대한 PCA 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로 이용한다.
 이 때, 구별되는 특징의 개수에 따른 검증 과정을 
추가하였다. 
 

 

(그림 2) 각 특징 분류기에 사용된 템플릿 

 
그림 2 는 특징 분류기를 구성하는 각 얼굴 요소들

에 사용된 템플릿을 나타내고 있다. 특징 분류기는 
사람 얼굴이 일반적으로 대칭된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좌/우측의 결과가 동일하고, 임계 값(T0) 이상인 경우

에만 특징이 분류되도록 진행하였다. 임계 값은 인식

된 학습 영상들의 절대값 차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특징 분류기는 각 특징에 따라 2 개의 그룹으로 나누

어 지며, 독립적인 관계로, 전체 영상 그룹을 합하여 
총 9 개로 그룹이 구성된다. 

특징 분류기는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각 그룹은 구분되는 영상으로만 구성되는 것
이 아니라, 모호한 경우도 포함하여 그룹을 구성 하
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각 그룹과 전체 학습 영상에 대하여

 PCA 기법을 통해 고유 공간을 생성하고 영상들을 
투영하여 학습 작업을 완료한다. 

시험 영상의 경우에도 특징 분류기를 통해 구분하

고, 단 하나의 특징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
체 영상 그룹으로 다음과정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검증 과정에서는 구분된 특징의 개수에 따라 분기

하여 검증하도록 진행하였다.  
단 하나의 특징도 구분되지 않거나, 하나만 구분 

될 때에는 인식 결과와 모양의 유사도를 따져 임계 
값(T1) 이하의 경우 접속을 거부하도록 결과를 나타내

었다. 
여러 개의 특징이 구분되는 경우, 각 특징별 인식

결과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최다 득표가 1 인

경우에는 전체 영상에 대한 인식 결과를 받아 재투표

 하도록 구성하였다. 
재투표 결과에 따라, 전원 일치하는 경우 혹은 최

다 득표영상의 특징 유사도가 임계 값(T2)이상인 경우

에만 인식하도록 하였다. 

 
3. 실험 및 분석 

제안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CMU 의 PIE 데이

터베이스[13]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PIE 는 6
8 명에 대해 자세(Pose), 조명(Illumination) 및 표정(Exp
ression)에 따른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명 변화

 영상만 사용하였으며, 안경을 쓰거나 머리카락에 의
해 눈썹이 보이지 않는 인물을 제외한 28 명의 682 장

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본 알고리즘의 주 목적은, 얼굴 요소의 자연적 특

징을 통한 얼굴 인식 가능 여부와, 각 특징이 얼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얼
국의 각 요소들은 핸드 마킹(Hand Marking)으로 추출

하였으며, 추출된 영상들은 가장 큰 영상에 맞추어 
정규화 하였다. 

인물 당 24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영상은 
조명이 가장 좋은 한 장의 사진만을 사용하고, 나머

지는 시험 영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특징 분류기 성능을 표 1 과 표 2 에 나타내었

다. 
 
<표 1> 특징 분류기에 의해 특징이 구분된 영상의 수 

 
EB1 

Shape1 
EB2 

Shape2 
Eye 

Shape 
Jaw 

Shape 
Unknown 509 466 580 438 
Shape1 42 151 30 125 
Shape2 93 27 34 81 

Rate 21% 28% 10% 32% 

 
 

<표 2> 인물 별 특징 분류기에 의해 구분된 얼굴 특징 분

석 예 

ID
 

EB1 
result 

EB2 
result 

Eye 
result 

Jaw 
result  

01

Train Ambiguous Shape2 Shape1 Ambiguous

Test

5 13 20 21 Ambiguous

3 Shape1

18 10 
 

2 Shape2

ID
 

Eb1 
result 

Eb2 
result 

Eye 
result 

Jaw 
result  

02

Train Ambiguous Shape1 Ambiguous Ambiguous

Test

23 1 22 23 Ambiguous

22 1 Shape1

 
Shape2

ID
 

Eb1 
result 

Eb2 
result 

Eye 
result 

Jaw 
result  

03

Train Shape1 Shape1 Ambiguous Ambiguous

Test

4 2 22 23 Ambiguous

19 21 1 Shape1

 
Sha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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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분류기의 경우, 비록 분류 성능은 낮지만, 동
일 인물의 영상에 대한 특징 추출 결과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인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한 것은, 특징  분류기에 

의해 그룹으로 나누어 진 학습 영상들이 비슷한 얼굴 
특징 형태에 따라 새로운 고유 값과 고유 공간을 생
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따른 인식률 향상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험 결과, 전체 인식률은 PCA 에 비해 3 장만 증

가한 반면, 하나의 특징이라도 구분 된 경우에는 각 
그룹별 인식 결과과 최소 2%이상의 인식률 향상을 
기록하였다. 
각 그룹별 인식 결과가 뛰어남에도 전체 인식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2 가지로 분석 할 수 있다. 
첫 째, 대부분의 시험영상이 하나의 특징도 분류되

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654 장의 시험영상

중에 246 장이 하나의 특징도 구별되지 않아 제안된 
알고리즘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둘 째, 각 분류된 특징들에 대한 조합 방법에 따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EB1 Set 에서는 인식

결과가 올바른 인물로 나오지만, Jaw Set 과 Eye Set 에
서는 다른 인물로 나와 최종 인식결과가 틀리는 경우

가 발생하게 된다. 즉, 분류되는 특징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안이나, 조합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 되
어야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얼굴 요소의 특징들을 분류하여 그
룹핑 하는 특징분류기와 전역 방식의 PCA 를 융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얼굴의 자연적 특
징이 인식에 충분히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더 많은 자연적 특징들을 사용할 경우, 
충분히 얼굴 인식 알고리즘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

나 사용되는 특징들에 대한 가중치나 조합 방법에 대
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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