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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 러닝을 이용한 방법들이 이미지 분류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임에 따라, 복잡한 특징을 담

고 있는 얼굴 이미지에 대해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미지로부터 주요한 

특징들을 추출하여 간결하게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기술자 (Image descriptor)를 딥 

러닝을 통해 생성하는 연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딥 러닝 끝 단에 있는 Fully-connected 

layer 의 출력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미지의 의미론적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학습된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기술자는 실수형 벡터 데이터로서, 한 장의 이미지를 수치화 하여 비슷한 이미지 사이에

는 벡터 거리가 가깝게, 서로 다른 이미지 사이에는 벡터 거리가 멀게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학습된 인공 신경망을 통과시켜 얻은 얼굴 이미지 기술자를 활용하여 멤버 분류를 위한 두 

개의 인공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얼굴 인식에 널리 

사용되는 벤치 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이 높은 정확도로 멤버를 분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멀티미디어와 카메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매일 

새로운 이미지가 기하 급수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딥 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작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미지 분류는, 이미지가 어떤 사람

인지, 혹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나누는 작업에 

중점을 두며, 이는 실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그

룹의 멤버로 등록하고, 쿼리 이미지가 그 그룹에 속

하는 지를 분류할 수 있는 멤버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지 기술자 (Image descriptor)란,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짧은 코드로서, 대표적으로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rom) [1]나 SURF 

(Speed-Up Robust Features) [2]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기술

자들은 RGB 각 채널의 고유한 특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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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scale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므로, 분류 성능에 

한계를 가진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지의 레이블 정

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분류 성능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반면, 이미지

의 레이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딥 러닝 기반의 

이미지 기술자들은 이미지 분류 영역에 있어서 기존

의 방식들 대비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성능이 높은 멤버 

분류기를 만들고자 한다.  

2. 데이터 셋

그림 1. LFW 데이터 셋 예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셋은 얼굴 

이미지 분류에서 널리 쓰이는 Labeled Faces in the 

Wild (LFW) [3] 데이터 셋으로, 그림 1 은 데이터 셋

에 담긴 예시 이미지들을 나타낸다. 본 데이터 셋은 

총 13,233 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5,749 명의 사람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예시 

이미지와 같이, 성별, 나이, 인종의 구별 없이 다양한 

사람의 얼굴 이미지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시 이

미지를 살펴보면, 한 장의 이미지에 다른 사람의 얼

굴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얼굴 이외의 

다른 물체나 배경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멤버 분류기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림 2. 얼굴 영역 검출 및 정렬 예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얼굴 이미지를 멤버 

분류기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그림 2 와 같이 딥 러

닝 기반의 얼굴 추출기(Face Detector)인 MTCNN [4] 

알고리즘을 LFW 데이터 셋에 적용하여, 얼굴 영역을 

찾아내어 이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더 높은 정확

도를 얻기 위해, 찾아낸 얼굴 영역에 대해 이를 정면

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적용된다. 

3. 이미지 특징 추출 및 멤버 분류기 학습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

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 가

장 대표적인 방식은 인공 신경망의 Fully connected 

layer 의 출력인 피쳐 벡터를 이미지 기술자로 활용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얻은 이미지 기술자는, 인공 

신경망의 심층 구조에서 추출된 다양한 이미지 피쳐

를 압축하여 실수 값의 벡터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지 레이블을 사용하여 이미지 사이의 의미론적 

상관관계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적절한 목적함수를 

통해 인공 신경망을 학습한다면 이미지 기술자 사이

에서 높은 분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인공 신경망 피쳐 추출기로는 FaceNet [5] 알고리

즘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사용한다. FaceNet 알고리

즘은 이미지로부터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 기술자를 

인공 신경망을 통해 추출한 뒤, 이를 삼중항 목적함

수 (Triplet Loss)를 통해 학습하여, 의미론적 상관관

계를 이미지 기술자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학습한

다. 이에 사용되는 목적 함수는 아래의 식 (1)과 같다. 

𝑳𝑻𝒓𝒊𝒑𝒍𝒆𝒕 = 𝐝(𝐚, 𝐩) − 𝐝(𝐚, 𝐧) + 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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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d(∙,∙)는 유클리디안 거리, 𝐚는 앵커 이미지 

기술자, 𝐩는 앵커와 같은 레이블을 갖는 샘플의 이미

지 기술자, 𝐧 은 앵커와 다른 레이블을 갖는 샘플의 

이미지 기술자를 의미하고, 𝑚 은 이 둘의 거리 사이

에 여유 공간을 주기 위한 양의 실수 값이다. 이 때, 

피쳐 추출기의 구조로는 Inception-ResNet v1 [6]가 

사용되었으며, 데이터 셋으로는 약 300 만 장의 이미

지로 구성된 VGG-FACE2 [7]가 사용되었다. 

그림 3. 멤버 분류기 예시 

인공신경망 기반 이미지 기술자는 위의 특징 추출

기를 활용하여 얻어지는데, 이는 128 차원의 실수 값 

벡터의 형태를 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

하여 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짓고, 쿼리 이미지가 

그 그룹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 지를 구분할 수 있

는 멤버 분류기를 학습한다. 멤버 분류기의 입력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림 3 과 같

이 Fully connected layer 세 개와 2 개의 ReLU 

(Rectified Linear Unit)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멤

버 분류기를 구성한다. 이 때, 각 Fully connected 

layer 의 차원은 [128×256], [256×128], [128×2] 로 

출력으로 멤버인지 아닌지의 확률 값인 logits 를 생

성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Softmax 함수를 적용하

여 logits 값을 0~1 사이의 확률 값(𝒚𝒊�̂�)으로 매핑하

는 과정을 거친다.  얻어낸 확률 값과 멤버 레이블을 

활용하여 아래의 식 (2)의 Binary Softmax Cross 

entropy(BCE loss)를 계산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멤버 분류기를 학습한다. 

𝑳𝑩𝑪𝑬 =  −
𝟏

𝑵
∑ ∑ 𝒚𝒊𝒌𝒍𝒐𝒈 𝒚𝒊�̂�

𝟐
𝒌=𝟏

𝑵
𝒊=𝟏 (2) 

4.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은 두 개의 멤버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을 목

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LFW 데이터 셋의 

13,233 장의 이미지를 두 개로 그룹 지어서, A 그룹

은 2,749 명의 5,000 장의 이미지로 구성하고, B 그룹

은 남은 3,000 명의 8,000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A 그룹 멤버 분류기는 5,000 장의 이미지를 멤버

로 구분하고, B 그룹의 이미지와 VGG-FACE2 데이

터 셋에서 랜덤하게 추출한 5,000 장의 이미지를 멤

버가 아닌 이미지로 학습한다. 마찬가지로 B 그룹 멤

버 분류기는 8,000 장의 이미지를 멤버로 구분하고, A 

그룹의 이미지와 앞과 동일한 VGG-FACE2 의 이미

지로 학습한다. 성능 평가는 정확도 (Accuracy, %)

로 측정하며, 각 멤버 분류기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

터 셋 모두를 인증 시도로 사용하여(각 5,000 번, 

8,000 번) 정확도를 측정한다. 

제안하는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비지도학습 기반

의 클러스터링 방식인 K-means clustering 과 다른 

지도 학습 기반인 LIBSVM [8]을 활용한 분류기를 구

성하여 멤버 분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둘은 우리

가 제안하는 방법과 동일한 이미지 기술자를 사용하

여 멤버 분류기를 학습한다. 

Group A Group B 

Ours 92.2% 91.6% 

K-means 58.8% 52.8% 

LIBSVM [8] 84.2% 83.0% 

표 1. 신경망 성능 실험 결과 

표 1 에 따르면,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알고리즘들

에 비해 월등한 성능으로 멤버 분류를 수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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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다. K-means 방식과의 차이는 지도학

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LIBSVM 과의 차이는 인공 신

경망이 멤버 분류기를 학습하는데 더 최적화되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 기반의 이미지 기술자

를 효과적으로 그룹화 하여 멤버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인공 

신경망 기반 이미지 기술자를 쉽게 원하는 대로 그룹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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