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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AM(Active Appearance Model)은 변형 가능한 형태의 검출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의 하나이며, 수학 으로 최

화 문제이다. 비용함수는 최소자승 함수이어서 볼록 함수이나, 탐색 공간이 볼록공간이 아니므로 국소 최소값이 

역 최소값인 것으로 보장 되지 않는다. 즉 기값이 역 최소값 근방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지역 최소값에 수렴하

여 정확한 얼굴 윤곽 검출이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 인 입력 상에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와 유 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자를 검출하고 AAM 모델의 기화 정보로 사용함으로써 조명과 

배경에 강인한 AAM 기반의 얼굴 정합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AAM 기반 얼굴 정합 방법이 자세, 

얼굴 배경 등에 해 기존의 AAM 기반 얼굴 정합 방법보다 더 강인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ABSTRACT

AAM(Active Appearance Model)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detect deformable 2D objects and is a kind of mathematical 

optimization methods. The cost function is a convex function because it is a least-square function, but the search space is not convex space so 

it is not guaranteed that a local minimum is the optimal solution. That is, if the initial value does not depart from around the global minimum, it 

converges to a local minimum, so it is difficult to detect face contour correctly. In this study, an AAM-based face tracking algorithm is 

proposed, which is robust to various lighting conditions and backgrounds. Eye detection is performed using SIFT and Genetic algorithm, the 

information of eye are used for AAM's initial matching information. Through experiments, it 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AAM-based face 

tracking method is more robust with respect to pose and background of face than the conventional basic AAM-based face trac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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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굴 추 은 얼굴 검출과 더불어 컴퓨터 비젼 기반 

HCI(Human Computer Inferface)의 핵심인 얼굴인식, 표

정인식 등의 여러 기술을 지원하는 요한 기술이다[1]. 

얼굴 추  기술에는 상의 색 는 윤곽선 등의 특징들

을 사용하거나 형  는 외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색과 윤곽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조명 환경 등의 외부 

환경이 우수할 때는 좋은 성능을 발휘하나, 그 지 못할 

경우에는 성능이 격하게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

근에는 형태 정보나 움직임 정보 등을 병합하여 얼굴 추

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에는 Morphable Model[2], 

Active Blobs[3]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AAM(Active 

Apperance Model)[4]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AAM을 이용한 얼굴 윤곽 검출 방법은 비교  안정

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기값에 민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4]. AAM은 모델 질감(texture)과 실제 물체

의 질감 차이의 에러 제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라미

터를 찾아 물체를 검출한다. 따라서 AAM은 수학 으로 

최 화 문제이다. 비용함수는 최소자승 함수이어서 볼

록 함수이나, 탐색 공간이 볼록공간이 아니므로 국소 최

소값이 역 최소값인 것으로 보장 되지 않는다[5]. 즉 

기값이 역 최소값 근방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지역 

최소값에 수렴하여 정확한 얼굴 윤곽 검출이 어려워진

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해  검

출 부분에서 추출한  치 정보를 AAM의 정합 알고리

즘의 기화 라메타로 사용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정

확성을 높 다. 

 검출에 한 재까지의 연구에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기반으로  Zernike 모멘트를 이용하는 

 검출 방법[6], 에 한 형 을 만들고 이에 기반한 

형  정합을 이용하는 방법[7], Eigen-space를 사용한  

검출 [8]등이 있다. Eigen-space는 형  정합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학습 상에 많은 향을 받

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얼굴 표정, 상에서의 얼굴 회  

 자세, 의 응시 방향 등의 어려운 문제에 높은 성능 

개선을 가져왔으나 조명 조건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균

등하지 않은 배경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Yuile는 취득한 

얼굴 상에 여러 가지 가변 형 을 용하여  치를 

검출하는 방법[7]을 제안했다. 이러한 가변 형  매칭 방

법은 이후 다른 많은 방법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모델

을 디자인하여, 다양한 형 에 한 순환  처리에 의해 

 치를 얻어내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양

한 형태의 가변 형 을 사용함으로써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형  정합과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검출 방법[9]은 하나의 평 만을 

사용하 으나  검출율이 조하 으며,  입력 상이 

을 심으로 한 상이어여 하고, 얼굴이 움직이지 않

는 경우에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매번 

기 개체군을 랜덤하게 생성할 경우 역시 낮은 성과를 보

이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해 유 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강인한  검출 방법으로 추

출한  치 정보를 AAM의 정합 알고리즘의 기화 정

보로 사용함으로써 얼굴 특징 검출  얼굴 추 의 정확

성을 높 다. 유 자 알고리즘은 많은 탐색공간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탐색공간을 이기 하여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10]를 이용하여  후보 을 

찾음으로써 탐색공간을 이고 정확하게 을 검출할 

수 있다. 한, 이  임의 결과를 다음 임에서의 

개체군으로 사용함으로써 을 감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을 검출할 수 있다. 검출된  정보를 AAM 기화 정

보로 이용함으로써 얼굴의 정확한 특징  검출  얼굴 

추 을 한 검색 속도와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Ⅱ. AAM 을 이용한 얼굴 검출

2.1 AAM 모델링

하나의 훈련 상에 직  표기해 놓은 Landmark의 수

가 개 일때, AAM의 형태 는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는  번째 얼굴 특징 의 좌표이다. 이들에 

Procrustes Analysis[4]를 용하여 정규화된 형태벡터 집

합을 구하고 PCA(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를 용

하면 얼굴의 형태 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평균 형태 벡터이고 

는 형태벡터 집합에 한 공분

산 행렬에서 개의 고유벡터를 취하여 얻은 행렬이다. 

열벡터 는 형태 라메타이며, 를 이용하여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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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태 모델링 과정에서 얻어진 좌표집단 내부 공간의 

화소집합을 이용하여 질감의 통계학  모델링을 수행

한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 상이 존재할 때, 각 학습 

상의 형태는 다른 넓이를 가지므로 질감을 구성하는 화

소 수 한 달라진다. 따라서 각 모델 상의 질감을 평

균 형태 벡터를 기 으로 어 인 변환(affine transform)

을 수행하여 정규화한다. 형태 벡터에서와 같이 질감에 

해서도 PCA를 용하여 질감 벡터 를 (식 3)과 같이 

정규화된 평균 질감 벡터 와 개의 고유 질감 벡터 

의 선형 모델로 표 할 수 있다. 열 벡터 는 질감 라

메타이다. 

  

 
  



 
 (3)

형태 라메타  , 질감 라메타 를 (식 4)와 같이 

결합한다. 는 두 라메타 사이의 비율을 맞추기 

한 각 행렬이다. 형태와 질감의 결합 라메타 벡터 

에 PCA를 용하여 (식 5)를 얻는다. 는 고유벡터의 

집합, 는 형태와 질감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외모 

라메타이다. 외모 라메타 를 조 하여 (식 6)과 (식 7)

을 같이 새로운 물체의 형태와 질감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와 는 (식 8)과 같다. 

   
  

 


           (4)

         (5)

          (6)

          (7)

 
            (8)

2.2 AAM 정합

입력 상에 하여 최 의 외모 라메타 를 찾는 과

정이 정합(fitting)이다. 즉 AAM 모델을 용하여 입력 

상에서 얼굴 윤곽을 찾아내는 것으로, 최종 정합 을 찾

아가는 최 화 문제이다. 정합을 해 외모 라메타 와 

포즈(pose) 라메타  , 그리고 질감 정규화 라메타 

를 이용하여 하나의 열벡터로 나타내면 (식 9)와 같다. 

      (9)

   
    

      (10)

정합의 목 은 (식 10)과 같이 를 조 하여 생성한 

모델과 입력 상과의 질감 차이 의 제곱을 최소화

하는 를 찾는 것이다. 은 모델에서 추출된 질감, 

은 입력 상에서 추출한 질감이다. 

생성된 얼굴 모델이 입력 상의 얼굴과 정확하게 정

합되기 해 (식 10)의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라메타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에서  만큼 변화

했을 때의 에러 를 최소로 하는  를 구해

야 함을 의미한다. 선형  근을 해   를 1차 테일

러 확장하면 (식 11)로 치되며,  는 (식 12)와 같이 계

산된다. 

≅



        (11)

  











        (12)

Ⅲ.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자 검출

3.1 지역  최소치 추출

유 자 알고리즘의 탐색 속도와 검출 성공률을 높이

기 하여 기 개체군 생성에 사용할  후보 을 찾는

다. 동자 부분은 주  값보다 작은 밝기 값을 가진다는 

에 착안하여 SIFT[10]에서 이용한 지역  최 ․최소

치 추출 방법(detection of scale space extrema)을 사용하

다. 

(식 13)과 같이 분산을 달리하는 가우시안(Gaussian) 

커  을 입력 상 에 용하여 축소하

는 과정을 반복하여 상 피라미드 를 생성한

다. (식 14)를 이용하여 를 생성한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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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 스 일 공간상의 후보 특징
Fig. 1 Feature points on the scaled image space

(그림 1)과 같이 DoG(Difference of Gaussian) 상의 

재 치의 화소를 심으로 주변 × 역 화소값과 

2배 스 일 DoG 상, 그리고 1/2배 스 일 DoG 상에

서 각각의 같은 치에 있는 화소의 주변 × 역에 

포함되는 26개의 화소 값을 재 치의 화소 값과 비교

하고 재 치의 화소 값이 최소값이면  후보 으로 

등록한다.

3.2 형 과 유 자 구조

 형 은 (그림 2)와 같이 의 형태를 나타내는 

× 형 과 와 아래의 꺼풀을 강조하는 

× 형 을 사용한다. 

    

그림 2. 형  상
Fig. 2 Artificial iris template

그림 3. 유 자 구조
Fig. 3 Structure of chromosome

유 자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평행 이동 정보()

와 크기 변환정보( )로 구성된다. 평행 이동 정보의 경

우 이진 스트링(binary string)으로 표 하고, 크기 정보는 

실수(real number)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강인하게 을 검출할 수 

있다. 평행 이동에 한 인자들은 그 이 코드(gray- 

code)화 하여 사용한다. 그 이 코딩은 인 한 수는 단 

한 비트만 차이가 나도록 하는 코드체계이다. 각 인자들

은 8bit로 코딩하고, 체 24bit이다.

3.3 합도 함수  유 자 알고리즘

형 은 유 자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 상 로 평행 

이동  스 일 변화하여 정합되며 합도 함수에 의해

서 평가된다. 은 크기 변환 행렬이고, 는 평행 이동 

행렬일 때, 를 형 의 한 ,  를 가  과 에 의

해서 변환된 얼굴 상의 한 이라고 하면 기하학  변

환은 (식 15)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where,   ,            (15)

유 자 정보에 의한 기하학  변환 후에 형 과 형

이 치한 얼굴 상 부분과의 화소 값 차이를 이용하여 

합도가 평가된다. 목  함수(objective function)값을 구하

고, 이 값을 이용하여 합도를 구한다. 와 를 형 의 

폭과 높이이면, 목  함수 는 (식 16)과 같이 정의한다. 


 




  




         (16)

  
× 


(17)

는 형 상의 좌표(i ,j)에서 화소 값이고, 
는 얼

굴 상의 (i, j)에서의 화소 값이다. 합도 함수는 목  

함수를 이용하여 (식 17)과 같이 정의 한다. 는 형

의 화소 최 값이다. 합도 함수는 1에 가까울수록 

으로 단하기 좋은 값이다. × 형 의 합도를 

이라 하고, × 형 의 합도를 이라 할 

때, 최종 합도 함수는 (식 18)과 같이 두 합도의 가

치 평균으로 얻는다.   이다. 

        (18)

본 논문의 유 자 알고리즘은 simple GA와 동일하다. 

합도 함수에 의해서 평가된 개체는 선택 연산자에 의

해서 선택되고, 교배 연산을 한다. 기본 으로 합도가 

높은 개체를 다음 세 에서 계속 개체군에 포함시키는 

엘리트 선택법에 의하여 재생산 연산을 수행하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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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자식 개체를 복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

은 개체는 다음 세 에도 남는다. 선택 연산자로서 본 논

문에서는 룰렛 휠(roulette wheel) 선택법을 사용하 다.

교배란 두 개의 부모 개체로부터 새로운 자식을 생성

해내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균등 교배를 사용하

다. 균등 교배는 자름 선을 이용하지 않고, 스트링의 

길이만큼 랜덤 수를 발생시켜서 정해놓은 임계치와 비

교하여 클 경우 첫 번째 부모의 유 자를 갖고, 작을 경

우 두 번째 부모의 유 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돌연변

이 과정은 기 유 자 조합 이외의 공간을 탐색할 수 있

게 되어 지역  최 해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는 아주 

낮은 돌연변이율로 임의의 한 bit를 0에서 1로 혹은 1에

서 0으로 바꾸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2%의 돌연변이

율을 사용하 다.

Ⅳ. 실험  분석

Web-Cam(SmileCam, SU-320)에서 획득한 당 15 

임의 × 상에서 AdaBoost를 이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하고, 검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AAM 모델

을 기화 하 다. AAM-API[11]을 이용하여 AAM 알고

리즘을 구 하 고, Asian Face Image Database PF01[12]

를 학습 상으로 사용하여 AAM 모델링을 수행 하 다. 

PF01 데이터베이스 에서 남자 31명과 여자 6명의 얼굴 

상을 8장씩 추출하여 총 296장을 사용하 으며, 표정

과 포즈, 그리고 명암을 달리하여 구성하 다. 각 훈련

상들은 총 58개의 Landmark를 수작업으로 표기하 다.

4.1 연속 상에서 동자 검출 

200장 연속 상에서 동자 검출을 수행하 다. 

동자 검출 성공 여부는 각 상에서 직  손으로 표기한 

의 치와 검출된 의 치간 거리 차를 임계치와 비

교한다. 임계치는 각 상에서 동공 반지름 길이를 사용

한다. 이때 왼쪽 과 오른쪽  에서 하나라도 임계치

보다 클 경우 실패로 정하 다. 개체수는 5, 세 수는 

80을 사용하 고 (표 1)은 총 7번의 실험을 한 결과이며, 

96%의 평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 임의 기 

개체군은 이  임의 마지막 개체군과 재 임

의 SIFT에 의해서 생성된 개체군 에서 합도가 높은 

상  5개의 개체가 사용된다.

표 1.  검출 결과 
Table. 1 Eye detection result

 1  2  3  4

결과 96 % 96% 97% 97%

5 6 7 Total

결과 95% 96% 96% 96%

(그림 4)는 성공으로 분류된 결과이다. 을 감은 

상에서도 이  임의 개체군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출에 성공할 수 있다. 동자 역을 추 하는 형  형

태의 특성상 얼굴 방향과 의 시선이 다른 경우에도 정

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

그림 4. 성공으로 분류된 상
Fig. 4 Example of the correct result

(그림 5)는 실패로 분류된 상들이다. 왼쪽 상과 

같이 주로 썹과 같은 검정 계통의 역에서 오검출이 

많이 발생한다. 오른쪽 상의 경우는 동자의 치에 

정확히 매칭 되지 않아서 실패로 분류되었다.

그림 5. 실패로 분류된 상 
Fig. 5 Example of the error result

4.2 연속 상에서 얼굴 추  

기화 방법을 달리하여 도출된 검색 결과를 Ground- 

Truth 얼굴 형태와 비교하여 성능을 단 한다. 정합 성

능을 비교하는 기 으로써 정합된 형태의 과 Ground- 

Truth에 응되는 Landmark들의 RMS 오차와 AAM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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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최종 정합까지의 반복 회수를 사용하 다.

AAM 정합 실험에서는 총 3가지의 실험을 한다. 실험 

1은 얼굴 검출에서 획득된 얼굴 정보를 이용하여 스 일 

조정하고, AAM-API에서 제공하는 “auto”방식을 사용한

다. 이 방법은 임 상의 체 역을 상으로 포즈 

라메타를 변화 시키면서 후보 형태를 생성하고, 모델

과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후보 형태를 기값으로 지정

하여 탐색을 시작한다. 이 논문에서는 검출된 얼굴 역

으로 탐색범 를 조정하 다. 실험 2는 제안하는 방법으

로써 검출된 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AAM의 기화

를 수행한다. 검출된 의 거리차를 이용하여 얼굴 형태

를 스 일 조정하고, 검출된 의 치를 이용하여 평행 

이동 거리를 계산하여 탐색 치를 설정하며, 의 각도

를 이용하여 회 시켜 기화 한다.  검출이 실패된 

임은 이  임의 최종 검색 정보를 넘겨받아서 

기화를 실시한다. 실험 3은 검출된 얼굴 역 크기를 기

반으로 스 일 조정하고 얼굴 역 사각형의 을 

기 치로 사용하 다.

 200장의 연속 상에 하여 실험하 으며 (표 2)는 

결과이다. 모든 성능 면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실험 2가 

실험 1과 실험 3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얼굴 사각형

의 에 기 치를 설정하는 실험 3의 경우 얼굴 

역에 제 로 기화 되지 않아 좋지 않은 정합 결과가 자

주 발생하 다. 

표 2. 얼굴 추  결과 
Table. 2 Face tracking result

실험 1 실험 2 실험 3

RMS 오류 6.09 4.34 9.24

정합 반복 횟수 11.30 7.22 13.57

(그림 6)과 (그림 7)은 연속된 상에서의 3가지방법

의 실험 결과이다. 실험1의 경우 기화 과정에서 후보 

형태가 잘 검출되지 못하여 최종 정합 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실험 1과 실험 3에서 스 일 조

정에 실패하여 체 인 탐색을 하지 못하고, 코와 입 

부분에서 지역 최소값에 수렴하여 정확한 얼굴 윤곽 검

출에 실패 하는 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

에서는 입력 상의 , 코와 입 부분이 정확히 정합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스 일 조정과 의 간

의 평행이동거리를 이용해 포즈 조정하여 기값과 배

경에 민감한 AAM 탐색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었다. 

  

그림 6. 얼굴 추  결과
Fig. 6 Example of the face tracking result

그림 7. 얼굴 추  결과
Fig. 7 Example of the face track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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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물체 검색 시 기화에 민감한 AAM기

반 얼굴 추  알고리즘을 보완하기 해 Adaboost를 이

용하여 얼굴 역을 검출하 다. SIFT와 유 자 알고리

듬을 이용하여 정확한  치를 검출하고 AAM 모델의 

기화시 포즈와 모션을 보정함으로써 조명변화에 강

인하면서,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조건을 달리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얼굴 

추  방법이 자세  복잡한 얼굴 배경 등에 해서 기존

의 일반 인 AAM 기반 검색 방법보다 성공률에 있어서 

더 효과 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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