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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험영상이 학습영상에 대해 조명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누구인지를 식별

하는 얼굴인식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HMM과 KLT를 이용한 얼굴인식 알고리즘의 수행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얼굴인식 방법으로 측정벡터는 직교변환(Karhuman Loevs Trans-form : KLT)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얻은 HMM의 정역학특성을 사용하여 HMM 기존의 얼굴인식 방법에서 인식률을 개선하였으며, 실험결과로써

조명의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주변 상황변화에서도 제안된 방식의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Key Words : Hidden Markov Model(HMM),Karhuman-Loves Transform(KLT),Face Recognition,

Face Detection, Recognition Rate.

ABSTRACT

The work presented in this paper describes a Hidden Markov Model(HMM)-based framework for face

recognition and face detection. The observation vectors used to characterize the statics of the HMM are

obtained using the coefficients of the Karhuman-Loves Transform(KLT). The face recogni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paper reduces significantly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previous HMM-based face

recognition systems, while slightly improving the recognition rate.

In addition, the suggested method is more effective than the exiting ones in face extraction in terms of

accuracy and others even under complex changes to the surroundings such as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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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굴인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력영상으로부

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그 응용
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얼굴인식의 대략적인 
과정은 먼저 얼굴영역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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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특징을 뽑아낸 후,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해 얼굴을 인식하게 된다. 즉, ID(Indentification 
Card)카드 등을 통하여 미리 얼굴영상과 신상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을 분리하고 해석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와 비교하여 이의 과정으로 얼굴을 인식한다
[1][2][3]. 

얼굴인식에 관한 연구로써 상관 계수와 에지 화
소 카운팅 방법은[4][5] 얼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눈이나 이마부분이 머리로 감추어져 있으
면 특징을 찾기 어렵고, 2차 통계특징을 이용한 
정합 방법의 경우는 조명에 의한 에지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득된 영상의 기울기 보정이 어려운 단
점이 있다. 그리고 얼굴에서 각 구성성분을 찾기 
위해 눈의 위치를 단지 눈의 깜빡임으로 찾는데, 
모든 입력영상에 대해 이런 제한 조건을 두는 것
은 무리이다. 또한 KLT(Karhuman Loves 
Transform)은 영상 압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
안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패턴인식 분야에서 크
게 활용되지 못하다가 1987년 kirby와 sirovich가 
KLT를 이용하여 얼굴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소
개함으로써 KLT이 얼굴 인식에 본격적으로 활용
되기 시작하였다. KLT변환은[6] 본질적으로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몇 개의 고유벡터만 사용하여
도 본래의 벡터를 잘 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이를 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고유벡터(고유
얼굴)의 개수를 얼굴영상의 픽셀 개수에 비해 작
게 선택 할 수가 있어서 패턴분류기의 수행 시에 
계산량을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은닉마코프모델(Hidden 
Markov Model : HMM)을 이용한 얼굴 검출과 얼굴
인식에 관한 프레임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또한 측
정벡터는 직교변환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얻은 
HMM의 정역학특성을 사용하여 HMM 기존의 얼굴인
식 방법에서 인식률을 개선함으로서 컴퓨터 연산을 
간략화 시킬 수가 있었다. 인식 과정은 임의의 이미지
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
된 특징을 각 은닉마코프모델에 넣어 확률을 계산한
다. 이때 확률값이 가장 큰 모델의 얼굴 신원을 이미
지의 신원으로 할당한다. 또한 얼굴의 각 구성성분들 
사이의 위치관계를 사용하여 특징들을 추출한 후 인
식을 시도하였으며, HMM과 KLT를 이용한 인식결과 

HMM보다 좋은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Ⅱ. 얼굴특징값 추출

얼굴 특징을 검출하고, 그 특징으로부터 원하는 
특징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얼굴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얼굴영상으로부터 정규화 특징값
을 추출하고, 이 특징값을 주성분분석하여 고유 
특징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얼굴특징값 모델링을 
하였다. 다음으로 주성분분석에서 변수에 해당하
는 얼굴영상과 다변량에 해당하는 얼굴영상의 모
델로부터 추출한 특징값을 이용하여 고유 특징값
을 추출한다. 그리고 임의의 얼굴영상이 입력되었
을 때, 고유 특징값과 임의의 얼굴영상의 특징값
을 비교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얼굴영상의 전체화소로부터 얼굴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한 고유특징값을 이용하였으
므로, KLT가 얼굴영상의 전체화소를 이용하여 추
출한 고유얼굴방법보다는 연산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차원의 축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람의 얼굴위치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오인식하는 문제는 얼굴모델로부터 추출
한 특징값들을 정규화하여 얼굴의 위치가 변화하
여도 얼굴 오검출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후보영역으로 선택되어진 현재의 창에서 가장 확
률이 높은 영역만을 얼굴로 검출한다. 이 접근은 
짧은 측정 벡터에서 얼굴 모형을 파악하는 방법으
로 사용되어진다. 일부 새로운 측정 벡터의 연산
만이 요구되어지는 창의 얼굴후보 영역의 연산은 
연속적인 창사이의 이동량을 고려한 비교적으로 
간략한 방법인 Viterbi 분절로 구할 수 있다. 그림 
1에 얼굴 검출 블록다이아그램을 나타내었다.일정
하게 특징값들을 추출함으로써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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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Blocks Extraction

Feature Extraction

Viterbi

Decision

  Frontal Face            Not Frontal Face

그림 1. 얼굴검출 블록다이어그램
Fig. 1 Face detection blockdiagram

Ⅲ. HMM과 KLT를 이용한 얼굴인식

얼굴인식을 위해 사용된 실험영상의 크기는 
320×240픽셀 영상들이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총 10명에 대하여 50개의 영상을 사용한다. 획득
된 영상 중 10개의 영상은 신경망 학습을 위한 학
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0개의 영상들은 
학습된 신경망의 인식률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데
이터로 사용했다. 각각의 영상 얼굴들은 조명의 
종류와 빛의 각도가 다른 영상을 획득하였다. 다
음으로 눈, 코, 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얼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눈, 코, 입과 유사
한 객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해서 이진형태
로 만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입력 영상에 존재하는 가로 방향 에지 성분만이 
검출되고, 그 중 밝은 밝기 값에서 어두운 밝기 
값으로 변하는 에지만이 출력 영상이 된다. 

얼굴의 구조적 특징값 추출을 위한 전처리 과
정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얼굴영역을 추출한 후, 
추출된 특징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산정하여 중요
도가 적은 특징을 배제한 중요도가 높은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굴의 기구적인 
특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영상 내의 얼굴 이
미지 전체를 기반으로 각 요소들의 벡터(Vector)

성분의 고유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성분을 추
출하여 분류함으로써 얼굴 전반에 대한 인식과정
을 실험하였다. 그림 2에 HMM과 HKL를 이용한 
얼굴인식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320×240 Face image

Trainng image set

HMM, KLT element analysis

Reconstitution

Comparison and Recognition

그림 2. HMM과 KLT를 이용한 얼굴인식의 흐름도
Fig. 2 Flow chart of face recognition using the

HMM and KLT

Ⅳ. 실험 및 고찰

실험에서 사용한 영상 데이터는 남자 40명과 여
자 10명 총 50명에 대해 각각 20장씩 취득하고 사
람별로 특징들을 추출한 후 다시 총 500장에 대한 
특징을 사람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렇게 추출
한 특징값들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을 추출하였다. 정규화된 눈과 입의 크기와 서로간의 
위치관계에 대한 특징값 8개를 사용하여 얼굴인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표1과 그림3은 각각 실험에 
사용된 조명조건과 샘풀얼굴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조명조건
Table. 1 Illumination condition

동영상 
데이터

총프레임수 조건

a 500
정면영상

(고유얼굴접근)

b 311 밝은 영상

c 290 어두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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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에 사용된 샘플얼굴영상의 예

Fig. 3 Example of face image

그림 4는 실험을 통하여 조명의 변화에 따른 
인식률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HMM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KLT상관관계로부터 추출된 측정 
벡터들을 이용하여 HMM을 기반으로 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HMM 방법은 제안한 방
법과 비교하여 학습한 영상에 대해 조명변화가 거
의 없을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조명의 
변화가 조금만 심해지면 바로 인식률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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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명의 변화에 따른 인식률비교
Fig. 4 Compare of recognition rate in the variable

illumination

KLT 계수로 특징벡터를 구한 시스템에서 인식 
시간을 250ms에서 700ms와 비교하였을 때 인식
률은 각각 일반적인 조명 하에서 100%, 밝은 영
상에서 99.0%, 어두운 영상에서 96.5%로 평균 정
확도는 98.53%까지 향상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KLT 기반의  HMM 알고리즘이 인식률이 가
장 높았으며, 많은 실험 영상 중에서 영상 취득 
조건에 맞는 것만을 가지고 실험한 것에 그 원인
이 있다. 또한 KLT를 기반으로 한 HMM의 오인
식률은 테스트패턴에 대해 1.47% 정도가 오인식
된 사람인데 실제로 HMM에 의한 Viterbi 알고리

즘으로 이 영상을 찾아보면 주로 안경 영상에서 
안경테 주위의 조명의 밝기에 의해 눈위치가 제대
로 찾아지지 못하는 경우와 얼굴부분이 기울어지
거나 회전되어 있는 경우였다. 표 2에 HMM과 제
안한 방법의 얼굴검출 및 수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표 2. 얼굴 검출 및 수행시간
Table. 2 Face detection and accomplish time

동영상

얼굴 검출율(%) 수행시간(s/frame)

HMM
방법

제안한방법
(HMM+KLT)

HMM
방법

제안한방법
(HMM+KLT)

a 100 100

0.091

(9.08

s/frame)

0.094

(9.40

s/frame)

b 91.0 99.0

c 82.7 96.5

평균 91.25 98.53

Ⅳ. 결  론

본 논문은 KLT 상관관계로부터 추출된 능률적
인 측정 벡터들을 이용하여 HMM을 기반으로 한 
얼굴 인식과 검출에 방식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얼굴에서의 HMM 모델링은 얼굴의 방향, 표
정의 변화에 있어서 보다 넓은 영역의 인식, 검출
이 가능한 방법이며, 인식과정은 임의의 이미지
(testing image)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이미지의 특
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각 은닉마코프모델
(HMM)에 넣어 확률을 계산한다. 이때 확률값이 
가장 큰 모델의 얼굴 신원(identity)을 이미지의 
신원으로 할당한다. 또한 얼굴의 각 구성성분들 
사이의 위치관계를 사용하여 특징들을 추출한 후 
인식을 시도하였으며, HMM과 KLT를 이용한 인
식결과 HMM보다 좋은 인식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HM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10명의 40개의 
320×240 픽셀의 영상에서는 91.2% 인식률을 보
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KLT 계수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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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알고리즘을 이용한 40명의 인식에서는 인식
시간이 250ms에서 700ms와 비교하였을 때, 인식
률은 각각 일반적인 조명 하에서 100%, 밝은 영
상에서  99.0%, 어두운 영상에서 96.5%로 평균 
인식률은 98.53%를 나타내었다.

HMM 과 KLT 상관관계를 이용한 얼굴 검출방
법에서 조명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주변 상황변
화에도 제한된 방식이 정확도 등 얼굴 검출에 있
어서 기존 방식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얼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
나 눈이나 이마부분이 머리카락으로 감추어져 있
으면 특징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데이터를 가
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얼굴검출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영상의 회전 및 다채널 영
상의 압축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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