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111

111

Ⅰ. Introduction

인간이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선천적으

로 타고나는 것으로 뇌의 특정 영역은 얼굴 인식만

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뇌 영역에 문

제가 있을 경우 얼굴을 인지 못하는 Prosopagnosia

환자로 얼굴만 이용해서 사람을 인지하기보다는

옷, 목소리, 머리 모양 및 색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

들을 인지하게 된다. 과거부터 인지 과학 쪽에서 이

러한 인간 얼굴 인지 및 인식 과정에 대한 많은 실

험이 있어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이론이 존

재해 왔다. 실제 사람은 거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물 또는 얼굴을 인지

하는데 이를 이용한 유명한 실험이 “Dr. Angry

and Mr. Smile” [1]이 있다. 주파수에 따라 서로 다

른 표정의 얼굴을 합성할 경우 거리에 따라서 화난

얼굴로 보이는 영상이 다른 거리에서는 다른 표정

인 평온한 얼굴로 보이게 된다. 또한 인간은 주변

환경과 상태에 따라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

하여 주변을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얼굴

을 인식할 때 Holistic Feature와 Local Feature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매부리 코,

큰 귀와 같이 눈에 띄는 Local Feature가 있을 경우

에 이를 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정보는 사용하지 않

고, 거리에 따라서도 멀리 있을 때는 Holistic

Feature를 가까이 있을 경우는 Local Feature를 활

용하여 Domain Feature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인간의 선택적인 정보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가 <그림 1>의 Thatcher Illusion [2]이다. 거꾸로

되어 있는 얼굴을 인간이 인지할 때는 중요

Component인 눈, 입이 뒤집어져 있어도 이를 인지

하지 못하다가, 바로 새울 때 눈, 입이 뒤집어져 있

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한다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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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면 얼굴 인식에서는 코의 높이나 매부리

코와 같은 모양이 중요한 역할을 못하지만 옆면에

서는 Dominant Feature로 활용될 수 있고, 익숙한

얼굴의 경우 External Feature (머리 모양, 수염

등) 보다는 Internal Feature (눈, 코, 입)이 더 중요

하게 사용이 된다는 점도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얼굴 인식 과정을 최근 Sinha 논문[3]에서는 20가

지로 정리를 하였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얼굴의

특징이 Holistic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유명인 2명의

얼굴을 위 아래로 나누어서 붙여 놓은 영상을 이용

해서 증명했다. 구체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얼굴

코 위 부분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코 아래 부분을 붙

여 놓으면 인지에 방해를 받아서 이 두 얼굴의 신원

을 확인하지 못하지만, 두 얼굴을 분리 해 놓으면

코 위/아래 만 있는 영상이지만 붙어 있을 때 보다

쉽게 이들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서

로 다른 얼굴 2개가 붙어 있으면 Holistic하게 인지

하는 과정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 얼굴의 Local 특징

을 파악하기 힘드나, 두 사람의 부분적인 얼굴 영역

이 나누어져 있으면 Holistic하게 인지하기보다는

바로 Local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흥미로운 점

은 조명에 따라서 사람의 인지 능력에 변화가 생긴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역전된 사진의 경우 평상

시에 보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감

정을 느끼게 되고, 평상시에는 햇빛이 위에서 아래

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있는 얼굴은 평범하

게 느끼지만 손전등과 같이 인위적인 광이 아래에

서 위로 오게 되면 보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던 얼굴 모습에 더 잘 반응을 하고 자연스러워 한

다는 점이다. 인간의 주파수 활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사람은 고주파와 저주파 영역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적인

Computer Vision 기술에서는 조명 변화에 강인하

기 위해서 고주파 성분 (ex. Edge)을 주로 사용한

다. 실제로 물체를 판별하기에는 Edge 정보와

Color 정보가 특징을 뽑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Computer Vision에서 자주 사용되는 SIFT, HOG,

LBP 같은 특징도 고주파 성분을 주로 추출하여 사

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

만 사람의 경우 자주 접하는 연예인과 같은 사람은

7x10 pixel의 저 주파수로 표현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반대로 고

주파 성분인 Edge만으로 사람 얼굴을 표현하면 아

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

을 밝혔다. 결국, 사람은 한 쪽 주파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및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얼굴 인식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다음 장에서 나올 얼굴 인식 특징의

발전상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초기

<그림 1> Thatcher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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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Vision에서 사용되는 얼굴 인식 알고리

즘은 얼굴의 Internal Feature (눈, 코, 입)만을 주

로 사용했고, 이를 위해서 얼굴 마스크를 정의하여

얼굴의 타원형 안쪽 정보만 사용하였다. 주로 외부

변화에 따른 동일인간의 Intra-variation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최근에는 사람과 유사하게 Internal

Feature 외에도 External Feature를 적극 활용하

고 있다. 이는 Internal Feature는 원거리에서 사람

을 확인할 때 불리하지만 External Feature는 원거

리 (혹은 작은 얼굴 인식)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사람과 사람을 확정적으로 구분하는 특징

으로 머리 모양 및 색과 같은 정보도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얼굴 인식 기술 동향 분석

Computer Vision에서의 얼굴 인식 방법은 <그림 2>

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입력 영상이 들어오면 얼굴

이 있는 영역을 얼굴 검출을 통해서 알아내고 얼굴

영역 중에서 중요한 Landmark (예. 눈, 코, 입)의

영역을 검출한 뒤에 일정한 크기의 얼굴 영상으로

정규화를 해준다. 이후 조명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

한 뒤에 얼굴에 고유한 특징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

출된 특징은 차원이 높을 경우 Subspace 방식을 이

용해서 차원을 낮춰주고 마지막으로 특징간의 거리

나 유사도를 비교해서 동일 인물 유무를 판별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얼굴인식 과정에 대한 예시이

고 최근 얼굴 인식기는 <그림 2>와 같은 Procedure

를 필수로 거치지 않기도 한다. 

개별적인 Procedure로 들어가기 앞서 얼굴 검출

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얼굴 검출은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Viola & Jones [4] 알고리

즘에 의해 Boosted Haar Feature 및 Cascade 구조

가 제안되었고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Boosted LBP Feature나 Multi-block LBP

Feature 등이 소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초기

<그림 2> 일반적인 얼굴 인식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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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특징만 바뀐 형태이다. 이와 같이 Viola &

Jones가 제안한 구조가 아직도 사랑 받는 이유는 빠

른 Weak Classifier의 최적의 조합을 Boosting을

이용해서 알아내고, 이러한 Weak Classifier의 조합

을 이용해서 Strong Classifier를 구성하고 Cascade

하게 배치하여서 얼굴이 아닌 영역을 빠르게 Reject

시킴으로써 실시간 얼굴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얼굴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은 논문들이 발

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얼굴 표현법을 살펴 보

기로 한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징은 Local

Binary Pattern (LBP) Feature [5]가 있다. LBP

특징은 1990년대에 Texture Classification을 위해

서 나온 알고리즘으로 중심 Pixel값과 그 주변

Pixel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진화하여 표기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LBP의

특징은 국부적인 값을 보기 때문에 조명 변화에 상

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고, 간단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경량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

다. 특히 한 값의 변화를 8bit로 표현하기 때문에

H/W 포팅에 유리하다. 보통 LBP에서 나온 결과

값을 Block별로 Histogram을 구하거나 서로 다른

해상도에서 그 값을 구해서 합치는 형태가 많이 사

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Edge 정보를 보기 때

문에 조명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보여주나, 국부적

인 그림자와 같이 Edge가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Gabor Feature [6]는 2D convolution filter

로 primary visual cortex를 모델링하여 조명에

강인한 국부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4>와 같이 보통 5 scale과 8 orientation으로

구성된 40개의 Gabor Jet을 사용한다. 보통 Gabor

Jet을 이용할 경우 입력 영상의 40배 늘어난

Response값을 가지게 되고 이를 선별적으로 처리

하기 힘들어 중요 포인트에서만 그 값을 추출하거

나 아니면 Grid 형태로 몇 픽셀씩 증가시키면서 출

력 값의 차원을 줄여주기도 한다. 또한 Gabor의

Response는 Magnitude와 Phase값이 나오는

데 Image Translation에 강인하기 위해서는

Magnitude만 사용하지만 Phase정보도 유용한 결

과를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절대 성능을 높일 때는

<그림 3> LBP 동작 방식

<그림 4> 각도, 크기에 따른 Gabor Response 예

180 176 168 1 1 0

1 0 (100000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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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75 170

169 174 170

02_1본본:02본본  14. 7. 11.  본본 3:11  Page 114



2014년 7월   115

실감 방송을 위한 얼굴 인식 기술 소개 325

두 값 모두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Gabor filter값

은 그 출력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보통 LBP 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출력 값에 LDA를 적

용하면 그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게 된다.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HOG)

Feature [7]는 상체 검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

리즘으로 입력 영상을 작은 Block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의 gradient값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 <그림 5>와 같이 표현한 알고리즘이다. 작은

Block은 Spatial 정보를 보전하면서 Block안의

Histogram을 통해서 Edge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얼굴의 특징 추출 후 의미 있는 정보

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 추출 방법은 EigenFace(PCA)[8]가

있다. EigenFace는 영상 픽셀의 Covariance를 이용

해서 그 분포도가 가장 큰 기저 벡터를 Orthogonal

하게 찾는 방식으로 다음 수식과 같이 생성된 기저

벡터의 오차 값이 최소가 되게 한다. 

수식 (2)를 통해서 Covariance 값을 구하고 (3)과

같은 eigen analysis를 통해서 <그림 6>과 같은 기

저 벡터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EigenFace는 눈,

코, 입과 같은 중요 부분에서 Edge를 뽑는

Geometric한 얼굴 인식 방법에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얼굴 인식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baseline이

된다. 

FisherFace (LDA) [9]는 Supervised 방식의 학

습 방법으로 EigenFace와 다르게 사람들의 얼굴을

가장 잘 분리할 수 있는 기저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저 벡터들이 Orthogonal

할 필요가 없고 수식 (4)와 같이 Within Scatter

Matrix와 Between Scatter Matrix를 구해서

Within은 작아지고 Between은 커지는 기저벡터를

<그림 7>과 같이 산출하게 된다. 

<그림 5> HOG 필터 Response 예

<그림 6> PCA 기저 벡터 예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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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10]

기반의 얼굴 인식은 EigenFace와 같이 복원 시 에

러 에너지 값을 최소화하거나 FisherFace와 같이

사람을 가장 잘 분류하는 기저 벡터를 생성하는 것

이 아닌 얼굴의 독립적인 요소를 잘 나타낼 수 있도

록 기저 벡터를 생성한다. 그래서 <그림 8>과 같이

얼굴을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눈, 코, 입

등의 중요 부분을 강조하는 기저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EigenFace보다 얼굴을 잘 기

술할 수 있지만 문제점은 어떤 기저 벡터가 얼굴 인

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얼굴

인식 적용에는 다른 방식들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체 얼굴 영상에서 가장 분별

력이 강한 기저 벡터를 생성하는 많은 방법이 제안

되어 왔다. 하지만, ICA라도 얼굴의 국부 특징을 표

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높

은 얼굴 인식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Component 또

는 Block기반의 얼굴 인식 방법[11]을 사용하고 있

다. 보통 <그림 9>와 같이 눈, 코, 입을 중심으로 중

요한 Block을 임의로 설계하여 기저 벡터를 독립적

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얼굴 인식기를

만들 수 있고, 이들의 정합을 통해서 인식 성능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얼굴의 Block을 추출

하기보다는 정규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눈 위치 값

을 이용해서 얼굴의 Intra Feature와 Extra

Feature를 각각 분석하는 방법[12]도 있다. 이럴 경

우 소개에서도 나왔듯이 얼굴의 내부 특성과 함께

얼굴의 외부 특성인 머리 모양 턱의 윤곽선 등을 얼

<그림 8> ICA 기저 벡터의 예

<그림 7> LDA 기저 벡터 예

(4)

(5)

<그림 9> 국부 얼굴 인식을 위한 Component 기반 얼굴 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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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인식 특징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얼굴의 Global 특징과 Local 특징을 서

로 합치는 얼굴 인식 방법[13]도 제안되어 기본 성

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 경우 낮은 성능의

Global 특징 기반 인식기도 정합 시 성능 개선에 도

움이 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경량화된 얼

굴 인식기를 만들기 위해서 Boosting 기법으로

Gabor 특징의 위치, 방향, 크기를 선택적으로 활용

하는 방법[14]도 있다. 이렇게 구성된 Gabor는 약

1,000 dimension으로 이전의 Gabor Jet을 얼굴 전

체에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그 수가 줄

어들어서 경량화된 얼굴 인식기를 만들 수 있었고,

Gabor 특징 별로 복수 개의 얼굴 인식기를 만들어

이들의 정합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낮은 성능의 인식기를 많이 만들어서 정합

하는 방식으로는 Attribute 및 Simile 인식기 기반

의 얼굴 인식 방법[15]도 있다. 머리, 코, 입 모양을

분별하는 많은 수의 인식기를 만들고 이들 결과 값

을 정합하는 방식이다. 이런 복수 얼굴 인식기 정

합을 Markov Network을 이용한 논문 [16]도 있

다. <그림 10>과 같이 기존의 정합 방법은 Score 결

과를 이용하여 정합을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개

별 인식기의 결과 값을 이웃한 인식기의 결과 값을

이용해서 update 시켜줌으로써 정합 결과를 더 정

교하게 해주고 있다. 

얼굴 특징을 기저 벡터로 변환하지 않고 몇 개의

Sparse한 값으로 표현한다는 개념의 Sparse

Representation Coding 기반의 얼굴인식[17]도 소

개되었다. 기존의 Sparse Coding 기법은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용해서 Dictionary를 학습하

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데, 상기 논문에서는

Dictionary Learning을 하지 않고 전체 얼굴 영상

을 Dictionary로 사용함으로써 Occlusion, Noise에

매우 강인한 특성을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

다. 하지만 L1 minimization을 푸는 데 시간이 걸

리고 특징 추출을 위한 Dictionary 구성이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포즈 문제 및 얼굴 내부 변화를 대

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사 예제 얼굴 기반의 방식

[18]도 제시되었다. 포즈 별로 예제 얼굴을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입력 영상과 가장 가까운 복수 예제

얼굴들을 찾아내고 다른 포즈의 입력 영상에서도

가장 유사한 예제 얼굴들을 찾아내서 이들 간에 동

일 사람이 몇 명이나 등장하는지로 얼굴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포즈에 따른 예제 영

상들이 Manifold를 형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Manifold Learning이 없이도 포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DoG 특징과 유사하게 얼굴 특징을 해상

도 별로 많이 뽑아내는 High-dimensional

Feature[19]도 최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

지만 이 경우 100k 이상의 많은 특징을 뽑아내기

때문에 실시간 얼굴 처리는 힘든 단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최근 얼굴 인식 방법은 Deep Learning

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포즈가 돌아간 얼굴을 정면

얼굴로 돌리거나[20], 수 많은 database를 이용해<그림 10> 기존 얼굴 인식기와 Markov 기반의 얼굴 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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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얼굴의 특징을 뽑아내서 얼굴 인식[21]을 수행하

는 등 그 활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Deep Learning은 전통적으로 Hand-Craft된 특징

을 사용하지 않고 Training Database만으로 이를

추정하기 때문에 특징 설계가 복잡한 ImageNet과

같은 Competition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사람 얼굴과 같이 Object의 Category를

Classification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Identification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

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논문들과 같이 Deep

Learning을 이용해 얼굴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

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조만간 많은 논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Ⅲ. 미디어 적용에 있어 얼굴 인식의
문제점

많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지만, 실제

제품 또는 미디어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

이 바로 얼굴 인식은 얼굴의 중요 Landmark를 기

반으로 정규화 후에 특징을 추출한다는 점이다. 그

렇기 때문에 눈과 같은 중요 Landmark가 제대로

추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화된 얼굴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포즈에 따라서

정확하게 눈을 찾아도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문제

가 생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11> 눈 위치 오차에 따른 정규화 오류 및 얼굴 포즈에 따른 정규화 오류

<그림 12> 실내와 실외에서 사람의 눈 부분 영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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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차원 얼굴 모델을 이용하여 정규화를 해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계산 증가는 여전히 실시간 얼굴

인식기 구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눈의 위치를 찾을 때 문제로는 보통의 눈 검출기

는 눈동자의 검은 부분을 찾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Edge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 검출이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햇빛과 같은 직사 광선 때문에 광량

을 줄이기 위해서 <그림 12>와 같이 눈을 작게 뜨게

된다. 이 경우 동공의 위치가 눈으로도 확인되지 않

기 때문에 눈 검출기의 성능이 떨어져 최종적으로

얼굴 인식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눈

위치의 모든 Landmark를 찾으면 해결 될 수 있으

나 이 경우에도 조명에 따라서 Landmark의 성능

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조명 문제의 경우 실내 조명 변화는 최근에 많이

나온 전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개선이 가능하고

LBP와 같은 국부 특징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그

해결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실외의 경우는 얼굴 내 그림자가 생겨 추가

적인 Edge가 생기고, 앞서 말한 눈 위치 오류로 인

해서 전체적인 얼굴 인식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가림 및 화장에 따른 얼굴 인식 성능 저하도 다른

biometrics 방식과 다른 얼굴 인식 고유의 문제점

이다. 가람의 경우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

용하여 눈으로도 사람의 얼굴을 구별 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의 심한 화장의 경우에도 특별

한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유사도가 많이 떨

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화장 방법에 따

른 실제 얼굴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논문도

있지만, 그 실용성에는 아직 의문이 있는 실정이다. 

촬영에 따른 문제도 있는데 <그림 14>와 같이 카

메라 White-balance 문제로 너무 밝게 또는 너무

어둡게 찍히거나 밤에 찍은 사진의 경우 흔들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플래시 사용에 따른 얼굴색

변화 문제 및 역광으로 인해 대상이 어둡게 찍히는

<그림 13> 실외 조명과 실내 조명에 따른 얼굴 색 변화 예

<그림 14> 다양한 촬영 오류에 따른 문제 및 일반적인 사진 촬영 시 배경에 따른 사람 얼굴이 작아지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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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촬영 실수는

실제 미디어상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생활에 얼굴

인식기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촬영 사진은 배경을 위주

로 사람을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등장하

는 영역이 적어 얼굴만 추출했을 경우는 눈으로도

사람이 인지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저해상도에 대

한 얼굴 인식 방법들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들 또

한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모

양이 변하거나 너무 유아일 경우에는 그 사람 고유

의 특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굴 분별도가 떨어

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나이에 따른 인식률 저하

는 1년에 10% 이상씩 그 인식 성능이 하락하기 때

문에 지속적인 얼굴 영상의 갱신이 필요하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인

식하는지 살펴보았고, 과거부터 개발되어 온 얼굴

인식 방법 및 최근 얼굴 인식 동향을 살펴 보았으

며, 실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생기

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사람의 얼굴 인식 능력

을 띄어 넘는 등 많은 기술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Computer Vision의 기반 기술인 얼굴 인식 기술을

미디어 처리에 적용한다면 더욱더 생생하고 시청자

를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미디어 방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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