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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증(Face Verific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깊은 삼중 항 네트

워크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증을 거리기반 유사도 문제로 보고, 딥러닝 기반 메트

릭 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딥 메트릭 러닝 중 하나인 삼중 항 네트워크를 깊게 쌓기 위해 

ResNet50, ResNet101과 경량화 모델인 MobileNet v3를 적용하였으며, 위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

미지의 특징 추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추후 복잡한 모델이 

필요한 영상 데이터 내 얼굴 식별 모델에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얼굴 검증(face verification), 삼중 항 네트워크(triplet network), 메트릭 러닝(metric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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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연구는 동일 인물 검증을 위한 기초 연구로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기술 중 하나인 얼굴 검증(Face Verification)을 

수행하고자 한다. 얼굴 검증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새로 들어온 이미지가 특정 인물과 동일인인지 검증하

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때 여러 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에 “분류”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인스턴스 객체를 맞추어내

야 하므로 기존의 인물 사진과 거리 유사도를 사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메트릭 러닝(Metric learn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딥 메트릭 러닝의 다양한 손실함수 중 삼중 항 

손실(Triplet loss)을 사용하고, 깊은 망인 ResNet과 경량화 모델

인 MobileNet 적용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기준 이미지와 

동일 인물의 이미지, 타인의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이미지 간의 거리는 좁히고, 유사하지 않을 경우보다 먼 거리를 

갖도록 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메트릭 러닝(Metric Learning)

메트릭 러닝은 샘플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는 유사한 샘플 간의 거리를 줄이고, 다른 샘플 간의 

거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학습한다.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

하면서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딥 메트릭 러닝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미지의 효과적인 특징 추출을 

위해 딥 메트릭 러닝을 사용하였다.

1.2 삼중 항 네트워크(Triplet Network)

Fig. 1. Triple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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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항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3개의 입력 이미지를 모델에 

넣어 서로 간의 거리를 구해 삼중 항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훈련한다. 

삼중 항 손실함수[1]는 다음과 같다.

   
 max ∣∣  ∣∣ ∣∣   ∣∣ 

삼중 항 손실은 Anchor (A), Positive (P), Negative (N)(기준 

이미지, 동일 인물 이미지, 타인 이미지)의 3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손실 값을 계산하여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이미지일 

때와 부정 이미지일 때의 거리감을 비교하여 학습시키기 위해 삼중 

항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Fig. 2. Research framework

1. 데이터

데이터는 ‘PubFig Dataset’[3]을 사용하였다. Pub Fig 데이터

는 150명의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개인마다 여러 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전처리는 삼중 항 네트워크를 위해 앵커(Anchor) 이미

지, 긍정(Positive) 이미지, 부정(Negative) 이미지로 인물별로 

구성되어있는 이미지들을 매칭하는 과정을 거쳤다. 후에 데이터

를 정규화하여 15,000개의 학습,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다.

2. 모델

전체 네트워크 구조는 삼중 항 네트워크(Triplet Net)를 사용하

였고, 특징 추출을 위한 내부 모델로 ResNet50, ResNet101, 

MobileNet v3를 사용하였다.

3. 실험

Model val_loss
# of 

parameters

time

(ms/step)

ResNet50 0.2935 60.5M 498

ResNet101 0.3044 112.3M 795

MobileNet.v3 0.3461 26.5M 324

Table 1. Comparison model result 

실험은 세 모델 모두 동일한 epoch으로 수행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각각의 결과는 검증 손실 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량 모델인 MobileNet v3가 타 모델보다 

학습 파라미터가 적지만 성능의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제안한 모델의 결과 예시로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여 

동일 인물을 구분하는 테스트에서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Model results

IV.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 삼중 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일 인물과 

타인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이미지의 특징 추출을 위해 세 가지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였고 그림 3의 결과처럼 동일인의 이미지

와 타인의 이미지는 잘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동일 인물 검증의 모델로 경량화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내의 한정적인 

인물 수와 일반화 목적의 다양한 각도와 위치의 이미지 사용은 

높은 성능과의 Trade-off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한계와 목적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 특징점(landmark)을 

잡은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를 경량화 모델에 학습함으로

써 해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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