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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와 RBFNNs 패턴분류기를 이용한 인식성능 비교연구

Design of Robust Face Recognition System to Pose Variations Based on Pose Estimation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Performance Using PCA and RBFN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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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compare the recognition performance using PCA and RBFNNs for introducing robust face 

recognition system to pose variations based on pose estimation. proposed face recognition system uses Honda/UCSD database 

for comparing recognition performance. Honda/UCSD database consists of 20 people, with 5 poses per person for a total of 

500 face images. Extracted image consists of 5 poses using Multiple-Space PCA and each pose is performed by using 

(2D)2PCA for performing pose classification. Linear polynomial function is used as connection weight of RBFNNs Pattern 

Classifier and parameter coefficient is set by using Particle Swarm Optimization for model optimization. Proposed (2D)2PCA- 

based face pose classification performs recognition performance with PCA, (2D)2PCA and RBFN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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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문, 손, 얼굴, 홍채, 망막, 정맥 등의 신체적인 특성과 글씨

체, 음성, 걸음걸이 등의 행동학적 특성 등 개별적인 생체 특성을 

이용해 보안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

은 네트워크 환경과 정보 발달에 의한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사

용자 인식 기술이 필요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식 

기술의 경우 암기를 해야 하거나 분실 및 도용 등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

하는 생체인식 기술은 분실 및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네트워크 및 금융 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얼굴 

인식의 경우에는 다른 생체인식 기술과 달리 비접촉식으로 사용

자의 불편함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얻은 영상 내의 얼굴 추적 및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얼굴인식은 고정식 카메라를 정면에 

두고 응시해야 하는 통제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 정면을 응시하지 않으면 인식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을 가진

다. 따라서 성능이 개선된 얼굴인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의 

변화와 포즈의 변화에 대해 얼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

며, 정면이 아닌 포즈를 사용하여도 대상의 얼굴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에서 추출한 Honda/UCSD와 IC&CI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차원 얼굴인식을 수행한다. 데이터베이

스와 인식성능 확인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의 포즈 추정을 하기 

위해 전처리 기법인 (2D)2PCA를 사용하여 각각의 포즈를 추정

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2차원 얼굴 데이터는 PCA와 다항식 기

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인식 성능 비교를 위해 각각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PCA 기반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할 때 PCA의 인식성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2D)2PCA도 사용한다. 다음은 분류된 포즈기존 RBFNNs 패턴분

류기를 확장한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는 FCM(Fuzzy 

C-Means)알고리즘을 통해 은닉층 활성함수의 형태를 표현하여 

패턴분류기의 전반부 구조 동정을 수행한다. 상수항이었던 연결

가중치의 값은 일차식, 이차식, 변형된 이차식과 같은 3가지 다항

식의 형태로 확장하여 후반부 구조 동정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다항식 형태의 연결가중치를 사용함으로서 퍼지 규칙과 같은 언

어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해졌다. 후반부 파라미터 동정은 각 

규칙에 대한 파라미터를 독립적으로 구하는 WLSE 방법을 사용

하였다. 빠른 학습 속도와 높은 인식 성능을 위한 파라미터 최적

화는 입자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Particle Swarm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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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2차원 얼굴인식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포즈 추정과 인식성능을 구현하기 위

한 차원축소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이용한 포즈분류 

및 추정을 설명한다. 5장과 6장에서는 패턴분류기의 구조 설계를 

위한 파라미터 최적화를 구성 및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

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Honda/UCSD와 

IC&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험 및 결과 고찰에 대하여 설명

한다.

2. 차원 축소 알고리즘

 2차원 이미지는 본래의 이미지 그대로 얼굴 인식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할 경우 고차원 데이터로 인식 속도 및 성능의 저

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식을 수행하기 전에 차원 축소 알

고리즘을 수행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축소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CA 알고리즘과 (2D)2PCA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포즈 추정을 위한 특징값 추출 및 인식성능 산출을 위해 

이를 진행하였다.

2.1 주성분 분석법(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영상에서 추출된 이미지는 2차원의 영상 이미지이고, 고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성능 및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 대표적인 차원축소 알고리즘인 주성분분석법(PCA)을 사용

하여 차원을 축소한다. PCA는 고차원의 특징벡터를 저차원의 특

징벡터로 정보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차원을 축소시키는 대표

적인 알고리즘이다. PCA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인식은 얼굴영상

의 크기가 N × N 이고 인식 후보 얼굴영상의 개수가 M 개 일 

때 각 후보 얼굴영상을 M개의 N2 × 1 행 벡터로 인식후보의 

얼굴벡터 집합을 구성한다. 인식후보들의 얼굴벡터 집합을 사용

하여 평균영상을 구할 수 있다. 공분산 행렬을 구하기 위해 학습

영상 벡터와 평균 얼굴영상 벡터의 차 영상벡터를 구한다. 이 결

과는 N2 × M행렬이 되며 공분산행렬은 N2 × N2의 차원을 갖

는다. 공분산 행렬로부터 M개의 고유 값 λi와 이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를 계산한다. 여기서 고유 값에서 얻어진 고유벡터를 N 

× N 로 재배열하면 사람 모양과 닮은 고유 얼굴을 얻을 수 있

다. 고유 얼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며 고유 얼굴이 완성

되면 얼굴인식을 위한 학습단계가 끝나게 된다. 새로운 인식 후

보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인식후보들의 평균 벡터를 사용하여 차 

벡터를 만들고 그것을 학습 단계에서 만든 고유 얼굴에 투영하여 

각 인식후보들과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가장 작게 나오는 사람을 

인식 대상으로 판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PCA를 이용한 얼굴인식

과 얼굴인식 이전에 필요한 포즈분류에서 사용하였다. 포즈 분류

과정에서는 포즈별로 PCA 공간을 구축하고 테스트 이미지의 유

사성을 비교하여 얼굴 포즈를 분류한다. 주성분 분석법의 수행단

계는 아래와 같다. 

[Step 1] 인식후보의 얼굴 벡터 집합 구성

        (1)

[Step 2] 평균과 분산을 기준으로 이미지 정규화 수행

    ×


 (2)

[Step 3] 평균 얼굴 벡터를 계산

 


  



 (3)

[Step 4] 인식후보 얼굴 벡터와 평균 얼굴 벡터와의 차이 벡

터를 계산

    (4)

[Step 5] 인식후보 얼굴에서 공분산 행렬을 계산

 


  



 ∙∙
 (5)

[Step 6] M개의 고유벡터에서 가장 큰 고유값을 갖는 M'개 

만을 선택

 (6)

[Step 7] 각 인식후보 얼굴과 고유벡터와의 사영을 통해 가중

치를 획득

    (7)

(a) 일반 데이터 분포 (b) 데이터의 차원 축소

그림 1 주성분 분석법(PCA)의 차원축소

Fig. 1 Dimensional Reduction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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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D)2PCA : 2-Directional, 2-Dimensional PCA

 (2D)2PCA 알고리즘은 행 방향으로 차원을 축소한 (2D)PCA

와 열 방향으로 차원을 축소한 (2D)PCA를 결합한 방식으로 2차

원 이미지의 특징을 양쪽 방향에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말한

다. 이렇게 생성된 2개의 특징 행렬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인식 

후보들이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8)

앞서 설명한 행 방향으로 차원을 줄인 (2D)PCA와 열 방향으

로 차원을 줄인 (2D)PCA의 특징 행렬U 와V 는 행 방향으로

m1 × d1 만큼 차원이 줄어들고, 열 방향으로 m2 × d2 만큼 

차원이 줄어든다. 따라서 Y 의 행렬의 크기는 m1 × d2의 크

기를 갖는다. 이렇게 행과 열의 특징 벡터 중에서 가장 큰 몇 개

의 주성분만을 추출하여 차원을 줄임으로써 2DPCA와 같은 인식

률을 가지며 계산하는 차원이 줄어서 연산의 속도가 감소하는 장

점이 있다.

3. Multi-Spcae PCA를 이용한 얼굴 포즈 분류

3.1 Multi Space PCA를 이용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성

얼굴 추적기에서 얻어지는 얼굴 영상 시퀀스를 그대로 얼굴인

식에 사용할 경우 포즈변화에 따른 얼굴 이미지의 차이를 고려하

지 않으므로 성능의 저하가 불가피하다. 얼굴 인식성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추적기에서 추출된 얼굴을 포즈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포즈 안에서 얼굴 인식을 해야 한다. 얼굴포즈를 분류하기 위해

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같은 포즈들을 그림 3과 같이 yaw 각

도(±90°, ±45°, 0°)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된 이미지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하고 각 포즈별로 PCA를 수행하여 포즈별 고유 얼

굴 벡터를 갖는 Multi-Space PCA 공간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테스트하려는 얼굴 이미지를 각 PCA 공간으로 투영

하여 그 거리를 계산하고 최소 거리를 갖는 포즈로 분류한다. 이

때 각 포즈별 고유 얼굴 벡터의 모든 성분을 사용하여 포즈를 

분류하려 한다면 포즈별 고유 벡터 안에서 잘못된 값으로 매칭되

어 포즈가 분류되지 않는다. 

그림 2 Multi-Space PCA의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Multi-Space PCA

따라서 포즈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각 포즈별 PCA공간이 가지

고 있는 가장 큰 몇 개의 주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된 주성분을 

테스트 이미지에 투영하여 해당 포즈별 PCA 공간과의 유클리디

언 거리가 최소일 때 포즈로 추정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포즈를 

분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포즈를 분류하는 과정

[Step 1] : 각 포즈별로 PCA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고유 얼굴

벡터를 생성

[Step 2] : 각 포즈의 특징을 나타내는 큰 주성분을 추출

[Step 3] : 인식후보의 특징을 각 포즈별 주성분으로 투영하

여 가까운 포즈를 찾음

3.2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포즈를 갖는 이미지 추출

추출된 각 이미지를 앞서 설명한 3.1절의 방법으로 포즈를 판

별하면 5개의 포즈 중 하나로 포즈를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분

류된 포즈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대로 얼굴인식을 실행하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 속의 학습된 이미지와 판별된 이미지의 포

즈각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얼굴인식률 하락한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추출된 이미지가 포즈별 데이터베이스와 유사

한 포즈 일 때만 얼굴인식에 사용하도록 하여 동영상 속에서의 

얼굴인식의 성능을 개선한다. 대상이 어떤 포즈를 가질 때 다른 

포즈들에 대한 거리의 차이는 2차 곡선모양이 되어 추정된 포즈

에서 인접한 다른 포즈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알려져 있다. 

 

   (a) DB와 유사한 포즈      (b) DB와 유사하지 않은 포즈

그림 3 인접 포즈간의 거리값

Fig. 3 Value of Distance between Adjacent Poses

예를 들어, 현재 포즈가 그림 3(a)와 같이 정면(Front)이라고 

하면, 이때 다음으로 가까운 포즈인 좌(Left45), 우(Right45)의 두 

포즈간의 거리 값의 차이는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좌(Left45), 

우(Right45) 포즈와의 거리 값을 각각 계산하여 그 차이가 거의 

없을 때 현재 이미지가 데이터베이스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Left45(Point 2), Right45(Point 3)의 거리 값 

차이를λ로 두고, 그 차이가 일정한 범위(0과 가까운) 안에 들

어올 때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속의 이미지와 유사한 포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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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므로 이 얼굴 이미지를 얼굴인식에 사용한다. 반면 그림 

3(b)에서는 yaw 각도가 변하여 얼굴이 한 포즈에서 다음 포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포인트의 거리 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해 어떤 포즈로 인식 결과

를 수행하였는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정면의 포즈각도를 ‘3’, 우측

과 좌측의 사진을 각각 ‘4’, ‘2’ 로 설정하였을 때, 임의 우측 45

도의 사진과 임의 정면의 사진은 포즈가 제대로 추정되었지만 임

의 좌측 45도와 같은 경우는 좌측이 아닌 정면으로 포즈가 오인

식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Right 45°

(b) Front 45°

(c) Left 45°

그림 4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한 포즈 추정

Fig. 4 Pose Estimation using Euclidean Distance 

4.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구조 및 최적화

4.1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구조

본 장에서는 제안된 얼굴인식 시스템의 인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본

적인 신경회로망은 인간의 두뇌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RBFNNs 패턴분류기는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입력

층, 은닉층, 출력층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입력층에서는 각 

노드마다 입력변수의 개수만큼 활성함수가 존재하며, 활성함수는 

방사형 기저함수의 형태를 하고 있고, 주로 가우시안 형태를 사

용하고 있다. 입력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인식에 사

용하기 적합한 저차원 데이터로 축소되어, 은닉층의 입력으로 들

어가게 된다. 은닉층에서 활성함수로 변환된 출력은 은닉층과 출

력층 사이의 연결가중치 값과 곱해져 출력층의 최종 출력으로 얻

어지며, 이때 연결가중치의 값은 상수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는 기존

의 RBFNNs과 비교하였을 때 구조적 모듈로는 동일하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 3가지로 구분되나, 기능적 모듈로서 조건부, 

추론부, 결론부 이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조건부

의 활성함수로 사용하였던 가우시안 함수 대신 FCM(Fuzzy 

C-Means)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멤버쉽 값을 사용함으로써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결론부의 연결가중치를 상수항에서 일차식과 이차식, 그리고 변

형된 이차식과 같은 다항식의 형태로 확장하여 사용한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림 5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전체 구조

Fig. 5 Overall architecture of polynomial based RBFNNs 

pattern classifier

[Type 1] 1차 선형 추론 (Linear)

     
  



  (9)

[Type 2] 2차 선형 추론 (Quadrati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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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ype 3] 변형된 2차 선형 추론 (Modified Quadratic)

     

  
  



   

(12)

≥    

  
  



  

    

(13)

여기서       , k는 입력변수의 수, 는 j번째 퍼

지 규칙(j=1,...,c), c는 퍼지 규칙 수이며,      는 j번째 

규칙에 대한 후반부로써 j번째 퍼지 규칙에 대한 로컬 모델이다.

모델의 출력은 아래 식처럼 구해진다.


 



    (14)

이와 같이 다항식 형태의 연결가중치를 사용함으로서 아래 식

의 퍼지 규칙 표현과 같은 언어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해졌다. 

       (15)

4.2 전반부 동정 : FCM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본 논문에서는 전반부 동정을 위하여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FCM(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비슷한 패턴, 속성, 형태 등의 기준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

고리즘으로, 데이터와 각 클러스터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속정

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를 이용하여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은닉층 활성함수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아래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Step 1] 클러스터의 개수, 퍼지화 계수를 선택하고, 소속 함

수(U(0))를 초기화 한다.

 









∈

  



 ∀ 
 



 ∀











(16)

[Step 2] 각 클러스터에 대한 중심 벡터를 구한다. 

 






 



 



 


(17)

[Step 3] 중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새

로운 소속함수(U(1))를 계산한다.

   
  





 



 







(18)

 










  

(19)

[Step 4] 오차가 허용범위 안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하

고, 그렇지 않으면 [Step 2]로 돌아간다.

∥   ∥≤ (20)

4.3 후반부 동정 : 가중최소자승법 (WLSE)

기존 퍼지 추론 시스템에서는 후반부 파라미터 동정 시 주로 

각 규칙에 파라미터를 동시에 구하는 전역학습 방법인 Least 

Square Estimator(LSE)를 주로 사용하였다. LSE는 각 규칙에 파

라미터를 동시에 구하는 전역학습 방법으로 학습만 너무 많이 했

을 시, 오버피팅 (overfitting)이 발생할 수 있고, 퍼지 규칙수가 

많거나, 입력이 많은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이 늘어나

서 연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

완하기 위해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or(WLSE)를 사용하

여 각 규칙에 대한 파라미터를 독립적으로 구하는 지역학습 방법

을 적용하였다. 

표 1 LSE와 WLSE의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of LSE and WLSE

후반부 동정 특       징 

LSE

전역적인 학습방법

(각 규칙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구함)

퍼지 규칙과 입력의 수가 늘어나면 연산시간 

증가 및 오버피팅 발생

WLSE

지역적인 학습방법

(각 규칙의 파라미터를 독립적으로 구함)

규칙수가 많아져도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으며, 연산속도 또한 LSE보다 빠름

LSE는 오차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측정하지만 

WLSE는 오차제곱에 가중치가 곱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WLSE에

서의 성능 평가함수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다. 

  
 




 (21)

여기서 는 추정하고자 하는 j번째 다항식의 계수, Y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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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PSO

No. of
generations

100

Swarm Size 60

min  max  [0.4 , 0.9]

  2.0, 2.0

표 2 최적화 파라미터의 설정 및 파라미터의 탐색 범위

Table 2 Setting of initial optimization parameters and 

search range of parameters

Parameters Values

Search
Range

Fuzzification
coefficient

[1.1 ∼ 3.0]

Polynomial
Type

      [ 2 ]
  1 : Constant
  2 : Linear
  3 : Quadratic
  4 : Modified
      Quadratic

No. of nodes [2 ∼ 10]

데이터, 는 j번째 입력공간에 대한 입력 데이터들의 소속 값을 

의미한다.  는 j번째 로컬모델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입력데

이터 행렬을 의미하며 로컬모델이 선형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 


⋮
⋯
⋮


⋮

 ⋯ 

 (22)

여기서 m은 데이터의 수이며, j번째 규칙에 대한 로컬모델인 

다항식의 계수는 아래 식에 의해 구해진다.

  


 
 (23)

위와 같이 설계된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는 다차원 

입, 출력 문제 해결이 용이하며, 네트워크 특성이 강인하고,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5. PSO를 이용한 RBFNN의 파라미터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는 Kennedy and Eberhart 

에 의해 처음 소개된 새떼와 물고기 떼와 같은 생체군집의 사회

적 행동양식을 바탕으로 한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PSO는 이론의 간결성, 구현의 용이성, 연산의 효율성과 같은 특

징을 보이며 짧은 계산시간 안에 최적의 해를 생성할 수 있고 

다른 확률적 방법보다 안정적인 수렴특징을 나타낸다.

5.1 입자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Step 1] 초기 Swarm과 Particle Velocity를 랜덤하게 생성

[Step 2] 초기 Particle을 pbest로 선정하며, 그 중 최적의 값

은 다시 gbest로 선정

[Step 3] 아래 식을 통해 관성하중 값을 계산하며, 관성 하중 

값을 근거로 하여 j번째 Particle Velocity 를 계산 

 max max
max min

×  (24)

  ∙  ∙   

 ∙   
 (25)

[Step 4] Particle Velocity를 바탕으로 Particle의 위치 정보

를 수정

      (26)

[Step 5] 각 Particle의 적합도와 pbest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재설정하고, 최적해의 pbest와 gbest를 비교하여 재

설정

[Step 6] 종료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탐색을 계속하며, 최종적

으로 최적의 위치정보를 가지는 gbest가 생성

 위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지화 계수, 

연결가중치의 다항식 타입, 노드의 수, 축소되는 차원의 수 등을 

최적화 시켰다. 

6. 실험 및 결과 고찰

6.1 실험의 전체 개요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얼굴인식에서의 포즈변화에 강인한 얼굴

인식 시스템 설계를 위해 PCA와 RBFNNs 패턴분류기를 이용한 

인식성능 비교 연구를 하였다. 2차원 이미지의 DB를 획득하기 

위해 Honda/UCSD와 IC&CI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먼저 

포즈 분류를 위해 (2D)2PCA를 이용하였으며 PCA와 RBFNNs 패

턴분류기의 인식성능 비교를 위해 PCA와 (2D)2PCA를 이용한 인

식성능 산출 또는 PCA와 (2D)2PCA 기반 RBFNNs를 이용하여 

인식 성능을 확인한다. 또한 Honda/UCSD DB와 같은 포즈로 구

성된 포즈 추정에 대하여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상하의 개념을 포

함한 IC&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식성능을 비교한다. 효율

적인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의 탐색 범위 및 최적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설정은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k-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함으로서 각 포즈별 데이터가 한

번 씩 검증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며, 각 모델에서 얻은 성능의 

평균을 하나의 모델로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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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안된 얼굴인식 시스템의 성능 결과

Table 3 Simulation results of proposed face recognition 

system

Pose

Estimation

Face Recognition 

algorithm

Recognition 

Rate(%)

Case

(1)
(2D)2PCA

PCA 74.13%

(2D)2PCA 76.74%

Case

(2)
(2D)2PCA

PCA+RBFNNs 98.36%

(2D)2PCA+RBFNNs 98.54%

 

  (a) 학습 데이터의 구성     (b)테스트 데이터의 구성

그림 7 실험데이터의 구성 

Fig. 7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database

그림 6 k-묶음 교차 검증법에 의한 제안된 모델의 생성 

Fig. 6 Generation of the proposed model by k-fold cross 

validation

6.2 Honda/UCSD Database를 이용한 얼굴인식 

(1) Honda UCSD DB를 이용한 인식 시스템의 구성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동영상에서 추출한 

Honda/UCSD DB의 인원 20명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습 및 검증 

데이터는 각 인원의 포즈변화에 따른 (좌 90˚ 좌 45˚, 정면, 우 

45˚, 우 90˚) 5개의 영상을 입력하여 총 500개의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또한 실험데이터는 5-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위의 그림 6과 같이 학습, 검증, 테스트를 분할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테스트 데이터는 임의 정면(좌측, 우측 약 7˚), 임의 좌측

(약 45˚) 임의 우측(약 45˚)의 영상을 입력받아 총 60개의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테스트 이미지를 임의각도의 사진을 추출하여 넣

은 이유는 세밀하게 분류를 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면 높은 인식

성능을 획득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그 모델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를 전부 구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

의의 5가지 방향의 포즈 이미지를 이용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

며, 테스트 데이터 입력 시 가장 유사한 포즈 모델에서 인식을 

수행하여 인식 성능을 확인한다.

그림 8 Honda/UCSD Database를 이용한 2차원 얼굴인식의 절차 

Fig. 8 Procedure of the 2D face recognition Using Honda/ 

UCSD Database

(2) Honda UCSD DB를 이용한 인식 시스템의 실험결과

본 실험에서 제안한 얼굴인식 시스템의 포즈 추정은 (2D)
2
PCA

를 사용하였다. 총 20명의 사람에 대하여 60장으로 구성된 이미

지는 정면, 임의좌측, 임의 우측의 순서로 추정되게 된다. 

(2D)2PCA를 통한 포즈 추정으로 분류된 학습 데이터에 Case 

(1)과 Case (2)를 통하여 인식을 위한 처리시간을 상단의 표 3과 

같이 확인하였다. Case (1)과 Case (2)를 이용하여 얼굴 인식 시

스템을 수행하였을 때, (2D)2PCA를 사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경우에 인식 처리 속도가 더 빠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Case (2) 

에서 RBFNNs 패턴분류기를 이용하여 인식성능을 확인하는 경

우, 학습 및 검증을 수행함으로 인해 Case (1) 보다 많은 처리 

시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Honda/UCSD 데이터베이스의 

포즈 분류 후, 인식성능 산출을 위해 사용한 Case (1)과 Case 

(2)의 PCA, (2D)2PCA 알고리즘과 PCA, (2D)2PCA기반 RBFNNs

을 이용한 인식성능은 표 4와 같다. Case (1)과 Case (2) 에서 

각각 PCA를 이용하여 얼굴 인식을 수행하였을 때, (2D)2PCA를 

사용한 경우가 PCA보다 근소하게 우수한 성능을 출력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Case (1)의 인식성능보다 RBFNNs 패턴분류기를 

이용하여 학습 및 검증을 수행한 Case (2)의 성능이 더욱 우수함

을 확인하였다.

6.2 IC&CI Database를 이용한 얼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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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CI DB를 이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구성

IC&CI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동영상에서 추출한 15명으로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이 각 인원의 포즈

변화에 따른 ( 좌 90˚ 좌 45˚, 정면, 우 45˚, 우 90˚ ) 5개의 영상

을 상, 중, 하의 개념을 적용하여 총 1125개의 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또한 실험데이터는 5-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학

습, 검증, 테스트를 분할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테스트 데이터

는 영상 내에서 임의로 추출한 15개의 포즈 내의 유사 이미지를 

입력받아 한 사람당 450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인식대상자

의 수는 15명이다. 테스트 데이터 입력 시 가장 유사한 포즈 모

델에서 인식을 수행하여 인식 성능을 확인한다.

No. of Members 15

Pose per Person 5

Image per Pose 5

Total Data 375

(a) 상하를 고려하지 않은 5방향의 데이터 구성

No. of Members 15

Pose per Person 15

Image per Pose 5

Total Data 1125

(b) 상하를 고려한 5방향의 데이터 구성

그림 9 IC&CI Database를 이용한 학습 데이터의 구성

Fig. 9 Composition of Training Data using IC&CI Database

(2) IC&CI DB를 이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실험결과

IC&CI Database를 이용한 얼굴인식에서 포즈 추정은 (2D)
2
PCA 

를 사용하였다. 총 15명의 사람으로 각 인식대상자당 450장씩 구

성된 테스트 이미지를 포즈 분류하였다. 포즈 분류율은 Honda/ 

UCSD DB를 사용했을 때와 같이 비슷한 포즈 분류율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하의 이미지 모두를 각각의 포즈에 

적용하여 학습을 시켰을 때 우수한 포즈 분류율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식 성능은 포즈 분류의 성공한 이미지들을 얼굴인

식 시스템에 사용하여 인식대상자를 인식한 성공률을 나타낸다. 

얼굴인식 시스템의 인식율은 전체 이미지 중에서 포즈 분류를 성

공한 이미지들만을 인식을 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표 4와 같이 

인식성능은 Case (2)가 근소하게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얼굴인식 시스템의 성능 결과

Table 4 Performance result of face recognition system

Pose
Estimation

Face Recognition 
algorithm

Recognition
Rate(%)

Case
(1)

(2D)2PCA

PCA + 
RBFNNs

97.86%

(2D)
2
PCA + 

RBFNNs
98.32%

Case
(2)

(2D)
2
PCA

PCA +
 RBFNNs

98.14%

(2D)2PCA + 
RBFNNs

98.46%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D)2PCA를 통하여 포즈 분류를 한 Honda/ 

UCSD 데이터를 PCA 및 (2D)2PCA 또는 PCA 및 (2D)2PCA 기반 

다항식 RBFNNs 패턴분류기와의 얼굴인식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개선된 인식 성능을 위해 포즈를 세분화한 IC&CI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전자의 실험과 같이 얼굴인식 성능을 비교하

였다. Honda/UCS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2D)2PCA를 이용한 처리시간이 PCA보다 더 빠른 것을 확인하였

고, 표 3부터 4까지는 얼굴인식 시스템의 학습 및 검증 그리고 

테스트의 컴퓨팅 시간과 인식성능을 확인한다. RBFNNs 패턴분

류기를 이용한 경우는 학습 및 검증 수행에 의해 상대적으로 긴 

컴퓨팅 시간을 소요하지만, 학습을 통해 획득한 최적화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Case (1) 보다 더 높은 인식성능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se (1)과 Case (2)를 비교하였을 때 (2D)2PCA는 

행 방향과 열 방향을 각각 축소하며 계산하는 차원의 양이 줄어 

PCA에 비해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인다. 또한 Case (1) 과 Case 

(2)에서의 인식 성능은 PCA를 사용할 때보다 (2D)2PCA를 사용

하였을 때 근소하게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Case (2)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 및 검증을 통한 인식성능 산출로 Case 

(1)보다 높은 인식성능을 산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C&CI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5방향 포즈

(±90°, ±45°, 0°)를 위아래의 개념을 추가하여 총 15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식성능을 비교하였다. Type (1)에서 포즈 분류율

은 Honda/UCSD와 IC&CI를 사용하였을 때 비슷한 성능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상하의 개념을 적용한 Type (2)에서의 포즈 분류

율은 Type (1)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Type (1)과 Type 

(2)의 인식성능은 포즈 분류에 성공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인식을 

하였으며, Type (2)의 경우가 근소하게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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