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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sign methodology of face recognition system based on pose estimation. In 

2-dimensional face recognition, the variations of facial pose cause the deterioration of recognition performance because object 

recognition is carried out by using brightness of each pixel on image. To alleviate such problem, the proposed face recognition

system deals with Learning Vector Quantizatioin(LVQ) or K-Nearest Neighbor(K-NN) to estimate facial pose on image and then

the images obtained from LVQ or K-NN are used as the inputs of networks such as Convolution Neural Networks(CNNs) and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RBFNN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ost estimation using LVQ and K-NN as

well as face recognition rate using CNNs and RBFNNs are discussed through experiments carried out by using ICPR and CMU PIE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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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문, 홍채, 정맥, 음성, 얼굴 인식 등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은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한 후에 미리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

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 기술로써 인체 일부를 이용하여 복제

가 어렵고 열쇠 등 별도장치의 휴대가 필요 없어 공공분야 및 

인식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폰 등 일반 소비자 시

장까지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은 보안 

분야에 주로 활용되며 그중 빠르고 접f이 필요 없는 얼굴인식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얼굴인식은 명암도를 바탕으로 

인식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위 조명의 변화 또는 모자나 안경 등

의 장애물 요소 그리고 포즈 변화에 의해 매우 다른 영상으로 

표현되어 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으

로 인해 인식 대상자가 카메라를 응시해야만 하는 제한적인 상황

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포즈 변화에 대한 2차원 얼굴 인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K Nearest Neighbor(KNN) 또는 Learning 

Vector Quantiztion(LVQ)를 이용하여 포즈를 추정하고 추정된 

포즈의 모델을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KNN

은 학습 과정이 없고 모든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포즈 추정 성

능이 정확할 수 있으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테스트 이미지의 계

산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13][14]. 그러나 LVQ는 각 포즈의 

대표적인 기준벡터를 계산하고 기준벡터와 비교를 통해 포즈를 

추정하기 때문에 학습데이터가 많아져도 계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5][6]. 이와 같은 포즈 추정을 통해 포즈변화에 강

인한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

얼굴 인식을 위한 분류 알고리즘으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s) 또는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RBFNNs)를 사용하며 K-NN과 LVQ를 각각 결합하여 두 가지 

모델의 인식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험방법은 포즈

(좌측, 우측, 정면)별로 이미지를 나눈 후 인식이 필요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 LVQ또는 K-NN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포즈를 

추정한다. 포즈 추정된 테스트 이미지는 해당 포즈의 학습 데이

터 안에서 CNNs 또는 RBFNNs를 이용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

게 된다. 이때, 포즈 추정을 위한 LVQ네트워크는 LVQ1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각 포즈의 기준 벡터를 계산하고 KNN에 K는 1을 

사용한다[7][8]. 얼굴 인식을 위한 CNNs는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에서 학습 과정을 통해 식별성이 좋은 이미지의 특

징을 뽑아내고 최종적으로 Classifier layer에 입력되어 인식을 수

행하는 분류 알고리즘으로 영상인식에 적합한 모델이다[1][2]. 

RBFNNs는 Radial Basis Function을 이용한 신경회로망으로써 

실험에서는 전반부에 FCM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규칙의 중심

점 및 적합도를 구하고 후반부에서 다항식은 Linea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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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arning Vector Quantiztion 네트워크

Fig. 1 LVQ Network
그림 2 LVQ를 이용한 포즈추정 과정

Fig. 2 Pose estimation process using LVQ

Linear의 계수는 LSE를 사용하여 구한다[3][4][11]. 각 포즈별 

이미지에 대한 학습과 테스트 이미지 개수 비율은 6:4또는 8:2이

며 K-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여 평균 성능을 최종 인식 

성능으로 나타낸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다양한 

포즈로 구성되어있는 CMU PIE 데이터베이스 및 Cambridge 

Head Pose Imag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포즈 추정 성능 및 

인식 성능을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포즈추정 알고리

즘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RBFNN의 구조 및 제안된 시스템

의 설계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실험 및 결과 고

찰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설명한다.

 

2. 차원 축소 및 포즈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2차원 얼굴인식의 단점인 포즈 변화에 대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포즈 추정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LVQ또는 

K-NN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이용하여 포즈 추정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한다. 또한 대표적인 차원 축소 알고리즘인 PCA에 대해 

설명한다.

2.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차원 축소

차원 축소 방법 중 하나인 PCA는 대표적인 선형변환 특징추

출 방법으로써 고차원의 입력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

는데 사용된다. 이때 축소 후의 저차원의 데이터가 축소 전의 실

제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고 차원의 데이터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며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함으로써 계산상의 부하 감소, 노이즈 제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9]. 

2.2 Learning Vector Quantiztion을 이용한 포즈 추정 

LVQ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에 근거한 패턴인식기의 

일종으로서 Bayes 결정 경계면을 근사화하여 높은 분류능력을 

가지며,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에 비해 학습속도가 빨라 학습패턴 

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한 패턴 인식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LVQ 알고리즘은 K-means 알고리즘 및 Kohonen의 SOFM과 유

사하지만 지도학습 유형의 군집화 방법으로써, 학습 방법에 있어

서 입력패턴과 참조패턴에 대하여 군집의 유사성 여부를 경정하

여 그에 맞게 참조패턴을 갱신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 1은 LVQ의 구조를 나타낸다. 입력층에는 

  ⋯ 으로 구성된 입력벡터가 입력되며, 개의 출력

층은 참조벡터   ⋯ 로 구성되고 여기서 출력층에 

연결된 연결강도 이 클러스터 중심값이 된다. LVQ 학습 알고

리즘은 입력벡터 와 가장 유사한 참조벡터 에 대하여, 입력

벡터와 같은 부류일 경우 식 (1)과 같이 참조벡터를 입력벡터와 

더욱 가깝게 수정하고, 입력벡터와 다른 부류일 경우 식 (2)와 같

이 입력벡터와 더욱 멀어지도록 조정한다. 

                      (1)

                      (2)

이때, 학습의 종료는 오차가 설정된 범위 이내이거나 반복이 

지정된 횟수만큼 수행되면 종료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포즈를 대표하는 기준 벡터를 구하고 테스트 이미지와 유클리디

안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기준 벡터에 해당하는 포즈를 

테스트 이미지의 해당 포즈라고 추정한다. 이를 Step별로 설명하

면 아래와 같다.

[Step 1] PCA를 사용하여 변환 행렬 계산 및 고 차원의 학습 

이미지를 저 차원의 학습 데이터로 변환

[Step 2] LVQ를 사용하여 저 차원의 포즈별 학습 데이터의 기

준 벡터를 계산

[Step 3] 테스트 이미지를 Step 1에서 구한 변환 행렬을 이용하

여 저 차원의 데이터로 변환

[Step 4] 저 차원의 데이터로 변환된 테스트 이미지는 포즈별 

기준 벡터와 거리를 통해 포즈를 판별

2.3 K-Nearest Neighbor을 이용한 포즈 추정

K 최근접 이웃 장법은 입력패턴이 주어졌을 때 유사도 함수에 

기반 하여 미리 저장 되어있는 표준패턴들의 집합에서 입력패턴과 

가장 유사한 K개의 표준패턴들을 선택한다. 선택된 K개의 표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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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에 사용한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구조

Fig. 3 Overall architecture of polynomial-based RBFNNs 

pattern classifier used at experiment

턴들의 클래스들을 확인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표준패턴의 클래스

를 입력패턴의 클래스로 결정한다. 입력패턴과 표준패턴과의 유

사도는 유클리디언 거리(Euclidian distance)을 사용한다. 만약 

입력패턴과 표준패턴이    ⋯      ⋯  라

면, 두 패턴 간의 Euclidian distance는 식 (3)과 같다[15].









 
                      (3)

KNN을 이용한 포즈추정을 Step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Step 1] PCA를 사용하여 변환 행렬 계산 및 고 차원의 학습 

이미지를 저 차원의 학습 데이터로 변환

[Step 2] K 값을 선정 및 테스트 이미지를 Step 1에서 구한 변

환

[Step 3] 저 차원의 학습 데이터들과 저 저차원의 테스트 데이

터들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

[Step 4] 계산된 거리 값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값의 학습 

데이터를 K개 만큼 선정

[Step 5] K개 만큼 선정된 학습 데이터들 중 가장 많이 선택된 

포즈를 테스트 데이터의 포즈로 선정

3. 얼굴 인식을 위한 패턴 분류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얼굴 인실을 위한 CNNs와 RBFNN 패턴분류기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포즈 추정 기반 얼굴 인식 패턴 

분류기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3.1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신경회로망은 주어진 패턴의 반복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지식

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규칙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패턴과 

특성을 발견하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구성으로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며 각 층

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신경소자인 뉴런과 연결 두 

가지 이다. RBFNNs 패턴분류기는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기반으

로 기능적 모듈로서 조건부, 결론부, 추론부로 나뉜다. 조건부에

서 각각의 규칙들은 가우시안과 같은 방사형 기저 함수를 활성함

수로 갖는다. 조건부에서 활성함수로 변환된 각각의 규칙마다의 

적합도는 연결가중치 값과 곱해져 출력층의 최종 출력으로 얻어

지며, 이때 연결가중치의 값은 상수, 1차식, 2차식, 변형된 2차식

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다항식 기반 RBFNN 패턴분류기는 기존

의 RBFNN과 비교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기능적 모듈로서 조건

부, 추론부, 결론부로 나뉜다. 또한 기존의 조건부의 활성함수로 

사용하였던 가우시안 함수 대신 FCM(Fuzzy C-Means) 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규칙에 대한 적합도를 구한다. 또한 

결론부의 연결가중치를 상수, 1차식, 2차식, 변형된 2차식 중에서 

1차식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다항식의 계수는 최소 자승법(LSE)

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1차 선형식 (Linear)

      
  



                 (4)

여기서     , 는 입력변수의 수, 는 번째 퍼지 

규칙이며,      는 번째 규칙에 대한 후반부로써 번

째 퍼지 규칙에 대한 로컬 모델이다. 이와 같이 다항식 형태의 

연결가중치를 사용함으로서 아래 식의 퍼지 규칙 표현과 같은 언

어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모델의 최종출력은 아래 식처럼 구해진다.

                        (5)

모델의 출력은 아래 식처럼 구해진다.


 



                      (6)

3.1.1 전반부 동정 과정 : FCM(Fuzzy C-Means) 클러스터링

RBFNNs 패턴분류기의 전반부에서 규칙에 대한 적합도를 구

하기 위하여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FCM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비슷한 패턴, 속성, 형

태 등의 기준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와 

각 클러스터 중심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속정도를 0과1사이의 

값으로 표현하여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 때 데이터들의 각 클러

스터에 대한 소속정도가 가우시안 함수의 형태를 띠어 소속 함수

를 바로 규칙에 대한 적합도로 사용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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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구조

Fig. 4 Architecture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그림 5 Convolution 연산의 예

Fig. 5 Example of convolution operation

3.1.2 후반부 파라미터 동정 : 가중 최소자승법(Least Square 

Estimation)

얼굴 인식을 위한 퍼지 추론 시스템에서는 후반부 파라미터를 

동정하기 위해 전역학습 방법인 Least Square Estimation(LSE)

를 사용한다. LSE는 후반부 다항식들의 계수들을 한번에 구하고 

오차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추정한다. LSE의 성능평가함수 

을 행렬형식으로 표현하면 식 (7)와 같다.

  
                  (7)

여기서 는 후반부 다항식 파라미터 계수, 는 출력 데이터, 

는 FCM의 소속행렬이 곱해진 입력데이터의 행렬을 의미한다. 

후반부 구조가 선형식일 경우    행렬은 다음 과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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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데이터의 수이며, 는 입력변수의 수, 는 규칙 수

(클러스터 수)가 된다.

전역 모델에 대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 는 식 (8)에 의해 

구해진다.

                          (8)

위와 같이 설계된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는 다차원 

입, 출력 문제 해결이 용이하며, 네트워크 특성이 강인하고,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2 Convolutional Neural Neworks

영상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특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영상의 특징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는 영역간의 밝기차를 이용하는 LBP, MCT등과 영상의 Edge 정

보를 이용하는 HOG, SIFT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영

상의 특징을 하나의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써 전체 영상의 특

징을 완벽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람이 영상에 대해서 

어떤 Feature를 써야 좋은지 직접 확인하며 선택해 주어야 한다

는 단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된 방법 중 최근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딥 러닝 기술 중 하

나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2.1 CNNs 구조

CNNs는 크게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Classification 

layer로 구성된다. Convolution layer에서는 영상의 특징을 추출

하고 Convolution feature로 변환하고, Pooling layer에서 일정 

영역 대푯값을 계산하여 사이즈가 감소된 영상을 얻는다. 이는 

다시 동일한 구조의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에 의해 

계산되며 여러 층을 거치며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Classifier에 입력되는 구조이다. 그림 4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구조를 보여준다.

3.2.2 Cinvolution layer

2차원 이미지에 Convolution을 수행하는 것은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으로써 2차원 이미지에 일정 크기의 커널(Kernel)

을 슬라이드하며 입력 이미지의 픽셀들과 곱하고 이를 모두 더하

여 특징을 추출한다. 여기서 커널을 Backpropagation을 통해 학

습함으로써 많은 영상데이터로부터 식별성이 좋은 특징을 뽑아낼 

수 있으며, 다양한 커널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다양한 특징을 추

출할 수 있다. 그림 5는 연산 방법의 예이다.

이때, Convolution 연산 방법에는 보통 3가지가 존재한다. 만

약 × 크기의 이미지와 × 크기의 Convolution kernel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연산 방법은 커널과 영상이 겹치는 픽셀이 1

개 이상일 때 Convolution 연산을 수행 하게 된다. 이때 출력 영

상의 사이즈는 확대되며 식 (9)을 통해 계산된다.

  
  

  


  

  

         

    ⋯ 

      (9)



전기학회논문지 66권 4호 2017년 4월

676

a) 확대 b) 복원 c) 축소

그림 6 Convolution 연산의 그림 표현

Fig. 6 Pictorial representation of convolution operation

그림 7 Max pooling 및 Average pooling의 그림 표현

Fig. 7 Pictorial representation of max pooling and average 

pooling 

두 번째 연산 방법은 커널의 중심이 영상의 픽셀이 존재하는 

곳만 일치시켜 Convolution 연산을 수행 한다. 이때 출력 영상의 

사이즈는 입력 영상의 사이즈와 같고 식 (10)를 통해 계산된다.

  
  

  


  

  

           

    ⋯ 

    (10)

마지막으로 커널이 전체가 영상의 픽셀이 존재하는 부분과 겹

칠 경우에만 Convolution 연산을 할 경우이다. 이때 출력 영상의 

사이즈는 감소되며 식 (11)을 통해 계산된다.

  
  

  


  

  

         ⋯     (11)

본 논문의 CNNs는 식 (11)을 통해 계산된다. 그림 6은 세 가

지의 연산 방법을 그림 6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연산 방법으로 계산된 특징 이미지는 바이어스 값

이 더해지고 활성 함수를 통해 Convolution layer에 최종 출력된

다. 식은 아래와 같다.

                          (12)

여기서, 는 바이어스를 나타내며 는 활성 함수로 사용한 

Sigmoid function을 나타낸다. 

3.2.3 Polling layer

Pooling layer에서는 영상의 사이즈를 자연수 배로 축소시키는 

과정으로 크게 Max pooling과 Average pooling 방법이 있다. 

Max pooling은 축소 배수와 동일한 사이즈의 커널에 대응되는 

픽셀의 값 중 최대값을 갖는 값을 사용하여 영상의 사이즈를 감

소시킨다. Average pooling은 커널에 대응되는 픽셀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영상의 사이즈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분 추출 과정은 

일정 영역을 그 영역의 대표적인 값을 갖는 1×1 사이즈로 축소

함으로써 영상의 사이즈를 감소시켜 연산량을 감소시키고 이동, 

회전, 크기변화에 불변성을 갖도록 하여 출력의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 7는 부분 추출의 예를 보여준다.

3.2.4 Classification layer

분류단계에서는 Fully connected layer가 존재한다. Pooling 

layer를 통해 나온 이미지들은 1차원 벡터로 나열되고 Output 

layer와 Fully connection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Output layer는 

데이터의 Class만큼 노드가 존재한다. Output layer의 노드들은 

식 (13)를 통해 계산된다.

  ∙                            (13)

여기서, 는 Pooling layer를 통해 나온 특징 이미지들을 1차원 

벡터로 나열한 것이고 이미지 크기가 ×이고 개의 특징 이

미지가 있다면    ⋯ ××이다. 는 Classifier의 입력

층과 출력층 사이에 연결되어있는 Weight값이고    ⋯ 

이다. 는 바이어스이며 는 활성 함수로 사용된 Sigmoid 

function이다. 이렇게 나온 출력값은 Max값을 찾아 Label을 확

인하여 인식을 수행한다.

3.3 포즈 추정 기반 RBFNNs 패턴 분류기 설계 과정

2차원 얼굴 인식의 단점들 중 하나인 포즈 변화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설계과정으로는 LVQ

또는 KNN을 이용하여 포즈를 추정하고 포즈별로 구성된 모델 

중 추정된 포즈에 해당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한다. 이

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포즈별로 모델을 구성해야하는 단점

이 존재하지만 포즈별로 이미지를 나누어 포즈별 모델을 학습하

기 위한 데이터는 적어지기 때문에 패턴 분류기의 구조를 간략화 

할 수 있다. 이를 Step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9][10][12]. 

[Step 1] 포즈별로 얼굴 이미지를 구성

[Step 2] PCA를 사용하여 고 차원의 학습 이미지를 저 차원

의 학습 데이터로 변환

[Step 3] 저 차원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포즈 추정을 위

한 학습 수행

- LVQ : 각 포즈별 기준 벡터 계산

- KNN : Step3 생략

[Step 4] 포즈별 얼굴 인식 모델의 파라미터 추정

- RBFNNs : 각 규칙의 중심점 및 다항식 계수 계산

- CNNs : Convolution kernel 및 Classification layer

의 weight를 계산

[Step 5] PCA를 사용하여 고 차원의 테스트 이미지를 저 차

원의 테스트 데이터로 변환

[Step 6] 저 차원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포즈 추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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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LVQ

No. of inputs [ 30 ]

No. of iteration 100

Learning rate 0.01

No. of 
reference 
vectors

Cambridge  
data

30 (한 포즈당 : 10)

CMU PIE 
data

45 (한 포즈당 : 15)

KNN k 1

표   2 얼굴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algorithm for face recognition

Data Classifier Parameters Values

Cambridge 

data

CNNs

No. of iterations 200

Learning rate 1

Momentum coefficient 0.1

RBFNNs

No. of inputs 30

Polynomial type Linear

Fuzzification coefficient 2

No. of rules 5

CMU PIE 

data

CNNs

No. of iterations 300

Learning rate 1

Momentum  

coefficient

Initial 0.1

Final 0.9

RBFNNs

No. of inputs 30

Polynomial type Linear

Fuzzification coefficient 2

No. of rules 20

그림 9 CMU PIE 데이터 구성

Fig. 9 CMU PIE data configuration

- LVQ : 각 포즈별 기준 벡터와 비교를 통해 포즈 

추정

- KNN : Step 2에서 구한 저 차원의 모든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포즈 추정

[Step 7] 포즈 추정으로 선택된 해당 포즈의 모델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 수행

제안된 모델의 수행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제안된 얼굴 인식 모델의 수행 과정

Fig. 8 Execution process of the proposed face recognition 

model

4. 실험 및 결과 고찰

본 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에 사

용한 데이터 및 파라미터 설정 등 전체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4.1 실험의 전체 개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포즈, 조명, 표

정변화로 구성되어 있는 CMU PIE database와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base를 사용한다. 포즈는 좌측, 정면, 우측을 고

려하여 이미지를 구성하였고 각 포즈별 이미지의 학습과 테스트 

비율은 데이터에 맞게 6:4 또는 8:2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 대한 성능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k-fcv 

(k-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고 평균 성능을 최종 인식 성

능으로 나타낸다. 포즈 추정을 위한 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표    1 포즈 추정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algorithm used pose estimation

데이터마다 이미지가 찍힌 상황, 개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LVQ의 기준 벡터 개수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KNN의 K는 값을 

바꿔가며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k=1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

다. 인식을 위한 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얼굴 인식을 위한 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또한, 표 2와 같이 

데이터마다 다르게 설정하였다. 성능지수는 식 (14)과 같이 

Pattern Classification Rate(PCR)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     (14)

여기서, 은 전체 데이터 수를 나타내고, 는 패턴분류에 

실패한 개수를 나타낸다.

4.1 CMU PIE database

CMU PIE database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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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MU PIE 데이터에 대한 CNNs의 구조

Fig. 10 Architecture of CNNs for CMU PIE data

그림 11 CMU PIE data의 실험결과

Fig. 11 Result for the experiment of CMU PIE data

표   3 CMU PIE 데이터의 포즈추정 기반 CNNs의 실험결과

Table 3 Result for the experiment of pose estimation based 

CNNs of CMU PIE data

포즈 추정 연산 시간(sec)

LVQ를 이용한 포즈 추정 0.6

KNN을 이용한 포즈 추정 85.6

얼굴 데이터로 다양한 포즈, 조명, 표정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구

성원 수는 z 68명이고 포즈는 상, 하, 좌, 우, 정면 z5개의 포즈

로 구성되어있다. 위, 아래, 좌측을 보고 있는 포즈의 이미지는 한 

사람당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면과 우측을 보고 있는 포즈의 

이미지는 한 사람당 49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미지의 크기는 64

×64이고, 그림 9는 CMU PIE 데이터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는 상, 하, 좌, 우, 정면 z5개의 포즈 중 좌측, 정

면, 우측의 포즈를 고려한 3개의 포즈 이미지만 실험에 사용 하

였다. 학습과 테스트의 비율은 조명 및 표정변화가 심한 이미지

이기 때문에 8:2인 학습 이미지 6596장 테스트 이미지 1700장을 

사용하고 5-fcv를 사용하여 평균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CNNs를 

이용한 얼굴 인식 과정에서 원활한 실험을 위해 이미지의 크기는 

60×60으로 리 사이즈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0은 CMU PIE data

의 얼굴 인식을 위한 CNNs 구조이다.

그림 10과 같이 첫 번째 Convolution layer에서 3개의 5×5크

기 Convolution kernel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4×4크기의 

Pooling kernel을 이용하여 부분 추출한다. 부분 추출된 이미지

는 다시 18개의 3×3크기 Convolution kernel을 이용하여 6개의 

특징 이미지를 추출하고 2×2크기의 Pooling kernel을 이용하여 

부분 추출한다. 추출된 이미지는 마지막으로 Classification layer

에 입력으로 사용되어 인식을 수행한다.

그림 11은 CMU PIE data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그림으로 보

여준다. 축은 구성원을 나타내고 축은 각 구성원의 평균 인

식 성능을 나타낸다.

표 3은 CMU PIE data에 대한 포즈 추정을 위해 사용한 두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을 나타낸다. CMU PIE data는 조명의 변

화가 너무 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Cambridge Head Pose 

Image를 사용한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

만 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KNN을 이용한 포즈추정 기반 얼굴인

식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LVQ기

반 얼굴 인식 모델 또한 포즈 추정에 필요한 연산 시간을 획기

적으로 줄인 것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결과를 얻었

다. 얼굴 인식을 위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측면으로는 조명의 

변화가 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식별성이 좋은 특징 

추출하여 인식을 수행하는 CNNs를 이용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base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는 한 사람당 포즈와 장애

물을 고려한 사진이 186장 있고 z 1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포즈별 이미지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12는 포즈별로 구성한 이미지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2 Cambridge head pose image 데이터의 구성

Fig. 12 Configuration of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

좌측으로 45°이상 회전한 이미지를 좌측의 포즈, 30°이하 

-30°이상으로 회전한 이미지를 정면의 포즈, -45이하 회전한 이

미지를 우측의 포즈라 정하였다. 학습과 테스트의 비율은 조명 

및 표정 변화가 심하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6:4인 학습 이

미지 1845장 테스트 이미지 945장을 사용하고 3-fcv를 사용하여 

평균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CNNs를 이용한 얼굴 인식 과정에서 

원활한 실험을 위해 이미지의 크기는 148×172로 리 사이즈 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3-3은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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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ambridge head pose image 데이터에 대한 CNNs의 
구조

Fig. 13 Architecture of CNNs for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

표   4 Cambridge Head Pose Image 데이터의 포즈추정 기반 

RBFNNs의 실험결과

Table 4 Result for the experiment of pose estimation based 

RBFNNs of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

(a) LVQ

인식 대상 PCR[%] 인식 대상 PCR[%]

1 97.35 ± 0.75 9 93.65 ± 5.18

2 95.24 ± 2.24 10 88.36 ± 1.50

3 97.35 ± 2.70 11 97.35 ± 1.50

4 92.59 ± 3.96 12 99.47 ± 0.75

5 97.35 ± 1.50 13 92.59 ± 3.74

6 97.35 ± 1.98 14 91.01 ± 6.12

7 97.88 ± 2.99 15 96.83 ± 2.24

8 93.65 ± 3.89

평균 인식 성능 95.20 ± 1.67

PCR[%] : Patten Classification Rate

(b) KNN

인식 대상 PCR[%] 인식 대상 PCR[%]

1 99.47 ± 0.75 9 97.88 ± 1.98

2 99.47 ± 0.75 10 99.47 ± 0.75

3 100 ± 0.00 11 98.41 ± 1.30

4 98.94 ± 1.50 12 100 ± 0.00

5 98.94 ± 1.50 13 99.47 ± 0.75

6 98.41 ± 1.30 14 98.41 ± 2.24

7 100 ± 0.00 15 98.41 ± 2.24

8 97.35 ± 2.70

평균 인식 성능 98.98 ± 1.12

PCR[%] : Patten Classification Rate

그림 14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의 실험결과
Fig. 14 Result for the experiment of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

표   5 Cambridge Head Pose Image 데이터의 포즈추정 기반 

CNNs의 실험결과

Table 5 Result for the experiment of pose estimation based 

cnns of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

(a) LVQ

인식 대상 PCR[%] 인식 대상 PCR[%]

1 92.59 ± 8.23 9 94.18 ± 3.26

2 92.59 ± 1.50 10 87.30 ± 5.18

3 98.94 ± 1.50 11 94.18 ± 5.24

4 92.59 ± 1.98 12 94.71 ± 4.17

5 97.35 ± 3.74 13 96.83 ± 1.30

6 96.83 ± 1.30 14 89.95 ± 4.17

7 97.88 ± 1.50 15 94.18 ± 1.98

8 90.48 ± 4.49

평균 인식 성능 94.04 ± 0.27

PCR[%] : Patten Classification Rate

(b) KNN

인식 대상 PCR[%] 인식 대상 PCR[%]

1 100 ± 0.00 9 98.41 ± 2.24

2 98.94 ± 1.50 10 97.88 ± 1.50

3 99.47 ± 0.75 11 97.88 ± 1.50

4 100 ± 0.00 12 99.47 ± 0.75

5 97.88 ± 1.98 13 100 ± 0.00

6 98.94 ± 0.75 14 98.41 ± 1.30

7 100 ± 0.00 15 99.47 ± 0.75

8 97.88 ± 2.99

평균 인식 성능 98.98 ± 0.75

PCR[%] : Patten Classification Rate

얼굴 인식을 위한 CNNs 구조이다.

그림 13과 같이 첫 번째 Convolution layer에서 2개의 5×5크

기 Convolution kernel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6×6크기의 

Pooling kernel을 이용하여 부분 추출한다. 부분 추출된 이미지

는 다시 6개의 5×5크기 Convolution kernel을 이용하여 3개의 

특징 이미지를 추출하고 4×4크기의 Pooling kernel을 이용하여 

부분 추출한다. 추출된 이미지는 마지막으로 Classification layer

에 입력으로 사용되어 인식을 수행한다.

표 4는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에 대한 포즈 추정 

기반 RBFNNs 패턴 분류기의 실험 결과이다. 각 인식 대상자의 

63장에 대한 평균성능과 표준편차 및 전체 인식 대상자의 945장

에 대한 평균성능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표 5는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에 대한 포즈추정 

기반 CNNs 패턴 분류기의 실험 결과이다. 각 인식 대상자의 63

장에 대한 평균성능과 표준편차 및 전체 인식 대상자의 945장에 

대한 평균성능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그림 14는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를 이용한 실험

결과 표 4과 표 5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축은 구성원을 나타내

고 축은 각 구성원의 평균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표 6은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에 대한 포즈 추정

을 위해 사용한 두 알고리즘의 연산 시간을 나타낸다. Cambridge 



전기학회논문지 66권 4호 2017년 4월

680

표   6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의 포즈 추정 연산 

시간

Table 6 Computing time for pose estimation of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

포즈 추정 연산 시간(sec)

LVQ를 이용한 포즈 추정 0.2

KNN을 이용한 포즈 추정 12.9

Head Pose Image data는 장애물 요소가 많이 없어 네 가지 실험 

모두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KNN을 이용한 포즈 추정 

기반 얼굴 인식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LVQ기반 얼굴 인식 모델 또한 포즈 추정에 필요한 

연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

은 결과를 얻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즈 변화에 강인한 얼굴인식을 위해 제안된 

LVQ를 이용한 포즈 추정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과 KNN을 이용

한 포즈추정 기반 얼굴인식 시스템을 비교한다. 성능 확인을 위

한 실험 방법은 LVQ 또는 KNN을 이용하여 테스트 이미지의 포

즈를 추정하고 추정된 포즈의 모델을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한다. 

이때 학습과 테스트 이미지의 개수 비율은 6:4또는 8:2를 사용하

였으며, k-fcv을 사용하여 평균 인식 성능을 최종 인식 성능으로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CMU PIE database와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base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인식 대상자의 성능과 인식 대상자들의 평균 성능을 확인한 결과 

LVQ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의 성능이 KNN기반 얼굴 인식 시스

템에 비해 약간 좋지 않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식 성능이 아닌 포즈 추정을 위한 계산량 및 연산 시간 측면

에서 KNN은 모든 학습 데이터와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야 

하는데 반해 LVQ는 각 포즈의 기준 벡터와만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LVQ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 할 수 있고 

인식 성능 또한 많이 저하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수치적

으로 표현하면 CMU PIE data에 대한 테스트 이미지의 포즈를 

KNN을 사용하여 추정할 경우, 6596개의 이미지와 거리를 계산

하여 약 85.6e의 연산 시간이 걸리는 반면, LVQ를 이용할 경우, 

포즈 추정 성능은 약간 좋지 않을 수 있지만 45개의 기준 벡터

와 거리를 계산하여 약 0.6e의 연산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mbridge Head Pose Image data 또한, KNN을 이용

하여 포즈추정을 할 경우 1845개의 이미지와 거리를 계산하여 

약 12.9e의 연산 시간이 걸리지만, LVQ를 이용할 경우, 30개의 

기준 벡터와 거리를 계산하여 약 0.2e의 연산 시간이 걸리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LVQ3,4 또는 GLVQ를 사용하여 조금 

더 정확한 각 포즈의 기준 벡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기준 벡터 개수를 늘려가며 포즈 추정에 대한 성능을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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