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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모델간 선형변환을 이용한 정밀한

얼굴 포즈추정 및 포즈합성

밧수리수브다†, 고재필††

요 약

본 논문은 Active Appearance Model(AAM)을 사용하여 주어진 얼굴영상의 포즈추정과 임의 포즈합성

방법을 설명한다. AAM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예제기반 학습모델로 예제들의

변화정도를 학습한다. 그러나 하나의 모델로는 각도 변화가 큰 포즈 변화량을 수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좁은 범위의 각도 변화를 다루는 모델을 포즈별로 생성한다. 주어진 포즈 얼굴을 다룰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하

여 정확한 포즈추정과 합성이 가능하다. 이때 합성하고자 하는 포즈의 각도가 포즈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델에 학습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리 학습된 모델간의 선형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Yale B 공개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험을 통해 포즈추정 및 합성 정확도를 보이고, 자체 수집한 포즈변화가 큰

얼굴영상에 대한 성공적인 정면 합성 결과를 제시한다.

Accurate Face Pose Estimation and Synthesis Using

Linear Transform Among Face Models

B. Suvdaa
†
, J. Ko

††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hat estimates face pose for a given face image and synthesizes any

posed face images using Active Appearance Model(AAM). The AAM that having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is an example-based learning model and learns the variations of training

examples. However, with a single model, it is difficult to handle large pose variations of face images.

This paper proposes to build a model covering only a small range of angle for each pose. Then, with

a proper model for a given face image, we can achieve accurate pose estimation and synthesis. In case

of the model used for pose estimation was not trained with the angle to synthesize, we solve this problem

by training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ls in advance. In the experiments on Yale B public

face database, we present the accurate pose estimation and pose synthesis results. For our face database

having large pose variations, we demonstrate successful frontal pose synthe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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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얼굴인식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카

메라를 비롯한 각종 전자 제품에 탑재되어 실생활에

응용되고 있다. 얼굴검출을 통해 초점을 맞추고 얼굴

로 사진첩을 분류·검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

상감시 분야의 경우 전자동 얼굴인식은 매우 어렵다.

이는 원거리 촬영에 따른 낮은 해상도, 불규칙한 조

명, 그리고 비-정면 포즈 등에 기인한다. 낮은 해상도

문제는 감시 카메라와는 별도로 줌 카메라를 사용하

여 해결할 수 있다[1]. 비-정면 포즈의 경우 여러 대

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정면 포즈 촬영을 줄인다

[2,3].

본 논문은 반자동 얼굴인식에서 비-정면 얼굴을

정면얼굴로 합성하여 얼굴인식 성능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얼굴포즈 합성 방법을 설명한다. 얼굴포즈

합성을 위해서는 얼굴의 특징 점 추출 및 포즈 추정

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컴퓨터비전 응

용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져온 Active Appear-

ance Model(AAM)[4,5]을 활용한다. AAM은 얼굴

의 모양 변화와 이에 따른 텍스처 변화를 주성분 분

석을 통해 모델링하여, 입력된 얼굴영상에 모델 파라

미터를 반복적으로 변화시키며 얼굴영상과 모델을

정합시킬 수 있다. AAM은 정합이 완료되었을 때의

모델 파라미터와 포즈 각도간의 선형관계를 학습함

으로써 포즈추정 및 합성기술로 확장되었다[6].

AAM은 학습 샘플의 변화량을 주성분 분석으로 모

델링하기 때문에 학습 샘플의 분포가 가우시안이 아

닌 경우 정합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모델로 포즈 추정과 합성을 수행하는 [6]의 방법에서

는 합성할 수 있는 포즈가 제한된다.

AAM의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

이 시도되었다. 주성분 분석대신 독립성분 분석, 웨

이블릿, 커널 PCA를 적용한 방법이 발표되었고[7-

9], 변환기법 대신 혼합모델 기법[10]도 발표되었다.

혼합모델 기법은 학습 샘플의 비선형성을 효과적으

로 모델링할 수 있지만 무효한 모양과 텍스처를 합성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우시

안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각도 변화를

갖는 AAM 모델을 다수 생성한다. 포즈 영상이 주어

지면 해당 포즈를 학습한 모델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정합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합성단계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포즈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정합

과 포즈 추정을 달성해도 모든 포즈를 합성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0도∼10도를 학습한 모델로부터 30

도를 합성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라미터 공

간에서 모델들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이들의 선

형관계를 미리 학습함으로써 모델간의 파라미터 변

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합된 모델로부터 직접 합성

할 수 없는 포즈를, 정합에 사용된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통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포

즈추정 방법론은 논문 [11]을 참조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제안 방법론은 Flexible 모델 및 회귀분석 모

델 방법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여러 개의 AAM을 이용한 포

즈추정 및 합성 방법을 기술하고, 3장에서 단일 모델

에서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포즈추정 및 합성

정확도, 그리고 제안하는 다중 모델에서의 준-측면

얼굴의 정면 합성 결과를 보이며, 4장에서 결론을 기

술한다.

2. 포즈 추정 및 합성

2.1 Active Appearance Models

AAM은 학습 집합이 가진 모양과 텍스처 변화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특징점 좌표들로 구성된 모양

벡터와 특징점 좌표를 연결한 경계 안쪽의 텍스처

벡터를 각각 와 라고 하였을 때, 다음 식에 따라

AAM 모델의 외관(Appearance) 파라미터 벡터 를

변화시켜 모양과 텍스처를 합성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평균모양 벡터, 는 평균 텍스처 벡터

이고,  및  각각 학습 집합으로부터 유도된 모양

과 텍스처 변화를 설명하는 행렬이다. AA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5]를 참조한다.

2.2 포즈모델

AAM을 이용한 포즈추정 및 합성 모델은 포즈 각

도와 모델의 외관 파라미터 벡터간의 선형관계를 가

정하여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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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외관 파라미터 벡터, 는 포즈 각도,

   는 학습 집합으로부터 추정할 계수벡터이다.

본 모델은 그림 1을 통해 설명된다. 반지름이 1인 경

우 임의의 포즈 가 주어지면 가로방향의 벡터는

cos, 세로방향의 벡터는 sin이다. 이때 외관 파

라미터 벡터 는 이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원점이 0

이 아니고 반지름이 1이 아닌 경우로 확장하면 외관

파라미터 벡터와 각도와의 관계는 수식 (2)와 같이

만큼의 원점이동과 가로축 및 세로축 방향에 대한

계수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 포즈 추정 모델 개념

외관 파라미터 벡터의 차원이 k인 경우 수식 (2)는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절편을 행렬

에 포함하면 포즈 모델은 수식 (4)의 행렬식으로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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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즈모델 학습

포즈 모델에서 학습 목표는 연속된 포즈의 얼굴영

상에 정합된 외관 파라미터 벡터 와 포즈 각도 의

쌍에 대한 학습 집합을 이용하여 계수 벡터    를

구하는 것이다. 외관 파라미터와 계수와의 관계를 선

형으로 간주하여 학습 집합에 포함된 샘플의 수가

n개인 경우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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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첨자 k는 외관 파라미터 벡터의 k번째 요

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 n개의 샘플로

부터 나온 첫 번째 외관 파라미터 값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가운데 행렬에서 하나의 행은 주어진 얼굴

영상의 포즈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 우측 열

 은 k번째 요소의 계수를 나타낸다.

계수   는 최소자승법 또는 선형회귀분

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수식 (5)의 세 개 항을 왼쪽부터 차례대로 R, A, C라

고 하자. 구하고자 하는 계수가 올바로 추정된 경우

등호를 중심으로 좌우가 같게 되므로 C를 구하기 위

한 평가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6)

이제 평가식 (6)을 최소화하는 C를 구하면 된다.

C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7)

→  

→  

→    

2.4 포즈 추정 및 합성

입력 영상의 포즈 추정은 수식 (4)의 포즈 모델에

입력 영상을 정합 후 얻은 외관 파라미터 벡터와 수

식 (5)을 통해 계산한 계수행렬을 대입하여 최소자승

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수식 (4)의 각 행렬을 왼쪽

부터 C, K, S라고 하자. 구하고자 하는 행렬 S는 다음

과 같이 유도된다.

  

→  (8)

→   

여기서 우측 항을 각도에 대한 행렬로 대치하면

즉   cossin 최종 추정 각도는 다



511얼굴 모델간 선형변환을 이용한 정밀한 얼굴 포즈추정 및 포즈합성

음과 같다.

  tan cos
sin

(9)

포즈모델을 통해 추정된 각도를 ′라 하면, 포즈합

성을 위해서는 먼저 수식 (10)과 같이 정합을 통해

얻은 외관 파라미터 벡터와 수식 (2)의 포즈모델을

통해 추정된 각도로 계산되는 외관 파라미터 벡터와

의 차-벡터 을 계산한다.

   
′ ′ (10)

다음은 수식 (11)과 같이 합성각도에 대한 외관

파라미터 벡터를 얻는다. 합성하고자 하는 각도를 

라 하였을 때, 이를 수식 (2)에 대입하여 얻은 결과와

수식 (10)에서 계산한 을 더하면 최종 합성하고자

하는 영상의 외관 파라미터 벡터 를 얻을 수 있다.

    (11)

마지막으로 합성각도의 외관 파라미터 벡터를 수

식 (1)에 대입하여 모양과 텍스처를 합성한다. 단, 합

성 가능한 포즈의 각도 는 정합을 수행한 AAM 모

델의 학습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합성가능

각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각도 변화가 큰 학습 집

합으로 AAM 모델을 학습하면 정밀한 포즈 추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정합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다.

2.5 다중 모델간의 포즈 합성

포즈 별로 여러 개의 모델을 생성한 경우 정합에

사용된 모델이 합성하고자 하는 포즈를 학습하지 않

은 경우 포즈 영상을 제대로 합성할 수 없다. 본 논문

은 모델들 간의 관계를 미리 학습하여 정합모델의

외관 파라미터 벡터를 합성하고자 하는 포즈를 학습

한 모델의 외관 파라미터 벡터로 변환하여 원하는

포즈를 합성할 수 있도록 한다.

AAM 모델은 학습 집합이 가진 변화량의 90% 수

준을 학습하므로 정합결과로부터 얻은 외관 파라미

터 벡터에는 개별 입력 영상이 가진 특이 사항은 어

느 정도 사라진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파라미

터 공간에서 두 모델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한다.

즉, 포즈구간 를 학습한 AAM 모델을  , 포즈구

간 를 학습한 AAM 모델을 라고 하고 학습 데이

터 집합으로부터 얻은 외관 파라미터 벡터 를 행으

로 하는 행렬을 각각  및 라고 하였을 때, 이들의

관계가 변환행렬 를 통해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2)

여기서 변환행렬은 최소자승법을 통해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13)

모델에서 다루지 못하는 각도를 모델에서 다

룰 수 있다면 입력 포즈로부터 구한 외관 파라미터

벡터 는 다음과 같이 모델에서 정합한 결과로 변

환할 수 있다.

′  (14)

이제 ′로 수식 (10)의 를 대치하면  모델에서

학습한 샘플의 포즈구간 에 속한 각도의 포즈를

합성할 수 있다.

2.6 포즈 합성 정밀도 향상

이전 절에서는 정합에 사용된 모델이 학습하지 않

은 각도의 포즈를 어떻게 합성하는지 설명하였다. 그

러나 이렇게 합성한 포즈는 정밀도가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면 얼굴을 학습하는 모델도 0도 각도의

얼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다른 각

도 얼굴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면 얼굴

모델에서 얻은 외관 파라미터를 정면 얼굴을 학습한

모델의 외관 파라미터로 변환하여도 정확히 0도의

포즈가 합성되지 않을 수 있다.

보다 정밀한 포즈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한 번의 추

가 합성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정합을 통해 획

득한 외관 파라미터를 합성하고자 하는 포즈를 학습

한 모델의 파라미터로 1차 변환한 후, 최종 합성하고

자 하는 각도를 이 모델 내에서 2차로 다시 한 번

합성한다. 즉, 수식 (14)를 통한 1차 변환과 수식 (10),

(11)을 통한 2차 변환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

다 정밀한 포즈 합성이 가능하다.

3. 실험 결과

3.1 단일모델에 의한 정면합성

본 절에서는 Yale B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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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일모델 및 다중모델의 정합성능 비교

측 정 치 단일 모델 다중 모델

RMS Point Error 5.05 1.68

Standard Deviation 5.54 0.73

Error Rate 11.67% 1.11%

표 2. 정면합성 영상의 포즈 정밀도 비교

모델
번호

정면모델로의
단순변환 결과

정면모델에서의
0도 재합성 결과

1 1.044±0.895 0.727±0.532

2 1.075±0.882 0.445±0.280

3 1.079±0.880 0.423±0.306

4 1.081±0.878 0.443±0.287

5 1.057±0.812 0.772±0.470

6 1.049±0.889 0.465±0.283

7 1.047±0.903 0.416±0.271

8 1.044±0.868 0.412±0.282

실험을 통해 AAM 모델을 이용한 포즈추정과 합성

성능을 알아본다. Yale B는 총 38명에 대하여 9개의

포즈와 64개의 조명을 달리하여 촬영한 얼굴영상으

로 구성된다. 얼굴영상의 수는 총 21,888 (38명x9포

즈x64조명)이다. 9개의 포즈는 그림 2와 같이 상하좌

우로 0, 12, 24도로 구성된다.

그림 2. YaleB 데이터베이스의 9개 포즈에 대한 예제 얼굴

정면합성 실험을 위해 Yale B 데이터베이스의 38

명으로부터 1,368장(38명×9포즈×4조명)을 선정하여

64개의 랜드마크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단일

AAM 모델을 학습하였다.

그림 3. 비-정면얼굴의 정면합성 예시

그림 3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비-정면얼굴에 대한

정합결과, 정면으로 합성된 메쉬(모양), 정면으로 합

성된 얼굴(텍스처)를 보여준다. 수식 (9)를 통해 계산

한 비-정면 얼굴과 정면으로 합성된 얼굴에 대한 각

도가 각각 -25.09도와 0.926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얼굴영상의 포즈가 합성하고자 하

는 포즈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실제와 시각

적으로 매우 유사한 합성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포즈 변화가 큰 학습 집합을 단일 모델로 학습하

는 경우에는 포즈 추정 선결 조건인 정합 성능을 보

장하기 어렵다.

3.2 다중 모델에 의한 정면 합성 정밀도

본 절에서는 Yale B 데이터베이스를 포즈별로 9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고 각 그룹에 대해 각각의

AAM 모델을 생성하여 정면합성 정밀도를 조사하였

다. 표 1은 단일 모델에서의 정합성능과 9개의 포즈

에 대해 각각 학습된 9개의 AAM 모델에서의 정합

성능을 비교하였다. 단일 모델에 비해 다중 모델의

오류가 월등히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모델별로 합성된 정면의 포즈각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비교하였다. 표 2의 각 컬럼은 각각

2.5절과 2.6절에 설명한 방법으로 얻은 수치이다. 즉,

첫 번째 컬럼의 ‘정면모델로의 단순변환 결과’는 입

력 얼굴의 포즈에 적합한 AAM 모델을 선정하여 정

합을 수행한 후 이로부터 얻은 외관 파라미터 벡터를

수식 (12)를 이용하여 0도를 학습한 모델의 외관 파

라미터 벡터로 변환하여 얻은 각도이고, 두 번째 컬

럼은 한번 변환한 외관 파라미터를 그림 2의 방법을

통해 정면 학습 모델에서 다시 한 번 0도로 합성한

결과로 얻은 각도이다. 단순 변환을 통해서는 1도 정

도의 오류를 보였으나 재합성을 통해서는 대부분 0.5

도 이내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

방법을 통해 매우 정밀한 수준의 합성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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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체 수집 데이터

그림 6. 포즈별 평균 모양

보인다.

그림 4는 비-정면얼굴의 정면합성 결과와 임의포

즈 합성 결과를 보여준다. 1, 3행은 비-정면얼굴이고

2, 3행은 각각 1, 3행 영상을 다른 포즈로 합성한 결과

이다. 2행은 모두 정면으로 합성한 경우이고, 4행은

정면 이외의 포즈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4. 정면 및 임의 포즈 합성 결과

3.3 다중 모델에 의한 광각 포즈 합성

본 절에서는 합성하고자 하는 포즈의 변화가 비교

적 큰 경우의 합성결과를 보인다. 이를 위해 5명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9개의 포즈로 그룹화

하여 각 그룹마다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여 총 9개의

모델을 생성하였다. 연속적인 포즈영상을 얻기 위해

상하좌우 방향으로 각각 3개의 시퀀스, 총 6개의 시

퀀스를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하나의 시퀀스는 15초 정도 촬영하였다. 촬영된 시퀀

스는 일정한 간격으로 200-300장의 정지영상을 추출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획득한 영상은 7,500장이다.

각 영상의 얼굴포즈 각도는 촬영한 시퀀스가 포함한

시작각도 및 종료각도 그리고 추출한 영상의 수를

고려하여 자동으로 설정 하였다. 그림 5는 5명에 대

해 획득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취득한 데이터를 9개의 포즈로 그룹화 하여 각 그

룹별로 AAM을 학습하였다. 그림 6은 그룹별 평균

모양을 보여준다.

그림 7은 Up-Left 모델에서 입력영상을 정합한

후, 포즈 각도를 추정하고 Front 모델로의 변환을 통

해 0도 각도의 모양과 텍스처 합성결과를 보여준다.

모델을 여러 개 둠으로써 성공적인 정합을 달성하

였고, 정면모델로 변환하여 합성한 영상에 대해 포즈

를 다시 추정한 결과 -3.8도를 얻음으로써 정면합성

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

림 7에 제시된 합성된 얼굴영상도 실제 정면 얼굴영

상과 유사하다.

그림 8은 입력 영상을 Down-Left 모델을 이용하

여 정합하고 이를 Front 모델을 이용하여 정면 얼굴

로 합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정면합성 텍스

처가 비정상적로 보이는데, 이는 정합이 불완전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눈, 턱

주변에서 정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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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양한 각도의 정면합성 결과

그림 8. 정면합성 실패 예시

인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AAM 모델이 2D 정보

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합정밀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은 AAM을 이용한 포즈추정 및 합성 알고

리즘을 구현하였다. AAM 기반의 포즈추정 및 합성

은 성공적이지만 AAM 정합성능은 모델의 초기위치

라던가 데이터 변환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발

견 되었다. 하나의 모델로는 넓은 범위의 포즈 각도

를 수용하지 못하여, 본 논문은 각도를 세분화하여

여러 개의 모델을 생성하고 하나의 모델에서 다른

모델로의 변환을 통한 포즈 합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합성을 통해 포즈 합성 정밀도를 높였

다. Yale B 데이터베이스와 자체 수집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통해 성공적인 포즈 추정 및 합성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2차원 좌표에 기반을 둔 AAM 모델

의 한계로 인해 비-정면의 경우 정합이 정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즉 입력 데이터의

변화량이 커질수록 더 많은 모델을 생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개발한 기술은 얼굴관

련 연구의 핵심원천 기술이므로 얼굴정렬, 얼굴검출,

얼굴인식, 표정인식, 표정합성, 포즈합성, 3D복원

[13] 등의 다양한 얼굴영상처리 응용에 활용할 수 있

다.

참 고 문 헌

[ 1 ] F. Wheeler, R. Weiss, and P. Tu, “Face

Recognition at a Distance System for

Surveillance Applications,” Proc. of IEEE

Int’l Conf. on Biometrics: Theory

Applications and Systems, pp. 1-9, 2010.



515얼굴 모델간 선형변환을 이용한 정밀한 얼굴 포즈추정 및 포즈합성

[ 2 ] N. Bellotto, E. Sommerlade, B. Benfold, C.

Bibby, I. Reid, D. Roth, C. Ferna ́ndez, 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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