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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동향

요 약 

최근 스마트 TV 보급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소비 환경에서 개

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인 맞

춤형 미디어 서비스는 맞춤형 홈 스크린, 타겟 광고 등을 포함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 TV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기술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은 물체인

식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상당히 성숙한 기술이라고 알려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환경(저해상도, 조명변화, 포즈변화 

등)을 포함하는 제약되지 않은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얼굴인식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약

되지 않은 환경을 와일드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이 환경에서 얼

굴인식 기술이 부딪칠 수 있는 도전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

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 얼굴인식 기술 동향에 살펴보도록 한다. 

Ⅰ. 서 론 

얼굴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입

력 영상과 시스템 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를 통해 

어떤 사람의 얼굴인지를 구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 컴

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분

야로서 상용화되어 현재 많은 응용 부문에 적용되고 있다. 주요 

응용분야로는 멀티미디어 기술분야 및 치안 안전을 위한 감시

시스템이 있다[1]. 멀티미디어 응용으로는 얼굴인식을 통해 개

인 앨범의 자동적인 얼굴 태깅(tagging)에 의해 온라인 공유, 

접근, 그리고 사진 앨범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뿐

만 아니라, 얼굴인식을 통해 사용자 정보 분석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미디어로 적용되는 예도 

있다(예: 사용자 맞춤 광고 제공).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TV 보급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소비 환

경에서 개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는 맞춤형 홈 스크린, 타깃 광고 등

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 TV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기술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술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얼굴인식 기술은 컴퓨터 비전과 패턴인식 연구 분야에

서 폭넓게 연구되어 온 분야이며 다른 물체인식 기술과 비교했

을 때 상당히 성숙된 기술로 알려져 있다[2]. 하지만 [1-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꾸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얼굴인식 연

구가 실제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작동이 잘 되지 않음을 지적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것은 통제되지 못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

에 의해 인식 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제약되지 않은 환경 또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

을 의미하는 와일드 환경이란 영상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적인 환경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환경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

로서 저해상도, 블러링, 조명 변화, 자세 변화, 다양한 표정, 변

장(안경착용, 머리스타일, 화장), 가려짐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

한다[1-2]. 실제로 와일드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은 얼굴인식을 

위해 시스템에 저장된 훈련용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영

상의 품질이 저하되고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

데, 실제 환경에 적용되어 안정적인 얼굴인식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와일드 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이 선결되어

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와일드 환경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와일드 환경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최신 얼굴인식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여 하이브리드 미디어에서 인식문제 특히 얼굴인식 문

제를 다루는 연구자에게 기술현황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일반적인 얼굴인식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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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 2절에서는 일반적인 얼굴인식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

로 설명하고 3절에서는 와일드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기술의 문

제점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최근 기술 동향에 대

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얼굴인식 기술 개괄 

와일드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 전

에,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얼굴인식 기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얼굴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입

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입력 영상과 시스템 내에 등록된 데이터

베이스와의 대조를 통해 어떤 사람의 얼굴인지를 구분하는 기

술이다. 일반적인 얼굴인식 프레임워크는 그림1과 같이 구성된

다. 얼굴검출(face detection) 모듈은 정지 영상 또는 비디오 입

력 데이터로부터 얼굴 영역을 배경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되고, 

전처리 (preprocessing) 모듈에 의해 얼굴의 정렬 상태가 보정

된다. 다음으로 얼굴인식을 수행하기 위한 얼굴 영역의 특징이 

추출되게 되고, 이 특징을 이용하여 매칭 또는 분류 방법에 의

하여 얼굴인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컴퓨터 비전과 패턴인식 연구 분야에서 얼굴인식 기술은 폭넓

게 연구되어 온 분야이며 다른 물체인식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상

당히 성숙된 기술로 알려져 있다[2]. 하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스마트 TV,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등 다양한 실제 

환경 및 실시간 응용에서 얼굴인식 기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 촬영 환경 변화에 대해 얼굴인식 성능 측면에서의 다양한 

제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위 실제 적용분야에 따라 여러 도

전요소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전적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1][2]. 

기존의 대표적인 얼굴인식 방법은 holistic subspace에 기

반한 방법으로서 시스템 속도나 계산의 단순함 때문에 선호

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3]. 이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Eigenface[4], Fisherface[5], Local binary pattern (LBP) 기

반의 얼굴인식 방법[6]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단

순한 연산을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요인(예: 저해상도, 조명변화)에 직면했을 때,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앞에서 언급된 방법들 외에 

일반적으로 얼굴인식 성능은 실제 환경에서 취득된 영상의 품

질에 따라 상당히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제약되지 않은 환경, 즉 와일드 환경에서

의 얼굴인식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1][2]. 

Ⅲ. 와일드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본 절에서는 와일드 환경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직면하는 문제

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접

근 방식과 최신 기술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1절에서는 

저해상도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3.2 절에서는 블러된 영상에 

대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해서 서술하고, 3.3 절과 3.4절에서는 

조명변화와 포즈변화가 있는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기술의 문제

점과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는 그 

밖의 얼굴인식 도전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서술에 앞

서 앞에서 언급된 와일드 환경에서 얼굴인식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들이 <표 1>에 요약된다. 

1. 저해상도 얼굴인식 

첫 번째 와일드 환경에서 얼굴인식 기술이 갖는 문제인 저해

상도 얼굴 영상은 주로 감시 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 사람과 카

메라 사이의 촬영 거리가 멀리 떨어짐에 따라서 저해상도 얼굴

표 1. 와일드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Challenge Approach Researches

Low	resolution

Super-

resolution
Super-resolution	[7-11].	

Feature-based
Coupled	locality	mappings[12],	

Using	color	cues[13].	

Blurred	face

De-blurring De-blurring[15].	

Feature-based
LPQ[17],	LFD[18],	Blur-

invariant	descriptor[16].	

Illumination	

variation

Appearance-

based

Linear	subspace[21-22],	

Manifold	model[23].	

Normalization-

based

Histogram	equalization,	

MSR[24],	SQI[25],	LTV[26],	

Anisotropic	smoothing[27].	

Feature-based LTP[19],	LDP[32],	LCVBP[33].	

Pose	variation

Subspace-

based

Linear	subspace[21-22],	

Manifold	analysis[23],	PCA[4],	

Fisher	LDA[5],	Artificial	neural	

networks,	Directional	corner	

point	[49],	Elastic	bunch	

graph	matching[50],	LBP[6],	

LDP[32]	

View-based

GEM[40],AAM[51],	Linear	

shape	model[52],	Eigen	light-

field	[53].	

Full	3D	

approach

Automatic	texture	

synthesis[54],	Stereo	

matching[55].	

Multiview-based
Frontal	face	selection[36],	

symmetry	metric[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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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촬영되게 되고, 또는 디지털 가족 앨범이나 소셜 네트워크

에서 그룹 사진을 자동적으로 검출을 통해 구성할 때 배경영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얼굴영역이 검출되어 저장되기 때문

에 저해상도 얼굴이 발생될 수 있다. 실제 감시카메라 환경<그

림2(a)>에서의 저해상도 얼굴은 <그림 2(b)>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얼굴 영역은 얼굴의 에지나 텍스처로 구분을 하

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해상도 영상은 얼굴인식 성

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저해

상도 얼굴인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크게 초해상도(super-

resolution)[7-10]에 기반한 방법과 특징에 기반한 방법[12]

[13][14], 이 두 가지 접근이 있었다. 

[7-8]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저해상

도 얼굴에 적용하여 저해상도 얼굴의 해상도를 개선 시킨 후에 

기존 holistic subspace 기반의 얼굴인식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단순히 두 가지 모듈을 연결한 방법으로 

초해상도 알고리즘의 목적이 영상의 시각성(visibility)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저해상도 얼굴인식 성능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다[9].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9]에서는 

coherent 영상의 특징을 추론하기 위해 비선형 사상(mapping)

을 사용한 초해상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기반한 고해상도와 저

해상도 얼굴들에 해당하는 특징 사이의 coherent subspaces를 

만들기 위해서 canonical correlation 분석법[11]이 적용되었

다. 그리고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특징들 사이의 비선형 사상이 

이러한 coherent 특징 공간에서 RBF(radial basis function)

[56]에 의해 세워진다. 따라서 훈련 시 얻어진 RBF 모델에 따

라 입력 저해상도 영상에 상응하는 super-resolved coherent 

feature를 계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super-resolved 특징

을 이용하여 단순한 NN(nearest neighbor) 인식기를 가지고 

얼굴인식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에 [9]에서는 영상 도메인에

서의 초해상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 공간에

서의 비선형 사상에 의한 초해상도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기존 초해상도에 기반한 저해상도 얼굴인식 방법에서는 주로 

16×16 이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10]에서는 감시시스

템에서 검출될 수 있는 얼굴영역이 16×16 이하에 해당하는 해

상도를 갖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더욱 더 작은 해상도(very low 

resolution: VLR)에 대한 얼굴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0]. [10]에서는 기존 방법에서는 <그림 3(a)>와 같이 고해상도 

영상 공간에 있는 점을 저해상도 영상 공간에 투영하여 사이의 

거리를 통해 얼굴인식을 수행한 데 반하여, 영상의 초해상도를 

위하여 고해상도 영상 공간과 VLR 해상도 영상 공간 사이의 관

계를 학습하는 접근을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그림 3(b)>와 같

이 훈련 시에 동일한 영상에 대하여 고해상도 훈련 영상과 저해

상도 VLR 해상도 훈련 영상 각 쌍에 대하여 data constraint와 

분별력과 관련된 constraint를 두어 두 영상 해상도 사이의 관

계를 학습시키고 나서 입력으로 VLR 해상도에 해당하는 얼굴이 

들어왔을 때 그 관계 연산자를 이용하여 초해상도를 갖는 영상

으로 복원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방법들은 초해상도 알고리즘에 기반한 

방법으로서 상대적으로 계산 복잡도가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에 실시간 응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12]에서는 기존 초해

상도 방법에 기반한 얼굴인식 방법과 실시간 응용에 대한 제한

점을 언급하면서 초해상도 처리없이 저해상도 얼굴인식을 수

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에서는 coupled mappings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는 얼굴을 unified 특징 공간

에 투영을 시키게 된다<그림4>. 이 때, coupled mappings는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목

적 함수를 최적화함으로써 얻어지게 되고, 이 투영된 공간에서 

얼굴인식이 수행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13]에서는 저해상도 얼굴인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색상 정

보를 추가하여 얼굴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하였다. 이 

때, 색상 정보가 얼굴인식 성능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 VRG 

그림2. 감시용 비디오 프레임 (CAVIAR DB), (a) 감시용 비디오 예제, (b) 

얼굴영역 [10]

그림 3. 기존 저해상도 얼굴인식 방법과 VLR 해상도를 갖는 얼굴인식 

방법[10], (a) 저해상도 얼굴 영상과 저해상도 영상 공간으로 투영된 고

해상도 얼굴 영상 사이의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 (b) [10]에서 제안된 고

해상도 얼굴과 저해상도 얼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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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ratio gain) 메트릭을 제안하여 색상 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13]. 

2. 블러된 얼굴과 얼굴인식 

얼굴 영상은 미세한 질감 정보의 조합으로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인식을 위해 얼굴의 특징은 영

상 내의 에지나 질감 정보에 의해 추출되게 된다[6]. 하지만 영

상의 블러 효과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

을 잃게 되고, 이것은 얼굴인식 성능의 저하를 불러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블러 효과는 보통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면서 out-focusing에 의해 발생하거나, 촬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카메라 또는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15]. 

이러한 블러 효과에 해당하는 전달 함수, 다시 말하면 

PSF(point spread function)가 정의되었을 때, 식 (1)과 같이 

카메라 입력 영상 A(x,y)와 PSF H(x,y)사이의 convolution에 의

해 블러된 영상 B(x,y)를 얻게 된다. 

B(x,y) = H(x,y)*A(x,y)                                      (1)

이 때, 블러된 영상에서 PSF만 알고 있다면, 블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은 단순히 de-convolution에 의해 쉽게 얻어질 수 있

다. 하지만, PSF는 카메라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달라질 수 있

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보통 추론에 

의해 얻어지게 되지만, 하나의 영상으로부터 PSF를 추론하는 

것 역시 ill-posed 문제라고 알려져 있고 복잡한 계산 때문에 

실시간 동작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16]. 이러한 블러된 환경

에서의 강인한 얼굴인식을 위하여 크게 de-blurring에 기반한 

방법[15]과 블러에 강인한 특징 추출을 통해 얼굴인식을 수행하

는 특징 기반의 방법[16][17]18] 이 연구되었다. 

De-blurring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15]에서는 <그림 6>과 

같이 훈련 집합을 다양한 블러를 포함하는 영상으로 구성하여 

주파수 도메인에서 크기와 관련된 특징을 추출하여 PCA를 통

해 각 블러에 해당하는 영상의 주성분을 구하여 저장해 두고, 

테스트 블러된 얼굴이 들어왔을 때 PCA를 통해 그 주성분이 어

떤 훈련 집합과 닮은지를 비교하여 PSF를 추정하게 된다. 이 

때, 이 방법에서는 같은 PSF를 갖는 영상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에 착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PSF를 이용하

여 de-convolution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모든 PSF

에 대해서 다룰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으며, 모든 PSF에 의해 

구성된 모든 클러스터와 유사도를 측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17]에서는 블러에 강인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주파수 

도메인에서 크기 성분은 블러에 따라 변하지만 위상 성분은 블

러에 대해 불변함에 착안한 LPQ (local phase quantization)특

징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로컬 Fourier 변환의 

위상정보를 양자화 하여 이 양자화된 값을 이진 부호화 함으로

써 블러에 강인한 특징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다양한 블러

에 대해 강인성을 보여준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후에는 LPQ 

그림 5. (a) 블러된 얼굴 예제 영상, (b) 얼굴이 블러 되었을 때 얼굴 영상

의 변화 (좌: 원본 얼굴, 우: 블러된 얼굴).

													(a)																																									(b)

그림 4. Coupled locality preserving mappings를 이용한 방법[12] 

그림 6. [15]에서 제안된 PSF 추론에 기반한 얼굴인식 방법 그림 7. 블러에 강인한 LFD 특징 추출 방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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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추출의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해결하고 영상 내에서 추가적

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LFD (local frequency descriptor)

[18]가 제안되었다. LPQ와 마찬가지로 로컬 주파수 정보에 

기반한 특징이 사용되지만, LPQ와는 다르게 <그림 7>과 같

이 크기 정보와 위상 정보 모두가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LPQ에서는 PSF가 양(positive)이라는 가정을 하고, center-

symmetric PSF에 대해 고려하였는데, LFD는 모든 PSF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18]. 실험을 통해서는 LPQ에 비

해 블러 문제에 대해 더욱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16]

에서는 영상과 가능한 PSF들의 선형 조합 사이의 convolution

에 의해 만들어지는 subspace가 블러에 불변한다는 관찰로부

터 테스트 영상과 subspace 사이의 거리에 의해 얼굴인식을 수

행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3. 조명변화가 있는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얼굴인식에서 조명변화는 영상 촬영 시 빛이 비추는 방향과 

빛의 세기와 관련된 도전요소로서 앞의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서 얼굴인식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알

려져 있다[19]. 이런 조명변화에 강인한 얼굴인식 시스템을 제

안하는 기존 연구는 얼굴의 외양(appearance) 기반, 정규화

(normalization) 기반, 그리고 특징(feature)에 기반한 방법으

로 구분할 수 있다[20]. 외양에 기반한 방법은 얼굴인식을 위한 

훈련 집합을 구성할 때에 서로 다른 조명 조건에서 촬영된 얼굴 

영상을 모아 구성하고 이것을 여러 조명 변화를 포함하는 글로

벌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선

형 subspace 방법[21][22] 또는 manifold 모델[23] 등). 반면 

정규화에 기반한 방법은 일종의 전처리 방법으로서 서로 다른 

조명 조건으로부터 취득된 얼굴 영상의 조명 효과를 보정시키

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 MSR(multiscale retinex)[24], SQI(self 

quotient image)[25], LTV(logarithmic total variation) [26], 

그리고 anisotropic smoothing[27]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징에 기반한 방법은 조명 변화에 강인한 특징을 얼굴 영상으

로부터 추출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에 포함되는 것은 

영상의 미분에 기반한 특징을 포함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지 추

출, LBP, Local ternary pattern(LTP)[19] 등이 대표적으로 알

려져 있다. 이 방법들 중에 얼굴인식에서의 조명변화 문제를 다

루기 위해 외양에 기반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은 심한 조명변

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얼굴인식 성능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19],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정규화 기반한 

방법과 특징에 기반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규화에 기반한 방법으로 [20]에서는 Weber의 법칙에 기반

하여 픽셀의 밝기 차와 주변의 밝기 차의 비(ratio)를 이용하여 

조명 효과를 보상하였고, 이것을 Weber 얼굴이라고 정의하였

다. 실제로 <그림 8>과 같이 동일 인물에 대해 조명변화가 있

는 영상에 대해 적용하였을 때 조명효과가 어느 정도 제거 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8]에서는 로컬 영역에 대한 

대비(contrast)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픽셀 값을 앞서 구한 

대비 값을 이용하여 영상을 정규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과 특징 선택, SVM(support vector machine)[29]을 이

용하여 조명변화에 강인한 통합된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30]에서는 기존 연구가 영상에 따라 다른 조명 속성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spherical harmonic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얼굴 영상의 조명 속성을 추정한 후에 적응적

인 전처리를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31]에

서는 <그림 9>와 같이 입력 영상의 웨이블렛(wavelet) 변환으

그림 8. (a) Weber’s face 계산 방법, (b) 동일인물의 조명변화를 갖는  

얼굴 영상에 대한 Weber’s face (상: 원본 영상, 하: Weber’s face)[2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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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에지 맵을 형성시키고 이 영역을 에지의 강도에 따라 로

컬 영역으로 분할한 뒤 영역 기반의 에지 향상(enhancement)

과 영역 별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고 다시 역 웨이블렛 변

환을 하는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

반면에 특징에 기반한 방법으로 미분에 의한 에지 정보를 이

용한[32][33] 방법이 있다. [32]에서는 LDP(local directional 

pattern)을 제안하면서 밝기 정보가 아닌 밝기 차이를 의미하

는 방향 패턴에 주목하여 이진 부호화된 특징을 추출하였고, 

[33]에서는 조명변화에 분별력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컬러 영상에 대해 각 컬러 성분을 3차원 벡터로 두고 

벡터의 크기 정보와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이진 부호화 하여 특

징으로 사용하였다. [32][3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런 특징

에 기반한 방법도 조명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얼굴

인식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포즈 변화를 갖는 얼굴에 대한 얼굴인식 

포즈 변화는 얼굴 영상이 취득될 때 얼굴의 시선 및 카메라의 

배향에 따라 포즈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포즈 변화는 크

게 아래 그림 10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34]. 여기에서 

yaw는 좌우로 얼굴 배향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roll은 정면 

얼굴의 circular 방향으로 얼굴 배향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pitch는 얼굴의 앞뒤 방향으로의 배향이 변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렇듯이 얼굴의 배향이 다양함에 따라서 등록된 훈련 

집합과 테스트 영상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포즈에 따

라 이용할 수 있는 얼굴 정보도 변하기 때문에 얼굴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접근 방법은 subspace 기

반의 방법, 다중 시점 영상에 기반한 방법, view 기반의 방법, 

3차원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35][36]. 3.3에서

의 접근 방법과 동일하게 subspace 기반의 방법(Eigenface, 

Fisherface)은 다양한 포즈를 갖는 얼굴을 훈련 집합으로 구성

하여 글로벌 모델을 학습시킨다. 하지만, 다룰 수 있는 포즈 자

체가 15도 안팎으로, 그 이상 포즈가 변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얼

굴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훈련 

집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컬 영역에 기반한 특징(LBP, LDP 등)

을 추출하여 subspace 기반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포즈 변화에 의해 구조 정보 역시 변하게 되기 때문에 포즈변화

에 강인하지 못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2D 영상의 기

하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view 기반의 매칭 방법이나, 영상 또는 

특징 공간에서 포즈 변환을 통해 포즈 변화에 대한 강인성을 확

보한 방법이 있었다[34].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D 영상 정보

를 이용하여 3D 얼굴 모델을 복원하여 3D 얼굴 사이의 매칭을 

수행하는 3D 얼굴인식 연구도 활발히 되고 있다[35].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38]에서는 포즈 변화를 다루기 위해 

얼굴의 대칭성을 사용한 3D 얼굴인식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에서는 포즈를 추정하고, 얼굴 스캐닝을 통해 가려진 영

역을 검출하는 자동 landmark 검출기를 채택하였다. 그 뒤에 

annotated 얼굴 모델이 등록되고 스캔 영역이 피팅된다. 피

팅하는 동안에는 얼굴의 대칭성이 소실(missing) 데이터의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 결과는 포즈에 불변하는 기

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더불어서 최

근에 2D 영상으로부터 3D 모델을 만드는 데에 GEM (general 

elastic models)[39]이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40]

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GEM을 이용하여 먼저 훈련 집합 내

에 각 subject에 대해서 2D 영상을 가지고 3D 모델을 구축한

다. 테스트 단계에서 훈련 집합과 매칭을 수행하기 전에 자동적

인 얼굴 landmark annotation에 기반한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테스트 영상의 포즈를 먼저 추정하고 각 3D 모델과 

훈련 집합 내의 동일한 포즈에 대한 3D 모델 사이의 정규화된 

correlation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41]에서는 머리의 포즈를 추정하여 이 포즈를 정규화

(그림12)하여 정면을 보도록 렌더링을 통해 영상을 재구성한 후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방법은 얼굴의 yaw의 변화에 대해서 45도, pitch 각도에 대

그림 9. [31]에서 제안된 조명변화에 대한 전처리 과정

그림 10. 사람의 얼굴 포즈 변화의 3개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 

DOF): pitch, roll, 그리고 yaw[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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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0도 정도밖에 다룰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법 외에도 다중 시점의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 정보를 이용

하여 얼굴 대칭성에 기반하여 정면의 얼굴을 선택하여 얼굴인

식을 수행하는 방법[36]과 다양한 포즈의 얼굴이 들어왔을 때 

정면 얼굴을 선별하는 메트릭을 제안하는 연구[37]도 수행되었

다 <그림13>. 

5. 얼굴인식과 추가적인 도전요소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 이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얼굴인식 도

전 요소로서 표정변화를 포함하는 얼굴의 얼굴인식에 대한 연

구[42], 가려짐 또는 변장에 강인한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연

구[1][43][44][45]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신호처리 분야

에서는 sparse 표현법과 관련된 응용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데[1][43][46], 2009년에 제안된 [43]에서는 sparse 표현법이 

얼굴인식에 적용되면서 강인한 얼굴인식을 가능하게 한 결과로

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그림14>. 이 방법은 테스트 샘플

이 들어왔을 때 훈련 샘플들에 대해 sparse 계수를 구하게 되면 

이 계수들이 동일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위치에 많이 집중된다

는 것에 착안한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sparse 표현법이 잡음이 

있는 환경, 뿐만 아니라 가려짐, 변장, 다양성 등에 강인한 것

으로 증명이 되었고, 강인한 얼굴인식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입

증하였다. 하지만 [1]에서는 기존 [43]이 테스트 또는 훈련 영상 

사이의 misalignment에 대해 다루지 않았고 우수한 성능을 내

기 위해서는 많은 샘플의 다양성을 갖는 훈련 영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1]은 실 환경에서의 조명변화, 영상의 

misalignment, 그리고 부분적 가려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적인 도전요소 이외에 실제 환경에

서 얼굴인식 기술이 접할 수 있는 도전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 

당 시스템이 이용할 수 있는 훈련 샘플의 개수가 부족함을 들 

수 있다. 특히, 감시시스템의 경우에는 방대한 범죄자의 수와 

데이터 저장공간의 제약에 의해 범죄자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

진(mug shot)으로 무수히 많은 수의 샘플이 제공되는 것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 집합 내에는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는 얼

굴이 미리 저장되어 있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범인의 변장이

나 가려짐 등의 다양성에 의해서 얼굴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것

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47]와 같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

은 도전요소 중 하나이다[48].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및 지능형 감시카메라 인식 

시스템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와일

드 환경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신 얼굴인식 기술 동향에 대

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광범위한 얼굴인식 연구에 의해 상당

그림 11. [40]에서 제안한 GEM 기반의 3D 모델 추정을 통한 포즈에  

강인한 얼굴인식 방법

그림 12. 얼굴 포즈변화 정규화 방법[41]

그림 13. [37]에서 제안된 얼굴 대칭성 측정을 위한 메트릭 예제

그림14. Sparse 표현법에 기반한 얼굴인식 방법[43].  

((a) 가려진 얼굴 영상과, (b) 잡음이 존재하는 얼굴 영상이 들어올 때, 

오염되지 않은 얼굴 영상들의 선형 조합과 가려짐 영역 또는 잡음 부

분을 의미하는 오차 합에 의해 입력 영상이 재구성되고, 이 때 가장 큰 

sparse 계수에 해당하는 얼굴이 실제 얼굴 identity로 판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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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강인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하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위해 실제 응용 및 실시간 응용에 활용할 얼굴인식 기

술이 개발되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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