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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기의 정단계 융합에 의한 얼굴인식

(Multi-classifier Decision-level Fusion for Face Recog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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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굴인식 기술은 지능형 보안, 웹에서 콘텐츠 검색, 지능로 의 시각부분, 머신인터페이스 등, 활용이 범  하다. 그러나 

일반 으로 상자의 표정과 포즈 변화, 주변의 조명 환경과 같은 문제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획득한 상의 경우 

해상도를 비롯하여 블러와 잡음에 의한 상의 열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톤 카운

(Photon-counting) 선형 별법(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한 다  분류기(Classifier)에 의한 정을 융합하여 얼굴

상 인식을 수행한다.  Fisher 선형 별법은 집단 간 분산을 최 로 하고 집단 내 분산을 최소로 하는 공간으로 선형 투 하

는 방법으로, 학습 상의 수가 을 경우 특이행렬 문제가 발생하지만 포톤카운  선형 별법은 이러한 문제가 없으므로 차

원축소를 한  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 본 논문의 다  분류기는 포톤 카운  선형 별법의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는 정규화된 상 (Normalized Correlation)을 용하는 정규칙에 따라 구성된다. 다 분류기의 정의 융합은 각 

분류기 cost의 정규화(Normalization), 유효화(Validation), 그리고 융합규칙(Fusion Rule)으로 구성된다. 각 분류기에서 도출된 

cost는 같은 범 로 정규화된 후 유효화 과정에서 선별되고 Minimum, 는 Average, 는 Majority-voting의 융합규칙에 의

하여 융합된다. 실험에서는 원거리에서 획득한 효과를 구 하기 하여 고해상도 데이터베이스 상을 인 으로 Unfocusing

과 Motion 블러를 이용하여 열화하여 테스트하 다. 실험 결과는 다 분류기 융합결과의 인식률은 단일분류기보다 높다는 것

을 보여 다.  

Abstract

Face classification has wide applications in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content retrieval, robot vision, and 

human-machine interface. Pose and expression changes, and arbitrary illumination are typical problems for face recognition. 

When the face is captured at a distance, the image quality is often degraded by blurring and noise corrup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icacy of multi-classifier decision level fusion for fac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photon-counting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with two different cost functions: Euclidean distance and negative normalized correlation. Decision 

level fusion comprises three stages: cost normalization, cost validation, and fusion rules. First, the costs are normalized 

into the uniform range and then, candidate costs are selected during validation. Three fusion rules are employed: minimum, 

average, and majority-voting rules. In the experiments, unfocusing and motion blurs are rendered to simulate the effects of 

the long distance environments. It will be shown that the decision-level fusion scheme provides better results than the 

single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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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굴 상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은 실

시간 지능형 보안과 감시를 비롯하여 로  비 ,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콘텐츠 검색 등에서 활용이 범 하

다[1]. 통계  얼굴인식 기술의 표 인 방법으로 E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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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와 Fisher face가 있다. Eigen face는 주성분 분석법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고 

Fisher face는 주성분 분석법 후 Fisher 선형 별법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한다
[2～6]
. 

Fisher 선형 별법은 서로 다른 클래스 간의 분산을 최

로 하며 동일 클래스의 분산의 합을 최소로 하는 공

간으로 입력 상을 투 하여 정하는 방법이다
[7～8]
. 그

러나 일반 으로 학습 상의 수가 은 경우에 특이

(Singularity)행렬 문제가 발생하여 주성분 분석법과 같

은 차원축소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포톤 카운

(Photon-counting) 선형 별법은 Fisher의 최 화 기

을 고차원 공간에서 구 할 수 있다[9～10]. 클래스의 

정은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는 정규화된 

상 (Normalized Correlation)을 이용한다. 즉, 미지의 

상정보는 학습된 클래스 평균들  최소 유클리드 거

리 는 최  상 을 가지는 클래스로 단한다. 

상 인식 분야에서 서로 다른 분류기를 융합하여 보

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지속 으로 연구되었

다
[11～14]

. [11]에는 여러 가지 융합규칙이 응용되었고 [1

2～13]에는 얼굴인식을 하여 LDA와 PCA, SVD 

(Support Vector Machine)와 LDA의 융합이 연구되었

다. 그러므로 다  분류기의 융합은 서로 다른 분류기의 

단 을 보완하여 반 인 수행도의 향상을 이룬다. 그

림 1은 다 분류기를 이용한 융합시스템의 개념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포톤 카운  선형 별의 다른 정규

칙인 유클리드 거리와 정규화 상 에 의한 다 분류기

의 융합을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다 분류기의 

정단계 융합은 코스트(Cost)의 정규화(Normalization), 

유효화(Validation), 그리고 융합규칙 (Fusion Rule)의 

세단계로 이루어진다[15]. 코스트 정규화는 서로 다른 분

류기의 코스트 간의 상이함을 최소로 하고 유효화 과정

그림 1. 다 분류기 융합 개념도

Fig. 1. Multiple-classifier decision-level fusion.

에서는 후보 코스트를 선별하여 후보 코스트 집합을 

구성한다. 융합단계에서는 Minimum, Average, 는 

Majority-voting의 융합규칙을 사용하여 코스트를 융

합한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되었

고 원거리에서 획득 한 상의 효과를 구 하기 하

여 고해상도 얼굴 데이터베이스 상을 인 으로 열

화하여 입력 상으로 실험하 다. 실험 결과는 다 분

류기의 융합은 단일분류기보다 인식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포톤카운

 선형 별법을 Fisher 선형 별법과 비교하여 설명한

다. 한 다 분류기 정단계 융합방법을 소개한다. III

장에서는 얼굴인식 실험을 수행하고 IV장에서는 결론

으로 끝을 맺는다.

Ⅱ. 본  론

1. 포톤카운팅 선형판별법

Fisher 선형 별법은 서로 다른 클래스의 분산을 최

로 하며 동일 클래스 내의 구성원의 분산을 최소로 

하는 공간을 구성하고 입력 상을 투 하여 클래스를 

정한다. Fisher의 최 화 기 은 다음과 같다. 

 

∈× ∑ 

∑  
      (1)

∑ 는 학습 상벡터,   ∙∙∙
의 집단 

간(Between-class) 공분산 행렬이고 ∑는 집단 내
(Within-class) 공분산 행렬로 다음과 같다.

∑           (2)

∑         (3)

의 식에서 는 상의 화소 수이고 첨자 는 

치행렬을 나타낸다. 는 학습 상 의 클래스 의 

조건평균 벡터이고 는 의 평균 벡터로 다음과 같다. 

                   (4)

    (5)

포톤카운  선형 별법의 최 화 기 은 평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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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수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도되며 학습

상벡터는 
 



  로 정규화한다
[9]
.

 

∈× ∑ 

∑  

 
∈×   ∑  

∑   (6)

의 열벡터는 ∑   ∑ 의 0이 아닌 고유값
에 응하는 고유벡터이다. 의 성분은 0이 아니므로 

∑는 항상 정칙(Regular)행렬이다. 그러므로 포톤 카
운  선형 별법은 Fisher 선형 별법에서 발생하는 특

이행렬 문제가 없다.

입력 상에 한 포톤카운  벡터, y는 포톤카운  

검출기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포톤카운  검출기는 

보편 으로 고가이며 코히런트 조명이 요구되고 주변 

환경의 향에 민감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16]. 그

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일반 가시 상으로부터 포톤카운

 벡터를 MMSE (Minimum Mean Squared Error)　

추정법(Estimation)으로 추정한다. 즉, y의 Bayesian 추

정, 는 에 한 조건평균이므로 다음과 같다. 

       (7)

클래스의 정은 유클리드 거리 는 정규화된 상

을 이용한다. 즉, 입력 상정보와 클래스의 학습 상의 

평균과 유클리드 거리 는 음의 정규화된 상 을 구하

여 유사도가 가장 큰 클래스로 정한다. 로부터 구한 

각 클래스의 코스트는 다음과 같다.

  
    (8)

  
 

   


  

 
    

 (9)

의 식에서    이므로 식 (8)와 (9)는 각

각 식 (10)과 (11)으로 치할 수 있다. 

  
     (10)

  
 

   


  

 
    

(11)

입력 상 의 클래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

된다.  

      
      (12)

의 식에서 c는 클래스의 수이다.

2. 다중분류기의 융합

다 분류기의 융합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다 분

류기의 융합은 코스트의 정규화, 유효화 그리고 융합규

칙으로 구성된다. 

정규화는 상이한 분류기의 코스트를 비교하기 하

여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분류기의 유클리드 

거리는 0부터 ∞까지의 값을 갖고 정규화 상 은 -1 부

터 1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0부터 ∞까지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가 수행된다. 

유효화 과정에서는 각 분류기에서 유효한 코스트를 

추출하여 각 분류기 별 후보코스트 집합    

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3)

         ⋯    

⋯    

(14)

의 식에서 는 분류기의 수이며 는 번째 분류기

에서 선택한 코스트의 개수다. 분류기 별 후보코스트 

집합(   )은 클래스 별 후보코스트 집합( 

   )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 실험에서

는 를 모든 분류기에 하여 2로 정하 다.

          (15)

그림 2. 다 분류기 융합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multiple-classifie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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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서 는 후보코스트 집합 의 코스트의 개

수다. 그러므로 
 



  
 



이다.

후보 코스트 집합의 원소들은 Minimum, Average,  

는 Majority-voting의 융합규칙에 의하여 j 클래스에 

하여 최종 코스트로 다음과 같이 융합된다. 

<Minimum rule>

             (16)

<Average rule>

 

 
 



  (17)

<Majority-voting rule>

   (18)

식 (18)에서 만약 동일한 수의 가 존재할 경우 

 는  로 체하 다.

Ⅲ. 실  험 

실험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ATT-ORL face 

데이터베이스[17]를 사용하 다. ATT-ORL 데이터베이

스는 총 40개의 인물(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클

래스는 10개의 표정과 포즈가 다른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 크기는 각각 92×112 화소이다. 실험은 총 

4개의 case로 나 어 수행되었으며 case 1은 1부터 10

까지의 10개의 클래스를, case 2, 3, 4는 20, 30, 40개의 

그림 3. ORL 데이터베이스 샘 상

Fig. 3. Sample images of ORL database.

클래스를 이용하 다. 학습과정에서 각 클래스의 0-2번

의 3개의 상을 이용하 고 학습된 상이외의 각 클

래스의 7개 상으로 인식률을 테스트하 다. 그림 3은 

ORL 얼굴 데이터베이스의 샘 상이다. 

그림 4와 5는 유클리드 거리와 정규화된 상 의 정 

기 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Probability of 

Detection)과   (Probability of False Alarm)이다
[10]. 

포톤카운  선형 별법과 Fisher face, 그리고 Eigen 

face에 한 인식결과를 구하 다. 그림 4와 5에 보이듯

이 포톤카운  선형 별법으로 정규화된 상 에 의하여 

정하 을 때 가장 높은 검출률과 낮은 오보율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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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 인식 결과

(a) 평균 검출율, (b) 평균 오보율

Fig. 4. Classification performance by the Euclidean 

distance cost, (a) average probability of 

detection, (b) average probability of false al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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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규화된 상 을 이용한 인식 결과 (a) 평균 검출율, (b) 평균 오보율

Fig. 5. Classification performance by the normalized correlation cost, 

(a) average probability of detection, (b) average probability of false alarms.

(a)
    

(b)

(c)

Fig. 6. 입력 상 샘  (a) 원 상, (b) Unfocusing 블러링, (d) Motion 블러링 

Fig. 6. Test input image samples for class 1-5, (a) original images, (b) unfocusing blurring, (d) motion bl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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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 (a) 평균 검출율, (b) 평균 오보율

Fig. 7. Results with original images, (a) average probability of detection, (b) average probability of false al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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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nfocusing 블러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 (a) 평균 검출율, (b) 평균 오보율

Fig. 8. Results with unfocusing-blurred images, 

(a) average probability of detection, (b) average probability of false al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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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otion 블러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 (a) 평균 검출율, (b) 평균 오보율

Fig. 9. Results with motion-blurred images, (a) average probability of detection, (b) average probability of false alarms.

수 있었다.

원거리 환경에서의 상의 열화를 구 하기 하여 

데이터베이스 상에 Unfocusing과 Motion 블러를 랜

더링하 다. Unfocusing 블러를 생성하기 하여 반지

름(radius)의 크기가 8 화소인 가우시안 필터를 용하

고 Motion 블러는 20화소의 선형 움직임과 반시계 

방향으로 45° 회 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18]. 그림 6은 

두 가지의 블러의 PSF(Point Spread Function)을 이용

하여 열화된 입력 상을 보여 다. 

그림 7부터 9는 유클리드 거리와 정규화 상 의 코스

트를 융합하여 인식한 결과이다. x축의 Euclidean, 

Norm-Corr.는 단일 분류기의 정결과를 나타내고 

Minimum, Average, Majority -voting은 다 분류기 융

합결과이다. 그림 7은 블러링이 없는 원 상을 테스트

하 고 그림 8은 Unfocusing 블러, 그림 9는 Motion 블

러가 첨가된 입력 상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그림 7

에서 원 상을 이용할 경우 다 분류기의 융합의 이

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으나 그림 8과 9에서 열화된 입

력 상에 하여 다 분류기의 인식결과가 단일분류기

의 결과보다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jority-voting

이 다른 융합법칙에 의한 방법보다 높은 인식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과 2는 입력 상에 블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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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PD Average PFA
Norm-Corr. Majority-voting Norm-Corr. Majority-voting

Case 1 0.9714 0.9857 0.0032 0.0016

Case 2 0.9214 0.9429 0.0041 0.0030

Case 3 0.8619 0.8714 0.0048 0.0044

Case 4 0.8714 0.8714 0.0033 0.0033

표 1. Unfocusing 블러링 된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1. Results with unfocusing blurring.

Average PD Average PFA
Norm-Corr. Majority-voting Norm-Corr. Majority-voting

Case 1 0.9571 0.9714 0.0048 0.0032

Case 2 0.9286 0.9429 0.0038 0.0030

Case 3 0.8571 0.8762 0.0049 0.0043

Case 4 0.8714 0.8786 0.0033 0.0031

표 2. Motion 블러링 된 상을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2. Results with motion blurring.

단일분류기의 정규상 에 의한 결과와 다 분류기의 

Majority-voting에 의한 결과를 수치 으로 보여 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 분류기에 의한 융합방법을 연구

하고 얼굴인식 실험을 통하여 단일분류기보다 효과 임

을 보 다. 정 단계 융합은 코스트의 정규화, 유효화, 

그리고 융합법칙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유클리드 거리

에 의한 정과 정규상 에 의한 정규칙으로 산출된 

코스트를 융합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 다. 클래스 검

출율은 유클리드 거리 보다 정규상 을 이용할 경우 다

소 높았으며 상의 열화가 있을 경우 융합법칙을 용

한 다 분류기의 융합결과가 단일분류기보다 향상되었

다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다  임 융합을 통한 

얼굴인식 기술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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