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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얼굴 인식은 입력 영상이 들어왔을 때 자

동으로 누구인지 알아내는 알고리즘으로 크게 얼굴 검출, 얼

굴 랜드마크 검출 및 얼굴 특징 추출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

에서는 얼굴 검출, 랜드마크 검출 및 얼굴 특징 추출에 특화

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발전

해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알고리즘들은 딥러닝 기반 물체 인식의 발전 방향과 유사하

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얼굴 인식에 특화된 딥러닝 아

키텍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어떤 방향이 얼굴 인식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Ⅰ. 서 론

딥러닝 기술 발달을 통해서 많은 Computer

Vision 방식들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얼굴 인식

분야에서 기존에 주류를 이루던 Hand-crafted

Feature인 HOG, LBP, Gabor 등의 특징들이 모두

딥러닝 기반의 특징으로 바뀌었고 얼굴 검출 방식

또한 딥러닝 기반의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달성하지 못했던 성능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발

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기존 보다 더 많아진 공개

얼굴 database와 다양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딥러닝 기술의 현재 기술 및 연

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얼굴 인식의 기본적인 구

조도가 <그림 1>과 같이 단순화 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얼굴 검출기, 랜드 마크 검출기는 기존 기술에

서 딥러닝 기반의 신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얼굴 인식의 핵심 모듈인 얼굴 특징 추출 방식에서

조명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Preprocess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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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략되고 LBP, HOG, Gabor와 같은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 단순하게 딥러닝 기반 방식으로 대처되

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대

로 인터넷에서 수집된 다양한 얼굴 영상에 이미 조

<그림 1> 얼굴 인식기 구조 변화, 왼쪽부터 기존의 Hand-crafted Feature 방식의 얼굴 인식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구조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 물체 인식과 얼굴 인식의 대상 영역. 물체 인식의 경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물체를 구별하나 얼굴 인식의 경우 유사한 패턴을
가진 물체에서 그 identity를 구별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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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딥러닝 기반 특징 추

출 알고리즘이 이러한 빅 데이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Learning Capability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딥러닝 기반 물체 인식

과 다르게 아직도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의 경우

하나의 Framework에서 검출과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물체 인

식과 다르게 얼굴 인식의 경우 동일 물체 내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일종의 Fine grained

classification이기 때문에 얼굴 검출, 랜드 마크 검

출 및 특징 추출 모듈이 정교한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물체 인식

과 다르게 얼굴 인식의 경우 검출, 랜드 마크 검

출 및 특징 추출 모듈이 개별적으로 응용처를 가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

다. 구체적으로 얼굴 검출 모듈만으로도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거나, 얼굴 랜드 마크 검출을 이용하

여 Augmented Reality를 위한 얼굴 분장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 랜드 마크 검출 및 얼

굴 특징 추출에 대한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얼굴 검출

기존의 얼굴 검출 알고리즘은 Viola-jones의

Haar-like Feature를 Boosting으로 선택하는 방

식[1]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최근 딥러닝 방식이 높

은 성능을 보임에 따라 ICMR에서 2015년도에 기본

적인 AlexNet을 기반으로한 얼굴 검출기[2]가 발표

되었다. 2015년도 알고리즘의 경우 ImageNet으로

학습된 AlexNet을 얼굴 영상으로 Tine-tuning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지만, 아직까지 검

출 성능이 높지 않아서 최종 단에 SVM을 이용하여

얼굴 유무를 최종 판단하였다. 관련 방식은 Sliding

Window 방식으로 전체 영상을 모두 검토하여 얼굴

의 유무를 AlexNet 기반 Classification으로 판단하

는 기초적인 형태를 띄우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2015년도에는 CHUK에서 얼굴

의 부분 (머리, 눈, 코, 입 그리고 수염)을 개별적으

로 검출하여 최종 얼굴로 판단하는 딥러닝 기반 얼

굴 검출기[3]를 제안하였다. 특히 관련 기술의 경우

FDDB에서 Occlusion이 심한 얼굴을 검출하기 위

해서 제안된 방식으로 총 7 layer로 구성된 얼굴 파

트 검출기를 총 5개를 사용하고 이들 결과를 이용

<그림 3> Yahoo社의 딥러닝 얼굴 검출 예제. 왼쪽은 얼굴 검출 예와 AlexNet의 Receptive Field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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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

검출기의 경우도 ImageNet으로 사전 학습된 네트

워크를 얼굴 영상으로 Fine-tuning함으로써 최종

얼굴 검출 결과를 높이고 있다. 

일반적인 딥러닝 기반 얼굴 검출기의 경우

ImageNet으로 학습된 AlexNet이나 깊은 네트워크

를 사용하기 때문에 GPU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얼굴

검출기가 널리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능뿐 아

니라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DSP에 올리기 좋

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2015년 CVPR에서는 기존 얼굴 검출기에 많

이 사용되던 Cascade Scheme이 깊지 않은 네트워

크에 직렬로 연결된 논문[4]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

<그림 4> 부분 얼굴 검출을 이용한 딥러닝 얼굴 검출 방식. 왼쪽 그림은 기본 아키텍처를 오른쪽 그림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CNN기반의 Cascade Network 기반 얼굴 검출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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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작은 얼굴 크기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얼굴

이 아닌 영역을 제거하고, 이후에 얼굴 후보로 선택

될 경우 해상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림 5>와 같

은 구조를 띄우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

지 않기 때문에 GPU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실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얼굴 검출 방법 외에 최근 고속 물체

검출기인 YOLO[5]를 fine-tuning한 얼굴 검출기

및 Faster R-CNN[6]을 fine-tuning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Ⅲ. 얼굴 랜드마크 검출

얼굴 랜드마크 검출을 위한 딥러닝 방식은 2013

년 CVPR에서 발표된 Cascade 기반의 CNN을 이

용한 방식[7]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랜드 마크 값

예측시 Local Minimum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 6>과 같이 Cascade 형태로 초기 예측

값을 기준으로 복수의 네트워크를 통해 결과를 보

정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39x39 입력 영상에서

총 5개의 랜드마크 값을 추출하고 있다. 

<그림 6> Cascade 형식의 CNN 기반 랜드 마크 검출기 아키텍처

<그림 7> Auto Encoder 기반의 랜드마크 검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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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CCV에서 발표된 논문[8]의 경우 Auto

Encoder 아키텍처를 랜드마크 검출기에 적용하였

고, 이때도 랜드마크값이 Local Minimum에 빠져

서 잘못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영

상 크기에 따른 순차적 검출 결과 유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Coarse-to-Fine 방식의 개념을 랜드

마크 검출기의 경우 적극적으로 채용하여서 50x50

입력 영상에서 68 포인트의 랜드마크를 검출하고

있다. 

또한 동해의 ECCV에서 얼굴의 특성 (Attribute)

를 Multi-task 기법으로 사용한 얼굴 랜드마크 검

출기[9]가 발표되었다. 얼굴 특성은 예를 들어서 포

즈, 성별, 안경 착용유무 및 웃음으로 정의되어 있

고 얼굴 인식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던 특성 기

반 Multi-task 학습 기법을 랜드마크 검출기에 적

용하여서 그 성능을 높여 주고 있다. 특히 상기에

나온 얼굴 특성의 경우 얼굴 인식 보다 랜드마크 검

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특성임을 본 논문에서 분

석하였다. 

상기와 같이 얼굴 랜드 마크 검출기의 경우 주로

Local Minimum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oarse-to-Fine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거나

추가적인 Multi-task 학습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Ⅳ. 얼굴 인식

얼굴 인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물체 인

식 딥러닝 방식이 바로 적용되기 좋기 때문에 다양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가장 유명한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FaceBook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DeepFace[10]이다. FaceBook에서 자체 수

집한 4 Million개의 얼굴 영상을 사용하여서 총 8

layer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이들을 복 수

개 생성해서 합침으로써 LFW에서 97.25%를 달성

하여 인간 인식 수준이 97.53%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논문에서는 포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3D 얼굴 모델을

이용하여서 돌아간 얼굴을 보정하여 주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7% 정도의 성능 하락이 있

었다. 

같은 해에 CVPR에서 발표된 DeepID1[11]의 경

우는 DeepFace의 입력 해상도 152x152 픽셀보

다 작은 39x31 픽셀을 사용하고 <그림 10>과 같이

<그림 8> Multi-task 기법을 이용한 랜드마크 검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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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al Network의 개수도 작아서 좀 더 경

량화 된 CNN 기반 얼굴 인식기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입력 영상과 깊지 않은 네

트워크 또한 적은 학습 데이터로 인해서 단일 네트워

크에서는 DeepFace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 주

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굴 영역을 Random

Cropping하여서 Patch형태로 입력 영상을 다변화

하였다. 이를 통해서 60개 정도의 CNN 얼굴 인식

기를 융합하였고 최종적으로 DeepFace 보다 좋은

97.45%를 LFW에서 달성할 수 있었다. 

DeepFace1에 이어서 성능을 개량한 DeepID2

[12]는 <그림 11>과 같이 DeepID1과 다르게 칼라 영

상을 입력으로 사용하였고 입력 해상도도 39x31 픽

셀에서 55x47 픽셀로 증가하였다. 특히 해당 논문

<그림 9> DeepFace 얼굴 인식기 아키텍처

<그림 10> DeepID1 얼굴 인식기 아키텍처

<그림 11> DeepID2 얼굴 인식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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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SoftMax Loss는 Identification Loss로 가

정하고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한 Loss는

Verification Loss로 가정하여서 일종의 Multi-

task 학습 기법을 제안하여서 DeepID1보다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Patch의 개수를 25개로 낮출 수 있었다. 최종 성능

은 DeepFace보다 좋은 98.97%를 LFW에서 달성

하였다. 

2015년 CVPR에서는 구글이 자사의 GoogLeNet

을 얼굴 인식에 사용하고 Face Verification을 위한

Triplet Loss를 제안한 논문[13]을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매우 깊은 GoogLeNet이나 Inception 네

트워크를 얼굴 인식에 활용하였고 자사에서 수집한

대용량 DB를 학습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단일

네트워크에서도 LFW에서 98.87%에서 99.63%를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입력 영상에서 가상의 3D 얼굴 모델을

생성하고 2D 얼굴 영상과 3D 얼굴 영상을 융합하

는 딥러닝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14]도 <그림 12>와

같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3D 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얼굴의 포즈 문제, 화장으로 인한 픽셀 값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림 12> 3D 정보를 이용한 딥러닝 얼굴 인식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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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

얼굴 검출, 얼굴 랜드마크 검출 및 얼굴 인식 논문을

살펴보았다. 딥러닝 기반 물체 인식과 얼굴 인식의

경우 CNN 기반 네트워크가 좋은 성능을 보여 최근

많은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고 고용량의 공개 얼굴

Database가 공개되고 있어서 연구 단계에서 실 제품

에 적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CNN 기반 네트워크가 Residual Network

과 같이 변화가 있을 때 이를 바로 얼굴 인식 쪽에 적

용하여 성능 개선과 한계점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 실

정이다. 최근에는 단순하게 물체 인식용 CNN을 얼

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얼굴 인식에 특화된 네트워

크나 방법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해당

분야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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