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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얼굴을 비교하기 위한 좋은 특징 벡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얼

굴검증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얼굴검증 알고리즘들은 아직 1-vs-1 비교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무표지(unlabeled)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널리 연구

되어 있지 않다. 얼굴검증을 위한 비교 데이터가 하나보다 많은 상황이 일반적이고 실제 환경에서 새로

운 얼굴 영상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본 연구는 얼굴검증에 높은 

성능을 내는 결합 베이지안 모델을 확장하여 확률적인 추론에 기반한 n-vs-1 비교 모델을 설계하고 이

를 이용하여 새롭게 들어오는 무표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얼굴인식은 주요 응용 분야에서 개인마다 학습 

데이터가 적은 경우가 많고, 분류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류 모델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업계의 얼굴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얼굴 영상과 주어진 

얼굴 영상을 비교하여 동일한 사람인지 알아내는 

얼굴검증 알고리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얼굴검증은 두 

얼굴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다.  

얼굴인식 과정은 주어진 영상에서 얼굴영역을 

찾아내는 얼굴검출, 얼굴의 핵심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특징추출, 그리고 얼굴검증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검증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기존의 얼굴검증 관련 연구는 두 특징벡터의 차이, 

내적, 코사인 유사성(cosine similarity) 등을 Support 

Vector Machine(SVM)으로 분류하는 방법[3,5,6]과 결합 

베이지안 모델[1,3]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1-vs-1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n-vs-1 비교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 베이지안 모델[1]을 1-vs-1에서 n-vs-1 비교로 

일반화하여 비교 성능을 높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무표지(unlabeled) 얼굴 영상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초기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표지 얼굴 영상을 분류하고 추정되는 

사람의 학습 데이터 집합에 이 얼굴 영상을 추가한다. 

이 얼굴 영상이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있지만 초기에 

얼굴검증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성능이 

증가한다. 

 

2. 결합 베이지안 모델 

결합 베이지안 모델[1]은 얼굴의 특징 벡터가 얼굴의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특성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내재적 특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고, 외재적 특성은 사람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임의의 특징 벡터 

𝑥는 식 1과 같이 외재적 특성 𝜇와 내재적 특성 𝜀 의 

합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𝑥 = 𝜇 + 𝜀 (1) 

𝜇 와 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가정에 

따라 식 2와 같이 정리된다. 

 𝜇 ~ 𝑁(0, 𝑆𝜇  ) 

𝜀 ~ 𝑁(0, 𝑆𝜀  ) 

𝑥 ~ 𝑁(0, 𝑆𝜇 + 𝑆𝜀  ) 

(2) 

 

여기서 𝑆𝜇 와 𝑆𝜀 는 얼굴의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특성의 공분산 행렬이며, 얼굴검증 이전에 다량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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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킨다.  

최종적으로 1-vs-1 얼굴 유사도 측정을 위해 두 

얼굴의 특징벡터 𝑥1, 𝑥2 에 대해서 식 3와 같이 

𝑟(𝑥1, 𝑥2)을 구한다. 

 
𝑟(𝑥1, 𝑥2) = 𝑙𝑜𝑔

𝑝(𝑥1, 𝑥2|𝐻𝐼)

𝑝(𝑥1, 𝑥2|𝐻𝐸)
 (3) 

 

여기서 가정 𝐻𝐼는 𝑥1과 𝑥2가 같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가정이고, 𝐻𝐸 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는 

가정이다. 따라서 두 얼굴이 같을 확률이 더 높으면 

𝑟(𝑥1, 𝑥2)이 양수가 되고 반대인 경우 음수가 된다. 두 

확률 𝑝(𝑥1, 𝑥2|𝐻𝐼)와 𝑝(𝑥1, 𝑥2|𝐻𝐸)는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𝑝(𝑥1, 𝑥2|𝐻𝐼) ~ 𝑁(0,  𝛴𝐼) 

𝑝(𝑥1, 𝑥2|𝐻𝐼) ~ 𝑁(0,  𝛴𝐸) 

(4) 

  

여기서 공분산 𝛴𝐼 와 𝛴𝐸 는 두 얼굴에서 𝜇  와 𝜀  의 

독립 관계에 따라 𝑆𝜇 와 𝑆𝜀 의 식으로 식 5과 같이 

나타난다. 

 
𝛴𝐼 = [

𝑆𝜇 + 𝑆𝜀 𝑆𝜇

𝑆𝜇 𝑆𝜇 + 𝑆𝜀
] 

𝛴𝐸 = [
𝑆𝜇 + 𝑆𝜀 0

0 𝑆𝜇 + 𝑆𝜀
] 

(5) 

 

최종적으로 𝑟(𝑥1, 𝑥2)는 식 6과 같이 구해진다. 

 

 
2𝑟(𝑥1, 𝑥2) = 𝑥1

𝑇𝐴𝑥1 + 𝑥2
𝑇𝐴𝑥2 − 2𝑥1

𝑇𝐺𝑥2 + log
|𝛴𝐸 |

|𝛴𝐼 |
 (6) 

𝐴 = (𝑆𝜇 + 𝑆𝜀)
−1

− (𝐹 + 𝐺) 

[
𝐹 + 𝐺 𝐺

𝐺 𝐹 + 𝐺
] = [

𝑆𝜇 + 𝑆𝜀 𝑆𝜇

𝑆𝜇 𝑆𝜇 + 𝑆𝜀
]
−1

 

 

3. n-vs-1 결합 베이지안 모델 

 본 연구에서는 1-vs-1 결합 베이지언 모델을 n-vs-

1로 확장한다. 𝑛 개의 등록된 얼굴 데이터를 𝑋 =

[𝑥1
𝑇 ,  𝑥2

𝑇 ,  … , 𝑥𝑛
𝑇]

𝑇
, 이에 대한 비교 대상을 𝑥라고 할 때, 

식 7와 같이 𝑋와 𝑥  사이의 유사도 𝑟(𝑋, 𝑥)을 구할 수 

있다. 

 
𝑟(𝑋, 𝑥) = 𝑙𝑜𝑔

𝑝(𝑋, 𝑥|𝐻𝐼)

𝑝(𝑋, 𝑥|𝐻𝐸)
 (7) 

 

마찬가지로 두 확률 𝑝(𝑋, 𝑥|𝐻𝐼), 𝑝(𝑋, 𝑥|𝐻𝐸)은 식 4처럼 

정규 분포를 따르고 𝜇  와 𝜀  의 독립 관계에 따라 식 

8과 같이 공분산을 구할 수 있다. 

 

 

𝛴𝐼 =

[
 
 
 
 
𝑆𝜇 + 𝑆𝜀 𝑆𝜇

     𝑆𝜇    𝑆𝜇 + 𝑆𝜀

… 𝑆𝜇

… 𝑆𝜇

⋮          ⋮

𝑆𝜇        𝑆𝜇

⋱ ⋮
… 𝑆𝜇 + 𝑆𝜀  ]

 
 
 
 

,

𝛴𝐸 =

[
 
 
 
 
 
 
𝑆𝜇 + 𝑆𝜀 𝑆𝜇

     𝑆𝜇    𝑆𝜇 + 𝑆𝜀

… 𝑆𝜇         0

… 𝑆𝜇         0

⋮          ⋮
𝑆𝜇

0
       

𝑆𝜇

0

⋱ ⋮            ⋮

…
…

𝑆𝜇 + 𝑆𝜀  0

0 𝑆𝜇 + 𝑆𝜀  ]
 
 
 
 
 
 

 

(8) 

 

최종적으로 𝑟(𝑋, 𝑥) 는 식 9처럼 𝑆𝜇 와 𝑆𝜀 의 식으로 

나타난다. 

 

2𝑟(𝑋, 𝑥) = (∑𝑥𝑖
𝑇

𝑖

) (𝐺′ − 𝐺) (∑𝑥𝑖

𝑖

) 

+𝑥𝑇𝐴𝑥 − 2𝑥𝑇𝐺 (∑𝑥𝑖

𝑖

) + log
|𝛴𝐸|

|𝛴𝐼 |
 

𝐺 = −((𝑛 + 1)𝑆𝜇 + 𝑆𝜀)
−1

𝑆𝜇𝑆𝜀
−1 

𝐺′ = −(𝑛𝑆𝜇 + 𝑆𝜀)
−1

𝑆𝜇𝑆𝜀
−1 

𝐴 = (𝑆𝜇 + 𝑆𝜀)
−1

− (𝐹 + 𝐺) 

(9) 

 

식 9에서 𝑆𝜇 와 𝑆𝜀 은 사전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변하지 않는 값이고, 이 둘로부터 계산되는 𝐴 , 𝐺 , 

𝐺′ ,  log
|𝛴𝐸|

|𝛴
𝐼 
|
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 𝑥𝑖

𝑇
𝑖 )도 미리 

계산해 둘 수 있고, 새로운 얼굴 영상이 등록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합산만 하면 된다. 따라서 𝑟(𝑋, 𝑥)의 계산은 

시간복잡도 𝑂(𝑛2)으로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4. 실험 내용 및 결과 

4.1 열린 환경에서의 순간 학습 

 

  
[그림 4.1-1] 열린 환경에서의 순간 학습 

네 명으로 구성된 가정 환경을 가정하자. 주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얼굴인식을 사용하지만 가끔 외부인도 

있는 열린 환경을 가정한다. LBP와 Gabor feature를 

차원 축소법으로 압축한 600차원 특징 벡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는 Labeled Faces in the 

Wild(LFW)를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학습데이터는 한 

사람당 𝑛 개로 고정하고, 𝑛 에 따른 인식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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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테스트 

데이터에는 사람마다 균등한 수의 얼굴이 포함되었다. 

비교 모델로 대표적인 분류 모델인 SVM을 사용하였다. 

[그림 4.1-2]는 𝑛에 따라 결합 베이지안 모델과 SVM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꺾은 선 사이에 있는 

막대는 100회 반복 실험에서 측정된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림 4.1-2] 닫힌 환경에서의 순간 학습 실험 결과 

 

[그림 4.1-2]의 실험 결과에서 결합 베이지안 모델이 

SVM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또한 𝑛 이 

늘어남에 따라 정확도가 90% 정도까지 향상되고 

표준편차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성능에 수렴한다. 여기서 

n-vs-1 비교가 1-vs-1 비교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4.2 열린 환경에서의 무감독 온라인 학습 

 

[그림 4.2-1] 열린 환경에서의 무감독 온라인 학습 

  

본 실험에서는 초기에 사람당 1개의 학습 데이터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무감독 학습 데이터를 

받아들인 다음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한다. 무감독 학습 

데이터는 얼굴의 소유주 정보가 없는 학습 데이터이다. 

주어진 무감독 학습 데이터를 가장 높은 확률로 

추정되는 사람의 학습 데이터 집합에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초기 학습 데이터의 편향에 따라 최종적인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험적으로 이전 실험의 

SVM이 낸 성능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𝑚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림 4.2-2] 

은 이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2-2] C 시나리오 실험 결과 

 

5. 결론 및 논의 

결합 베이지안 모델 기반의 n-vs-1 비교 방법은 

통계학적으로 잘 정리된 비교법으로서 1-vs-1에 비해 

더욱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또한 새로 인식된 얼굴을 

등록 데이터에 계속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비교 방법은 𝑛이 커짐에 따라 정확도가 

향상되며 잘못된 얼굴이 섞여있어도 다른 올바른 

얼굴들에 의해 보완된다. 일반적인 얼굴인식 응용에서 

사전에 많은 얼굴 영상을 등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작동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등록 데이터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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