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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래프를 이용한 얼굴인식에서의 

윤곽 변화에 대한 안정성 개선 

기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 

방 하늘 

 

본 논문에서는, 최근 얼굴 인식 기술 분야에서 얼굴의 이동과 자

세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기술에서 복잡도와 인식률을 개선하는 기법을 각각 제안한

다.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알고리즘은 얼굴의 중요한 점들을 정

의하고 그 주변의 패턴을 특징으로서 이용해 얼굴을 인식하는 특징 

기반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특징의 추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요 점들이 얼굴의 윤곽 등 한정된 방향으로의 gradient 값

이 큰 곳에서 추출되었을 경우 이런 패턴에 의해 큰 간섭을 받는다

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간단

한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개선하고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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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얼굴 인식 기술,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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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비밀번호나 PIN, 카드, 열쇠가 아닌 생체 구조,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신원 인식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그러한 

매개체들이 잊거나 잃어버리기 쉬우며 보관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복제, 해킹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반면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들은 따로 기억하거나 일일이 

보관하고 소지하는 데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으며, 사용하는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신원 구별 능력이 다른 방식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 

신체 구조 기반 기술은 얼굴, 지문, 손, 손금, 홍채, 귀, 목소리 등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신원을 구별하는 기술과 싸인 등 개인의 

행동패턴을 인식해 이용하는 기술이 있는데[1] 얼굴 인식 기반 

기술은 다른 것들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다른 기술들이 글자를 써야 하거나, 손가락이나 홍채 

등을 인식기에 가져가야 하는 것에 비해 얼굴인식을 하는 데는 

대상의 특정한 행동이 필요 없다. 이는 보안을 목적으로 쓰일 때 

특히 유리한 특성이다. 또한 다른 기술들이 인식 대상이 변하기 

쉬운 반면 얼굴인식은 그렇지 않다. 예로 지문, 손이나 지문에는 

상처, 흉터가 생기기 쉬우며 목소리 인식은 질병 등에 의해 

목소리가 변하거나 주변의 소음이 큰 경우 인식하기 힘들어지며 

싸인 인식은 개인의 패턴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다른 인식기술이 과정이 번거로우면서도 장비가 비싸다는 것에 

비해 얼굴 인식 기술은 알고리즘과 어느 정도 이상의 성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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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만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짧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 어느 장소에서든 구현이 가능하다. 

얼굴 인식 기술은 수십 년 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얼굴 인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요약하자면, 같은 사람의 얼굴 

이미지들일지라도 벡터, 행렬로 해석하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얼굴 전체의 구조를 이용하는 3D 기반 기술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얼굴 인식 기술은 기본적으로 2D grey scale의 개개인의 

얼굴 이미지를 몇 장씩 모아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grey 값들은 같은 모델에 대한 이미지일지라도 

모델의 얼굴 각도, 카메라와의 거리, 개인의 표정, 안경 착용 여부, 

당시의 머리스타일이나 수염의 모양, 조명의 방향과 강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 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특히 얼굴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조명에 의해 얼굴 이미지의 전체적인 대조 값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얼굴 인식 기술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며 동시에 낮은 

복잡도를 가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같은 인간의 다른 나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하거나 

성별을 구분하는 목적을 가진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 

2D 얼굴 인식 기술에는 holistic한 기술과 특징 기반 기술이 

있는데, holistic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training set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선형 공간으로 정사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줄이고 인식 복잡도를 낮춘 Eigenfaces, Fisherfaces, 

Laplacianfaces 등([2], [3], [4])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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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인식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재구성하고 들어온 test 이미지의 신원을 구별해내는데 걸리는 

복잡도가 각각 몇 초와     초 단위로 굉장히 낮다. Fisherfaces의 

경우는 들어온 이미지들을 각 개인별로 비슷한 위치에 정사되도록 

fisher’s criterion에 따라 공간을 구현한다. 이 경우 개개인이 비슷한 

위치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크기의 복잡도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형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각 이미지들을 

하나의 벡터로서 보고,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 이미지들의 비슷한 

정도를 측정하므로 개개인의 신원을 구별해내는 데는 추가적인 

이점이 거의 없다. 즉 다양한 자세 변화나 조명, 배경으로부터 받는 

간섭 등에 대한 강인함은 거의 없고, 단지 표정 변화의 경우에만 

픽셀들의 이동과 값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개인별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인식률이 올라가므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용량은 작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쓰일 이미지들은 역설적으로 특징 기반 기술에 

비해 몇 배 이상을 필요로 한다. 

특징 기반 기술은 각 이미지에서 인식에 쓰일 특징을 정의하고 

추출해 얼굴 인식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조명, 표정, 각도 변화에 

대해 강인하며 추출해내고 서로 비교하는데 낮은 복잡도를 지니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 미리 정의한 특징점들을 의도한 바에 가깝게 

추출해낼 수만 있다면, 이런 특징 기반 기술들은 대체로 holistic 

기술들보다 얼굴의 이동, 자세변화, 조명변화, 크기변화에 대해 잘 

대응하며, 또한 holistic한 방법들에 비해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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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들이 반드시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역시 

특징점들을 비교적 정확히 추출해내지 못한다면 인식률이 매우 

떨어지며, 특징점을 구하거나 특징점에서 구별에 쓰일 특징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때문에 holistic한 방법들에 비해 복잡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Elastic Bunch Graph Matching(EBGM)은 1999년에 Wiskott에 의해 

제안된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한 이미지에서의 얼굴을 

여러 개의 특징점과 그 인접한 특징점들을 연결한 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다. 각각의 특징점에서 여러 종류의 Gabor 

filter를 convolution하여 그 계수들(jet)로 이루어진 벡터를 인식에 

사용할 특징으로서 추출한다. 이 계수들은 눈, 코, 귀, 얼굴 

윤곽에서 뽑아낸 점 등 얼굴의 각 위치에서의 주변의 패턴을 

표현하는데, 이 계수의 절대값이 이미지에서의 픽셀들의 이동에 

대해 강인하다는 점을 이용해 새로 들어온 test 이미지에서의 

특징점들을 추출한다. 이후엔 test 이미지와 training set의 각 

이미지들을 서로의 특징점들의 계수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고(즉 

두 개의 얼굴 이미지에서 눈, 코 끝, 입술 양 끝 등 서로 대응되는 

점들을 각각 비교한다.) 가장 비슷한 이미지의 신원을 test 이미지의 

신원인 것으로 결정한다. 

EBGM 알고리즘은 40차원의 계수가 주변 픽셀들의 패턴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상당히 강하고 이미지의 스케일링, 회전, 특히 

이동에 대해 강인하다는 점 때문에 십 수년 간 주목 받아온 

기술이다. 하지만 별다른 전처리가 없다면 기존의 holistic한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배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Gabor filter가 국지적인 조명에는 당하나 영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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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변화에 크게 반응한다는 점 때문에 자세나 이미지의 크기 

등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존 방법들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각 계수의 전처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각 계수들이 인식과정에서 거의 대등한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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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Holistic 알고리즘 

 

 

이번 장에서는 얼굴 인식에서의 가장 초기에 개발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holistic, 그 중에서도 statistical한 기법을 쓰는 Eigenfaces, 

Fisherfaces, Laplacianfaces 기술들에 비해 간략히 설명한다. 

 

2.1. EIgenfaces 

Statistical 한 방법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각각의 독립적인 

픽셀의 나열로서 보며, 2차원 이미지를 하나의 벡터로 재구성한 

것과 같은 정보를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데이터 베이스 내의 

각각의 모델들은 표정, 거리, 조명, 자세 등이 다른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training set을 이루고 들어온 test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 그 이미지가 포함된 그룹의 

모델을 test 이미지의 모델의 신원으로 채택한다. 이 때 두 이미지를 

비교할 때는 전통적으로 두 이미지의 픽셀을 일렬로 나열한 수열 

벡터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즉 두 이미지 간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를 가장 비슷한 경우라고 판단하며, 이는 각 

이미지 벡터의 벡터공간상에서의 위치가 가장 짧은 것과 같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에서 쓰이는 이미지들은 가로, 

세로의 차원이 최소    의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며 이 때 전체 

픽셀들의 수는         개에 달한다. 모델의 수가 100명, 각 모델의 

10개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정하면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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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1000번 가량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며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Eigenfaces 방법[2]에서는 이 높은 차원의 벡터에 대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5]를 수행한다. Karhunen-Loeve 방법이라고도 

알려진 이 기법에 의해 수천 개의 이미지들이 그 이미지들을 

정사했을 때 그 점들을 가장 크게 분산시키는, 즉 원래의 분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다른 작은 차원의 공간으로 옮겨진다.  

 

 

그림 2-1. Training set으로서 쓰인 예시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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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set에 N 개의 샘플 이미지 {          } 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리고 기존의 픽셀들을 일렬로 나열한 n 차원의 이미지 벡터 

공간에서 m 차원의 다른 표현 벡터 공간으로의 선형 변환을 

생각한다. 각 이미지 벡터    에 해당되는 새롭게 정사된 표현 

벡터를   라 하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의 직교 열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그림 2-2. 그림 1의 평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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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분산 행렬                   
   라 한다. 여기서   는 

전체 이미지 벡터들의 평균 벡터이며 즉 이 행렬은 기존 

이미지들을 정규화시킨 후의 공분산 행렬을 뜻한다. 이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는 

 

           
 

                     

 

여기서   는 총 분산 행렬의 m 개의 가장 큰 고유값들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들로서, 총분산행렬과 내적했을 경우 그 정사된 

값들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벡터들이다. 이는 기존 벡터 공간의 

주요한 성분들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큰 이미지 

스페이스는 그에서 추출된 수십 개의 주성분 벡터들과 그에 의해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한 수십 개 길이의 벡터들로 재구성되며 test 

이미지를 인식할 때도 수십 차원의 벡터끼리의 유클리드 거리만 

비교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복잡도와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용량을 100분의 1 크기로 줄일 수 있게 해준다. 

Eigenfaces 방법에선 가장 큰 고유값을 가지는 세 개의 고유벡터를 

제외함으로써 조명 변화에 대한 강인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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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그림 1에서 추출한 7개의 eigenface들 

 

2.2. Fisherfaces, Laplacianfaces 

 

Eigenfaces 방법은 전체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장 넓게 퍼뜨리는 

효율적인 벡터들을 구한다. 다음에 설명할 두 방법은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총 분산 행렬에 특정 기준에 따라 계수를 부여해 각각의 

이미지 공간의 벡터들이 다른 표현 공간에 정사되었을 때의 분포를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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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faces 방법[3]에서는 각 모델의 이미지들을 묶어서 한 

클래스로서 본다. 이후 Eigenfaces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들을 

먼저 이미지 벡터공간에 위치시키고 다른 표현 공간에 

정사시키는데 이 때 기존에 같은 클래스 내에 속했던 이미지 

벡터들이라면 다른 표현 공간 내에서는 가까운 위치에 분포하게 

만들도록 W 행렬을 구성한다. 

다른 클래스 간 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때   는 i번째 클래스 내의 평균 벡터,  는 전체 이미지들의 

평균 벡터,   는 i번째 클래스 내의 이미지 개수이며 C는 

클래스들의 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들 간 가지고 있는 

이미지 수는 같으므로   는 상수가 된다. 이 행렬은 클래스 들 간의 

공분산 행렬로 볼 수 있다. 

각 클래스 내부의 공분산 행렬을 합한 행렬은 다음과 같다. 

 

                   
 

     

 

   

 

 

  는 i번째 클래스의 이미지 벡터 집합을 뜻하고   는 각각의 

이미지 벡터들을 뜻한다. 즉 이 행렬은 각 클래스 내의 공분산 

행렬을 합한 행렬이다. 

이후 최적화된 행렬 W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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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T

B

TW
W

W S W

W S W
 

 

즉 선택되는 W의 열벡터들은 각 이미지들을 표현 공간으로 

정사시켰을 때 같은 클래스 내의 점들은 가깝게 하면서 다른 

클래스에 속한 점들끼리는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벡터들이다. 이는 

직관적으로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비슷하고, 다른 클래스끼리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정보 벡터들만을 택해 인식 단계에서 서로 

유클리드 거리를 비교할 때 그런 정보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에 의해 조명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데, 예로 나머지 조건이 같을 때 조명 변화에 의해서만 달라진 

여러 개의 이미지들은 서로가 선형결합으로 서로에게 근사한 

벡터를 만들 수 있다. 이에 의해서 다른 경우들에 비해 실제로 선형 

공간에 가깝게 분포하며 이를 Fisherfaces 방법을 통해 표현 공간 

상에서 비슷한 위치에 분포시킬 경우 또 다른 조명 변화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은 test 이미지는 알맞은 모델의 이미지들에 보다 

가깝게 매치된다. 

 

Laplacianfaces 방법[4]은 이미지 벡터들의 분포가 선형 공간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해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 공간을 

laplacian 곡면으로 근사하여 더 효율적으로 표현한다. 이 방법에서 

푸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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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는 각각 W에 의해 정사된 표현 공간의 벡터들이고,    는 

각각의 쌍에 대한 계수라고 할 수 있다. 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기존 공간에서의 이미지 벡터 간 

거리가 가까웠던 쌍에 대응하는 계수는 커지도록, 멀었던 쌍에 

대해서는 작아지도록 정의한다. 대표적인 정의 식은 다음과 같다. 

 

           
       

 

 
           

                                                   

  

즉 Eigenfaces 방법에서 정사된 벡터들의 분산도를 최대화 하는 

반면 여기선 계수별로 중요도를 부여해 원래 가까웠던 점들은 

정사된 이후에도 가깝게 의도적으로 분포시킨다.  

 

2.3 성능 면에서의 특징 

 

Holistic한 방법들은 결론적으로 대응하는 픽셀끼리의 차이를 

이용해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택하는 

것으로서 복잡도를 낮추는 것 외에 성능 면에서의 이점은 거의 

없다. 이 방법들은 얼굴의 전체적인 패턴이 어떠한가 보다 얼굴의 

위치와 크기가 이미지 내에서 어느 부분까지 차지하느냐에 크게 

반응하며 눈, 코, 입 등 중요 부분의 모양이 어떠한가 보다 

그것들이 이미지상에서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지에, 즉 얼굴의 

자세가 어떤 상태인가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6]. 이미지의 

전체적인 대조 값을 처리하지 않고 정규화도 하지 않은 상태로 

벡터를 이용하면 또한 전체적인 조명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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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도 거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 방해 

요소인데, 두 이미지상에서 얼굴의 위치가 다른 동시에 배경의 grey 

값도 얼굴의 전체적인 grey 값과 차이가 크다면 결과적으로 얼굴의 

특정 비율만큼 배경의 grey값과의 차이가 전체 유클리드 거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같은 모델의 이미지라도 표현 공간에서 서로 

먼 곳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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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인 특징 기반 알고리즘이자 본 논문의 기반 

기술이 되는 Elastic Bunch Graph Matching[7]에 대해 설명하고 

주목해야 할 특징들에 대해 다룬다.  

Elastic Bunch Graph Matching에서 각 이미지 내의 모델의 얼굴은 

하나의 그래프로서 표현된다. 그래프는 수십 개 정도의 기준점들과 

각 기준점들을 잇는 변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기준점들은 그 주변의 

패턴을 표현하는 특징으로서 여러 개의 Gabor filter와 convolution한 

계수들(jet)을 가지며 각 변들의 길이는 해당하는 기준점들끼리의 

거리에 대응된다. 각 얼굴의 이미지들이 전체 픽셀을 그대로 

이미지에 나타내는 것에서 벗어나 그래프로 표현됨으로써 얼굴을 

보다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런 모델 그래프들은 

기준점들의 위치와 각 변의 길이를 활발하게 변화시키며 test 

이미지와 비교될 수 있다. 이런 비교 과정을 통해 test 이미지가 

어떤 자세의 그래프 그룹에 속하는지, test 이미지에서의 모델 

그래프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기준점에서의 

jet는 그 표현 능력이 강력하고 주변 이미지가 어느 정도 회전, 

스케일링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특히 몇 픽셀 단위의 이동에 

대해서는 위상만 변화할 뿐 크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값을 유지한다.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그래프를 test 이미지에서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면 인식률에 있어서도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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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알고리즘의 자세한 설명 

 

3.1.1. Jet 

 

기준점에서의 특징은 Gabor Wavelet Transform을 기반으로 추출된다. 

여러 개의 다른 방향과 주파수를 가진 각 Gabor Filter kernel들과 

해당 기준점 근처의 픽셀들과 convolution하여 계수들을 구하며 

이들을 각각 jet라고 부른다. Jet는 기준점에서 가까운 픽셀일수록 

중점을 두고 반영하여 계산되며 주변 좁은 공간의 패턴을 표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wavelet convolu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때 각각의 Gabor kernel들은 

 

         
          

  
   

   
                    

  

 
   

  

로 정의된다. 이는 2차원 평면에서의      벡터 방향으로의 

평면파를 뜻하며,      벡터 크기의 감소율을 가지는 Gaussian 

envelope에 의해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그 진폭이 줄어드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 때 5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와 8 가지의 방향을 가진 

40 개의 Gabor kernel을 쓰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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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각 kernel에서        이다. 여기서  는 Gaussian envel-

ope의 감소율을 조정하는 요소이다. Gabor kernel에서 가장 오른쪽 

괄호 안의 두 번째 지수 식은 Gabor kernel을 DC 입력에 대해 

변화하지 않게 해준다. 즉 convolution하는 영역 내의 픽셀 grey 

값들이 전부 같은 값이면 jet는 전부 0이 나오며 이는 이미지의 

같은 기준점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jet끼리 비교할 때 해당하는 점 

주변의 조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조명 패턴이 일정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Gabor wavelet들은 8 방향에 대해 서로 

같은 모습이며 보다 낮은 주파수의 kernel은 이전 주파수의 kernel에 

비해 2배 가량의 넓이를 가지지만 각 진폭이 1/2을 가지고 있어 

표현하는 정보량은 jet 내의 40 개의 계수들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주파수 내의 계수들을 한 방향으로 이동시킴에 

따라서 
 

 
 단위에 가까운 회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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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8방향, 5 가지 주파수의 Gabor kernel들 

 

그림 3-2. 이미지에서 그래프로의 전환 과정의 예시. 차례대로 

사용할 이미지와 Gabor kernel, convolution한 결과의 각 계수들을 

같은 차원의 이미지에 표현한 그림, 한 기준점에서의 jet, 그리고 

기준점과 변들로 최종적으로 추출된 그래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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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를 40개의 복소수 계수들의 집합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각각의 계수들을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크기는 이미지 상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지만 위상 값은 비교적 빠르게 

변하며 변화량은 해당하는 Gabor kernel의 주파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Jet의 계수들의 값이 느리게 변화한다는 특징은 test 

이미지에서 얼굴의 위치를 최적화 기법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위상은 그래프의 위치를 정한 후 

세부적인 기준점들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준다. 

 

3.1.2. Jet의 비교 방식 

각 기준점에서 추출한 jet끼리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계수의 위상은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특유의 안정적인 특성 때문에 두 기준점 근처의 패턴이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0.8~0.9(완전히 같을 경우 1) 정도의 

안정적인 값을 보인다. Test 이미지에서 얼굴의 위치를 찾을 때나 

얼굴 그래프를 완전히 구성한 후 training set의 각 그래프들과 

비교하여 신원을 분류할 때 사용된다.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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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는 유사도(Similarity)를 뜻하며, 두 jet 벡터 사이의 각의 

cos 값을 구함으로서 두 벡터의 방향성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벡터를 자동적으로 정규화시키며 이는 각 기준점 근처의 

영역 내의 대조에 대해 안정적임을 뜻한다. 어떤 점    에서 추출한 

jet를       라 하면 한 고정된 점   에 대해서 

 

                

 

는 위치에 따라 완만한 형태를 그린다.  

두 번째는 위상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위상을 포함할 경우 40개의 

계수의 크기만을 이용할 때보다 사실상 정보량은 2배가 되고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위상은 크기에 비해 상당히 급격하게 

변해 인접한 두 점끼리의 jet의 위상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 

차이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위상을 이용하는 유사도의 식은 

다음과 같다. 

 

         
                

 
          

    
      

 
   

 

 

이 때     는 두 점의 위치 간의 차이 벡터를 뜻한다.  

. 

3.1.3. 위치 차이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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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이 인접하면 Gabor wavelet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된다. 이후 

   에서 코사인을 Taylor 전개를 통해 근사하고 이 식을 최대화하는 

벡터를 구함으로써 두 점 사이의 위치 차이 벡터를 구할 수 있다.[8] 

 

         
    

 
              

 
         

 
  

    
      

 
   

 

 

여기서 
 

   
   

 

   
     로 두고    에 대해 정리하면 

 

          
  
  
  

 

             
  

       
       

  
  

  
  

 

이고 여기서 

 

       
 
          

 
  

 

 

                
 

 

 

나머지는 첨자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구해진다. 

 

Gabor wavelet이 양방향이므로 이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치 

차이는 각 wavelet의 파장의 절반까지이다. 즉 가장 높은 주파수의 

경우 2픽셀까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주파수의 경우 

파장이 4배이므로 8 픽셀까지 측정 가능하다. 때문에 얼굴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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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의 계수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가장 낮은 주파수의 계수부터 이용해 점점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된다. 이를 focus라 하며 focus 1은 가장 낮은 주파수를 사용할 때를 

뜻하고 focus 5의 경우 5개의 주파수를 전부 이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확한 기준점의 위치는 각 단계마다 현재 점의 jet를 구해가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찾아간다. 현재 점에서의 jet와 비교하는 

이미지의 그래프의 해당 jet를 인수로 위의 식을 이용해 위치 차이 

벡터를 구하고 그 벡터를 현재 점에 더한 것을 새로운 위치로 

삼는다. 새롭게 구한 위치는 기존 위치보다 정확한 기준점에 가까울 

것이므로, 보다 위의 focus를 적용해 더 높은 정확도로 기준점을 

다시 찾는다.  

 

 

X축 방향의 위치 차이(픽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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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제외한 유사도 

위상을 고려한 유사도 

측정된 위치 차이 

그림 3-3. 한 이미지의 왼쪽 눈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측정 

위치를 바꿔가며 측정한 유사도들과 그에 따른 측정된 위치 차이. 

크기만을 고려한 유사도는 convex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위상을 고려했을 땐 최대값이 나오는 위치는 같지만 값이 급격히 

변하고 진동이 있다. 위치 차이는 위상을 고려한 유사도 식으로부터 

구해지며 이 때 위상 차이가 -    의 범위를 가지므로 사용하는 

wavelet의 파장의 절반 범위까지만(8 픽셀) 신뢰도 있게 측정 

가능하다. 

 

3.2. 얼굴 표현 방식 

 

3.2.1. 개별 모델 

 

얼굴을 표현하기에 앞서 얼굴의 특정한 점들을 기준점으로 미리 

정의한다. 예시로는 홍채, 혹은 눈의 양 끝, 눈썹 양 끝, 입의 양 끝, 

턱선 등을 택할 수 있다. 그래프  에는 N 개의 기준점들이 각각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이어진 점들 사이엔                           

으로 거리 값을 지닌 변들이 있다. 여기서 e는 1에서 E까지의 값을 

지니며 E는 총 변의 숫자를 뜻한다. 얼굴의 특정 기준점들을 택해 

결정지어진 그래프이므로 object-adapted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자세에 대한 그래프는 구조적으로, 또한 각 기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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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or wavelet response도 상이하다. 실제 얼굴에선 같은 점에 

해당하는 기준점끼리의 jet를 비교하더라도 그 지점의 깊이 값이 

변하거나 얼굴이 돌아가면서 가려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등의 

변화에 의해 유사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림 3-4. 그래프를 통한 얼굴 표현 예시 

3.2.2. Face Bunch Graph 

 

새로 들어온 이미지의 기준점들을 찾기 위해선 각각의 모델의 

그래프들을 따로 두고 사용하기보단 같은 자세에 해당하는 

그래프들끼리 묶어 그 자세를 대표하는 구조체로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준점들을 찾기 위해선 먼저 얼굴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 

얼굴의 자세가 어떤지를 아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 

얼굴의 자세는 같더라도 각가의 기준점들, 즉 눈, 코 입, 귀 등의 

모습은 세부적인 자세나 조명, 성별, 나이, 인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새로 들어온 이미지의 실제 모습이 어떻던 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가 필요하다. EBGM 알고리즘에선 

이런 구조체로서 Face Bunch Graph를 이용한다. 이는 얼굴을 쌓아둔 

그래프라는 뜻으로서, Face Bunch Graph의 기준점들에는 각 모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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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기준점의 jet들을 전부 쌓아두고 각 변들의 길이는 그 

자세에 포함되는 그래프들의 해당하는 변들의 길이를 평균 낸 

것으로서 채택한다.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는 해당하는 자세의 

대표적인 얼굴 구조와 모든 종류의 기준점 주위 패턴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각 기준점의 jet들의 집합을 Bunch라고 

한다. 처음 들어온 이미지의 기준점들을 찾는 과정에서 택한 가장 

알맞은 jet를 각각 local expert라고 한다.  

 

특정한 자세에 대해 같은 구조를 지닌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추출한 M 개의 모델 그래프     (m = 1 , ... , M)을 정의하자. 이에 

해당하는 Face Bunch Graph는 같은 구조를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기준점들은 각각   
  

 이라 하고 변들은 평균낸 변들의 거리인 

       
 
         

  
    으로 표현할 수 있다. 

 

FBG에 포함되는 얼굴들이 인종, 표정, 성별, 나이 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그러한 다양성에 대해 FBG가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포함된 얼굴들이 많을수록 보다 기준점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training set의 크기가 크다고 

하여 FBG의 크기도 굳이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과정으로 구성된 그래프가 한 FBG 내에 70 개 정도 

존재하면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새로 들어온 이미지의 기준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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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 FBG는 해당하는 그래프에 속하는 모든 얼굴들을 

대표한다. 

3.3. Elastic Bunch Graph Matching에 의한 자동 얼굴 

그래프 생성 

 

이 장에서는 각 얼굴의 그래프들을 어떤 식으로 생성하는 지에 

대해 설명한다.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수동으로 직접 기준점들을 

찾는 것이다. 그래프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선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충분한 크기의 FBG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과정에 의해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수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래프가 너무 적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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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가 떨어지지만 70개 이상의 충분한 모델들이 모인 FBG가 

있다면 비교적 정확하게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 

 

3.3.1. 그래프의 수동 생성 

 

기준점들을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눈, 코 끝, 눈썹, 입 양끝, 귀 

등의 위치가 포함된다. 이런 점들은 개인마다 형태가 크게 다르고 

주변 패턴도 복잡해 구별하는데 쓰일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 

외의 기준점들은 볼이나 이마의 한가운데 등에 위치시키는데 이런 

점들은 개인마다의 특징은 별로 없지만 얼굴 전체 그래프의 형태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본적으론 기준점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좋지만 training set의 

특성이나 수행할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기준점들을 몰리게 배치할 

수도 있다. 얼굴의 위치를 찾는 과정에선 얼굴의 윤곽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바깥쪽에 기준점들을 많이 배치시키고 이미 그래프가 

완성된 두 이미지끼리의 비교에서는 특징적인 정보가 두드러진 

기준점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 주파수의 Gabor 

kernel이 대략 반지름 50 픽셀 정도의 영역을 묘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대한 많은 기준점들을 정의하기보다는 득실을 따져가며 

정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기준점에서의 jet를 계산하는 데는 

대략 10000 픽셀 이상의 크기를 가진 이미지를 Gabor filter들과 총 

40회의 convolution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준점들은 

복잡도를 선형으로 증가시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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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그래프 유사도 함수의 정의 

 

한 FBG에 대해서 생성시킨 그래프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줄 

함수를 정의한다. 모델 그래프 m = 1 , … , M 이 포함된 한 이미지 

그래프   에 대해서 어떤 FBG  와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첨자 I는 비교되는 이미지를 뜻한다.  는 jet의 유사도와 

변들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기하 구조의 유사도 사이의 중요도의 

비율을 결정하는 상수이다. 즉 이 값이 높아지면 그래프의 구조가 

다를수록 그래프 유사도 함수의 값이 크게 떨어진다. 이 식은 

기본적으로 위상차를 고려한 jet의 유사도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작업에선 크기만을 이용한 jet의 유사도 함수로 대체할 

수도 있다. 

 

3.3.3. 자동 그래프 생성 과정 

 

얼굴의 각 점에서 단순히 주변 패턴을 보고 다른 이미지와 

대응시키는 과정은 매우 높은 복잡도를 지닐 것이고 구현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EBGM 알고리즘에선 그래프의 구조가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과 각각의 Gabor Transform의 결과가 2D 좌표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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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부드럽게 변화하는 convex 함수라는 점이 보다 효율적으로 

얼굴 그래프를 대응시킬 수 있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EBGM 과정은 

가장 개략적인 작업부터 시작해 세밀한 기준점을 찾는 작업까지 

점차적으로 정확도를 올리며 진행된다. 먼저 그래프의 위치, 스케일, 

가로 세로의 비율을 차례대로 알아낸 후 그래프를 세밀하게 

변화시켜가며 최대한 정확하게 기준점들의 위치를 구한다. 아래 

과정에선 새로 그래프를 만들 이미지에서 모델의 자세를 이미 알고 

있으며 얼굴의 크기는 미리 생성된 FBG의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고 진행한다. 

 

Step 1: FBG의 각 Bunch의 쌓여 있는 jet들을 평균 내어 평균 

그래프를 만든다. 이 그래프를 모양이 바뀌지 않게 유지하면서 전체 

이미지 안에서 4픽셀씩 이동시키며 그래프 유사도 함수가 가장 

높은 점을 찾는다. 이 때 그래프 유사도 함수에서 jet 유사도 함수는 

위상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한다. 가장 높은 값이 나온 점 

주위로 1픽셀 단위로 이동시키며 더욱 높은 값이 나오는 점을 

찾는다. 

 

Step 2: 평균 낸 jet들의 그래프가 아닌 기존의 FBG를 다시 사용한다. 

3픽셀씩 x, y방향으로 이동시킨 4개의 점들에 대해 각각의 경우마다 

1.18배씩 그래프를 확대, 축소하며 총 8가지의 경우 중 어느 경우가 

가장 유사한지를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그래프의 변의 길이는 

고정된 채로 유지한다. 이후 선택된 위치에서 기준점들마다의 위치 

차이 벡터를 focus 1으로 계산하고 이 위치 차이 벡터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동시키고 스케일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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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Step 2에서 수행했던 작업을 x, y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해 

그래프 전체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구한다. 또한 focus 1에서 focus 

5로 점차적으로 정확도를 올리며 반복한다. 

 

Step 4: 이제 무작위 순서로 그래프의 각 기준점을 택해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그래프 유사도를 올린다. 이 때    로 설정하고 

위치 차이가 1 이하인 점들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도 

focus를 1에서 5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 

 

 

그림 3-6. 얼굴의 위치, 크기, 비율을 찾는데 쓰이는 그래프와 세부 

기준점들로서 인식에 쓰이는 그래프의 예시. 왼쪽 그래프의 경우 

얼굴의 윤곽에 기준점들을 많이 분포시켰고 비교적 기준점의 수가 

적다. 오른쪽의 그래프들은 얼굴 안쪽에 기준점들이 비슷한 간격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다. 

 

위의 과정에서 focus 1의 경우 앞에서 설정한 수치들을 그대로 

쓴다면 8 픽셀이 위치 차이 벡터의 최대 크기가 될 것이다. 다만 

training set이나 원하는 성능의 정도에 따라 wavelet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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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step 1, 2에서의 

픽셀 단위들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제 4 장. Jet의 성능 면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보완 기법 제안 

 

이번 장에서는 EBGM 알고리즘에서 Jet의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단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기법을 각각 

제안한다. 

 

4.1. 경계점에서의 정보량 저하 현상 

 

Gabor kernel은 40개의 적은 차원의 벡터로 최대 주변 반지름 50 

범위 정도 이내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매개

체이다. 또한 이미지 위의 2차원 평면 위에서의 주변 픽셀의 크기 

변화, 회전에 약간의 안정성을 보이고 특히 픽셀의 이동에 더욱 안



32 

 

정적이며 DC 입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 기준점 근처 구역

의 전체적인 조명 차이에도 강인함을 보인다.  

 Gabor wavelet transform과 그를 이용해 구한 Jet의 유사도 함수의 인

식 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볼 수 있다. 아래는 단

순한 회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와 그 경계에서의 Jet의 값들

을 보여준다. 이 값들을 절대값으로 바꿔 위상을 제외한 Jet의 유사

도 식에 적용했을 때는 약 크기 50~60정도의 큰 값을 지닌 주기적

인 펄스들 끼리 비교한 결과가 된다.  

 

 

 

(a) 

 

(b) 

 

그림 4-1. (a)는 회색 영역의 가장 오른쪽 픽셀에서 구한 Jet를 1~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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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계수까지 나열한 그래프이며, 왼쪽이 실수 부분, 오른쪽이 허수 부

분을 뜻한다. (b)는 흰색 영역의 가장 오른쪽 픽셀에서 구한 Jet이다. 

 

다음 예시는 얼굴 그래프의 특정 기준점에서 Jet를 추출했을 시 이

런 성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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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진의 기준점 a, b에서 추출한 Jet. (a), (b) 

각각의 그래프에서 Figure 1~4는 차례대로 크기, 위상,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뜻한다. (a)에서 추출한 Jet는 각 계수의 크기가 0~20정

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b)에서 추출한 Jet는 다섯 개의 

peak들만이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 여기서 다섯 개의 펄스가 

일정한 주기로 있는 이유는 그 다섯 개가 같은 방향의 Gabor kernel

에 의해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b) 점에서 –y축 방향의 

kernel의 계수는 1, 9, 17, 25, 33에 해당하는데 다섯 개의 펄스는 5, 13, 

21, 29, 37번째 index들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고 이를 이미지 상에서 

보면 x축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즉, Jet는 grey 값의 변화가 비교적 

강한 경계점에서 구했을 시 경계점의 grey 값의 차이와 경계선의 각

도에 수직한 방향의 Jet들이 굉장히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위

의 (b)지점의 경계점에서 grey값이 변하는 방향은 완전한 x축 방향

이 아니라 x축과 대략 +5~10도 이내의 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로 인

해 6, 14, 22, 30, 38번째 index에 해당하는 계수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자세이고 얼굴이 이미지 상에서도 

회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경계점이라도 유사도는 매우 높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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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성질에 의해 큰 성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준점에서 윤곽선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이상 차이를 보일 경우인데, 이 경우 윤곽선의 기울기 차이가 peak 

값들을 인접한 곳으로 특정 비율 이상 이동시킬 정도로 커지면 유

사도가 떨어지며 같은 각도의 윤곽선을 지닌 다른 사람의 해당하는 

기준점과 더 비슷해지게 된다. 두 번째는 얼굴의 회전 정도가 일정 

각도 이상 달라 대응하는 두 기준점이 한 개는 윤곽에서 먼데, 한 

개는 윤곽과 10 픽셀 이내로 가까울 때이다. 이럴 경우 다른 주변 

패턴이 비슷하더라도 큰 gradient 값을 가진 윤곽선이 가까워짐에 따

라 생기는 peak들이 유사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4.2. Convolution의 복잡도 문제 

 

EBGM 알고리즘에선 들어온 test 이미지의 그래프를 생성하며 중

간 과정에서 node의 수를 조절하거나 주파수에 따라 개략적인 접근

을 가능하게 하고 focus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올리는 등의, 최대한 

낮은 복잡도로 비교적 빠르게 최적화된 그래프를 찾는 기법을 보이

고 있다. 하지만 한 기준점에서의 Jet를 계산하는 데 40 회의 

convolution이 필요하며 EBGM 과정에서 최소 100회 이상의 Jet를 구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나 test 이

미지를 인식할 때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시간 

환경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알고리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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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일 때 Gabor wavelet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또한 그 

오른쪽의 이미지는 중앙을 중심으로     범위 안의 영역에는 수치 

127의 grey 값을, 밖의 영역에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0~255 사이에서 

대입한 패턴이다. 

 

 

그림 4-3.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의 Gabor wavelet과 무작위 패턴 이미

지(       )이후 중앙의 75,75 지점에서 Gabor Coefficient를 계산

한다. 

 

이 Gabor wavelet과 오른쪽 패턴 이미지의 중앙에서 convolution하

여 얻은 계수는 0.00018-0.000026i 이고, 다른 7방향에 대해 수행해도 

이 스케일에서 벗어난 값은 나오지 않는다. 즉, 가장 높은 주파수의 

wavelet에 대하여 20 픽셀 거리의 구역 밖의 패턴은 계수에 거의 영

향을 주지 않는다. 더 높은 주파수의 wavelet에 대해서 파형이   배 

씩 확대되고 이에 따라 Gaussian envelope의 모양도 넓어지므로 각 

주파수 당 이에 따라 구해진 영역 내에서만 convolution하면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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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에 근사한 값을 더 빠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다. 예로        

의 이미지에 대해 convolution해야 하는 픽셀이 14000개 정도인데 비

해 앞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 주파수 별로 400, 800, 1600, 3200, 

6400 개의 픽셀(한 방향에 대해서만 센 수)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된

다.(전체 파형의 넓이는 2 배씩 늘어나므로) 

 

 

전 영역을 convolution하는 방법에서 파장에 따라 넓이를 두 배씩 

확대해 가며 사각형 조각 이내의 영역을 convolution 하는 문제로 바

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의 손실을 허용한다면 복잡도를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처음 두 번째까지의 주파수의 계수는 그대로 

구하되, 다음 차례에서 파장과 사각형 영역을 늘리지 않고, 이전에 

썼던 wavelet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대신 이미지를 축소하는 방법이

다. 파장을    배 하는 대신 이미지를 
 

  
 사이즈로 resizing 하고 바

로 전에 사용한 것과 같은 크기의 wavelet을 써서 convolution할 사각

형 영역의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3, 4번째 파장의 계수

들을 한 번 축소한 이미지의 2, 3번째 파장의 계수를 구한 것으로 

대체하고 5번째 파장의 계수들은 두 번 축소한 이미지의 3번째 파

장의 계수를 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한 번 축소는 한 주파

수의 shift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이용하면 총 400+800+800+1600+ 

1600의 convolution만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이전의 절반 이하의 

계산량을 필요로 한다. 이미지의 축소 비율과 사용할 wave의 주파수 

는 굳이 이 수치들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고 적용할 환경에 따라 

수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Facd finding 과정에서는 Jet의 위상은 무시하고 크기만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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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낮은 주파수의 계수일수록 픽셀 이동에 대해 값의 변화가 

적으므로 이 과정에서는 전 과정을 image resizing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단계를 올릴수록 자세한 패턴보다는 대략적

인 패턴을 요구하므로 이미지를 줄임으로써 넓은 범위에 대한 

세세한 convolution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림 4-4. 위 방법의 한 예시이다. 여기선 매 단계 이미지를 축소하며 

convolution할 영역의 넓이와 wavelet의 주파수는 유지하고 

있다. 

 

윤곽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occlusion이 일어나는 경우나 윤

곽선의 각도가 달라진 경우를 detection하고 그에 대응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는 데는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해야 하며(정확한 윤곽의 

데이터 등) Gabor wavelet 주파수 단위가 22.5도 별로 개략적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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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는 힘

들다. 때문에 크게 튀어 오르는 peak들과 다른 계수들과의 스케일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주기 위해 간단한 테크닉을 제안해 본

다. 

 한 Jet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계수들을 같은 방향을 가지는 계수끼

리 그룹을 짓는다. 즉 5개씩의 주파수로 이루어진 8개의 그룹을 만

들며, 이 안에서 한 그룹의 계수들을 하나의 벡터로 보았을 때, 그

것의 크기를 구한다. 이후 8개의 벡터를 정규화하는데, 크기의 제곱

근 대신 네 제곱근으로 나눈다. 즉 

 

                       

                        

  

                        

 

를 각 벡터라 했을 때, 새로 사용할 벡터는 

 

   
                   

    
     

  

   
                    

    
     

 

가 된다. 이후 이 벡터들을 사용하여 recognition에 사용한다. 

여기서 원래의 크기로 나누어 정규화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했

을 시 8개 벡터의 크기는 반드시 1이 되며 벡터 내의 상대적인 관

계만 유지될 뿐 40개 전체의 벡터로 보았을 시 fluctuation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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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와는 무관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구별에 사용할 정보

는 매우 줄어든다. 

 

 

 

 

 

그림 4-5 방향 별 wavelet 계수 정규화 예시 

 

 그림 4-5는 이러한 preprocessing이 적용된 한 예를 보여준다. 위쪽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gradient를 지닌 경계선

에서 추출한 jet인데 그 방향에 해당하는 5 번째 방향으로의 wavelet 

계수들이 peak를 이루고 있다. 그 아래에 jet를 방향 별로 따로 정규

화한 jet를 보여주고 있다. Peak 들의 값과 다른 계수들의 스케일 차

이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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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이미지 resizing시에 사용한 알고리즘은 복잡도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하는 Bicubic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한 번 전체 그래프의 Jet들을 

계산할 때 convolution이 1000회 이상 일어난다는 것에 비해 한 이미

지당 두 번의 resizing은 복잡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비교

적 부드러운 resizing을 택했다. 데이터베이스는 ARPA/ARL FERET 

를 사용했고, 50명에 대해 2개씩 총 100 개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각 

두 개씩의 이미지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반 정도씩 얼굴을 회

전시킨 이미지이며, 왼쪽으로 향한 얼굴의 이미지들을 좌우로 대칭 

이동시켜 오른쪽으로 향한 얼굴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크기는 

        로 얼굴 이미지 주변의 픽셀들 까지만 crop 되어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세 가지 버전의 wavelet transform을 수행한 후 

모든 Jet를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각 경우에서 추출한 Jet들끼

리, 또한 그래프끼리의 유사도 함수를 측정했다. 

 

알고리즘 소요시간(한 이미지 당) Jet 간 유사도(  ) 

기존알고리즘 5.3131 초 1 

근사알고리즘1 2.4698 초 0.9982 



42 

 

근사알고리즘2 1.0607 초 0.9902 

표 5-1. 두 알고리즘 적용 시 소요 시간 

 

 실행 환경은 0.8 GHz 프로세서 한 개를 사용했다. 예상한 대로 복

잡도의 큰 감소를 볼 수 있다. 근사알고리즘 1은 3, 5번째 주파수에

서 resizing을 실행한 과정이고, 근사알고리즘 2는 전 과정에서 

wavelet 파장의 변화 없이 이미지만을 resizing한 것이다. Wavelet 파

장 증가 후의 convolution을 이미지 축소로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근사알고리즘1을 적용했을 때 주파수 별로 따

로 기존알고리즘과의 유사도를 구한후 평균을 내보았다. 

 

주파수  

 
  

 

   
  

 

 
  

 

   
  

 

 
  

   1 1 0.9985 0.9985 0.9993 

   1 1 0.9184 0.9488 0.9464 

표 5-2. 알고리즘 적용 시 주파수 구간 별 유사도 평균 

 

 2번째 주파수까지는 완전히 같은 과정을 거치므로 유사도가 1로 

나온다. 위상차를 고려하지 않은 유사도는 2번의 이미지 축소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서로 같은 모델의 같은 자세

에서의 유사도가 높아도 0.9 정도라는 점을 볼 때 얼굴을 찾는 과정

에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거의 정확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위상차를 고려한 경우엔 비교적 영향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로 같은 모델의 경우에도 위상차를 고려한 유사도가 

0.2~0.7까지 분포한다는 점을 보면 정보를 크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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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존의 알고리즘 대로 얼굴 신원 구별을 수행한 것과 제

안된 대로 방향 별로 구한 크기에 의해 완화된 벡터를 사용해 수행

한 것의 성능 비교이다. 완화된 벡터들은 얼굴의 오른쪽 윤곽과 그 

근처의 점들에 적용했다. 총 네 가지의 실험군에 대해 수행했는데, 

ATT database에서 정면 얼굴들에 대해 먼저 수행하고 FERET database

의 정면, 옆모습, 반쯤 옆으로 돌린 모습의 세 실험군에 대해 수행

했다. ATT database의 경우 총 이미지 수는 78개이고 training set은 각 

경우 test 이미지로 사용할 하나의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들

로 구성했다. 세 가지의 FERET database의 경우도 같은 식으로 수행

했고 각각의 경우 크기는 100개씩이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training set은 한 사람의 두 개씩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

식은 한 개의 이미지를 test 이미지로 고른 후 그와 같은 신원의 단 

한개의 이미지를 남은 training set에서 찾는 것을 문제로 한다. 

 

 기존 방식의 인식률 제안된 기법의 인식률 

ATT databse 95% 95% 

FERET(frontal) 100% 100% 

FERET(profile) 73% 77% 

FERET(half profile) 49% 56% 

표 5-3. 완화된 벡터 사용 시의 인식률 

 

ATT database의 경우 앞모습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찍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FERET의 앞모습 인식률에 비해 낮다. FERET의 앞모습 

이미지들은 가지런하게 찍혀 있으며 이런 경우에 대해 EBGM 알고

리즘은 완벽한 성능을 보인다. 옆모습과 반쯤 옆으로 돌린 모습에 

대해서는 각도나 거리 등이 조금씩 변화하는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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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성능의 개선을 보이

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6 장. 결론 

EBGM 알고리즘에서 가장 큰 단점들 중 높은 복잡도와 윤곽선에

서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완 기법을 제안해 보았다. 이미지 

크기를 줄여 가며 wavelet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도 면에서는 굉장

히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위상 차를 고려하지 않는 유사도 식을 사

용하는 face finding 과정에서 큰 속도 향상을 이끌 수 있다. 이후 

peak 값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향 별로 약화된 

정규화 과정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 정보를 보존하면서 윤곽선 근처

에서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training set의 

이미지 크기나 사용하는 주파수 범위 등에 따라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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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that improves complexity and 

recognition rate of face recognition by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known 

as well adaptive to translation and pose variation of faces.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is a feature-based algorithm that uses patterns 

around pre-defined fiducial points. This algorithm takes too much complexity 

to extract features of each image and easily disturbed by strong gradient of 

contour of face. In this paper we analyze on that problem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by applying some brief techniques. 

 

Keywords: Face Recognition, Elastic Bunch Graph Modeling 

 

Student number : 2012-20780 

 


	제 1 장. 서 론 
	제 2 장. Holistic 알고리즘 
	2.1. EIgenfaces 
	2.2. Fisherfaces, Laplacianfaces 
	2.3 성능 면에서의 특징

	제 3 장. Elastic Bunch Graph Matching 
	3.1. 알고리즘의 자세한 설명 
	3.1.1. Jet
	3.1.2. Jet의 비교 방식
	3.1.3. 위치 차이 측정 방법

	3.2. 얼굴 표현 방식 
	3.2.1. 개별 모델 
	3.2.2. Face Bunch Graph 

	3.3. Elastic Bunch Graph Matching에 의한 자동 얼굴 그래프 생성 
	3.3.1. 그래프의 수동 생성 
	3.3.2. 그래프 유사도 함수의 정의 
	3.3.3. 자동 그래프 생성 과정


	제 4 장. Jet의 성능 면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보완 기법 제안
	4.1. 경계점에서의 정보량 저하 현상 
	4.2. Convolution의 복잡도 문제 
	4.3. 알고리즘 제안

	제 5 장. 실험 결과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