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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 controlled environment, such as fixed viewpoints or consistent illumination, the performance of face recognition is usually 

high enough to be acceptable nowadays. Face recognition is, however, a still challenging task in real world.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ation) algorithm is scale and rotation invariant, which is powerful only in the case of small viewpoint changes. 

However, it often fails when viewpoint of faces changes in wide range. In this paper, we use Affine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ation; ASIFT) to detect affine invariant local descriptors for face recognition under wide viewpoint changes. The ASIFT is 

an extension of SIFT algorithm to solve this weakness. In our scheme, ASIFT is applied only to gallery face, while SIFT algorithm is 

applied to probe face. ASIFT generates a series of different viewpoints using affine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ASIFT allows 

viewpoint differences between gallery face and probe face. Experiment results showed our framework achieved higher recognition 

accuracy than the original SIFT algorithm on FERE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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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촬  상황을 조 할 수 있는 환경, 즉 고정된 촬 각이나 일 된 조도 조건에서는 얼굴인식 기술 수 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 그러나 복잡한 실에서의 얼굴 인식은 여 히 어려운 과제이다. SIFT 알고리즘은 촬 각의 변화가 미미할 때에 한하여, 크기와 회

 변화에 무 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게 촬 각이 변하는 환경에서도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어 인 

불변 지역 서술자를 탐지하는 ASIFT(Affine SIFT)라는 알고리즘을 용하 다. SIFT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만든 ASIFT 알고리즘은 촬

각 변화에 취약한 단 을 극복하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ASIFT 알고리즘은 표본 이미지에, SIFT 알고리즘은 검증 이미지에 용하 다. 

ASIFT 방법은 어 인 변환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각에 따른 상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ASIFT 알고리즘은 장 상과 실험 상의 

시각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FERET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제안한 방법은 촬 각의 변화가 큰 경우에 기존의 시

트 알고리즘보다도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 얼굴인식, 자세변화,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FE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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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얼굴인식은 각 개인의 생체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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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인식하는 생체인식 기술 의 하나로 리 활용되고 

있다. 신원을 인식하는 목 으로 하는 경우 피촬 자 상

은 거부감이 없이 카메라로부터 일정 거리 안으로 다가가서 

비  방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얼굴 인식은 출입통제 시스템이나 근권한 제어 

등과 같이 특정 상의 얼굴을 미리 학습을 시켜서 진 를 

악하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감시하는 CCTV로

부터 획득한 상에서 범죄 용의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경

우와 같이 학습을 거치지 않고 특징 들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악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자의 경우와 같이 

출입통제 시스템과 같은 곳에서는 일정한 조도와 촬 각을 

제한시키는 것이 용이하나, 후자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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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보안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서는 부분 사람

의 표정이나 촬 각, 는 조도 등의 촬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와 같이 공공의 안 을 한 보안 시스템에서 

얼굴 인식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의 모든 요소들을 

정확하게 고려해주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얼굴 인식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미 진행

되어왔다[1-2]. 구 사의 Picasa나 애 사의 iPhoto와 같이 

일부 성공한 상용시스템도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복잡

한 환경에서의 얼굴 인식 기술은 여 히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3]. 기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제약된 조건, 즉 

표본 상(gallery image)이나 검증 상(probe image)은 카메

라가 모두 정면에서 획득한 상으로 제한하여 인식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카메라의 촬  각도가 변하거나, 사

람의 촬  자세가 다른 경우 쉽게 실패하게 되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촬 각 무 (viewpoint invariant) 얼굴 인식 알고리

즘을 용하여 표본 얼굴이나 검증 얼굴의 시각이 다른 경우

에도 효율 인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상을 촬 하는 각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얼굴을 정확

하게 인식하기 해서는 정확한 특징값을 추출하는 것이 

요하다. 촬 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 

다른 자세에서 촬 된 경우의 특징값과 다른 두 사람의 얼

굴이 비슷한 자세로 촬 한 경우의 특징값보다도 유사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동일한 사

람일 경우에는 자세가 변하여도 각 상들의 차이값이 최소

화 되어 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 

방법의 표 인 기법은 얼굴의 정규화(face normalization) 

기법으로 자세의 변환에 따른 상을 미리 정한 각도의 상

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 기법은 2차원과 3차원 얼굴

상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2차원 얼굴의 정규화 기법의 

로 마르코  랜덤 역(Markov Random Fields; MRFs)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에서는 장된 정면 상과 검색 

상의 응 들을 분석하여 유사 상을 찾는 방법이다[4-5]. 

MRFs 방법에서는 응하는 들의 거리와 인 들의 평탄

도(smoothness)로 구성하는 에 지를 최소화시켜 2차원 얼굴

의 최소 거리를 찾는다. Lucas-Kanade 방법은 얼굴을 정렬

시킴으로써 정규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6-7]. 3차원 얼굴의 

경우 Blanz 등이 3차원 얼굴 모델이 2차원 얼굴에 정합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을 제안하 으며[8], 정합 형태와 재질 계

수(texture coefficient)로 얼굴의 인식을 시도하 다.

얼굴 상의 정규화 기법은 검색 얼굴 윤곽선으로부터 정

면 상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4]. 한 정규화 기

법은 상들을 직 으로 정합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정합도는 그 상 간의 유사도를 나타낸다[5]. 이들 정규화 

기법들은 장시간의 계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 가로 효과 인 

정규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Ho와 Chellappa[4]의 

경우에 하나의 얼굴을 정규화 하는 데 약 2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 다. 한 Marsico 등은 촬  자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조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FACE라는 

임워크를 제안하 다[9]. STASM(SIFT Active Shape Model) 

알고리즘[10]을 사용하여 얼굴의 주요 들을 악하고, 앙

선을 찾아서 반면 얼굴을 구성한 후에, 다른 반면은 칭구

조로 반사시켜서 완성하 다. 이 방법은 쉽고 빠르지만, 얼

굴의 주요 들에 의존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주요 들이 제

로 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하되는 

단 이 있다.

촬 각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은 새로운 분류기(classifier)나 특징 을 고안하는 것이다. 

새로운 분류기로는 1차 유사도(One Shot Similarity : OSS)

와 2차 유사도(Two Shot Similarity : TSS)가 실험 상이

나 타깃 상을 포함하지 않는 제3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여 계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11-12]. 각 데이터베이스는 

한 사람의 다양한 촬 각의 상으로 구성되거나, 다른 사람

들이 동일한 촬 각에서 수집되어 구성되어 있다. 두 얼굴의 

유사도는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나 SVM (Support 

Vector Machine) 방법을 용하면서 소개되었던 데이터베이

스의 얼굴로 를 들어서 계산되었다. 다양한 촬 각에서의 

얼굴 인식은 제3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유사한 아이디

어로 근할 수 있다[13]. 촬 각이 달리 수집된 얼굴들은 

부공간(subspace) 기법을 이용하는 데이터 이미지에 의하여 

선형으로 표 이 되고, 얼굴 간의 유사도는 이 상수 계수로 

계산될 수 있다. 새로운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동일

(identity) 공간 내의 선형변형과 잡음변수를 측하기 하

여 요소 분석(factor analysis)이 제안되기도 하 다[14]. 

Harris-Affine[15], Hessian-Affine[16], 그리고 어 인 SIFT[17] 

알고리즘과 같은 지역 서술자(local descriptor)도 두 상 

사이의 어 인 변화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 SIFT 알고

리즘을 소개하고, ASIFT 알고리즘과 얼굴 인식에 용된 

응용 기법을 3 에서 설명하 다. 4 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FERET 데이터베이스에 용하여 구 하고 실험결과를 소

개하 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과 앞으로 연구 내용

을 5 에서 기술하 다.

2.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지역 특징값을 이용하는 알고리즘들은 크기가 다르거나, 

회 되었거나, 심지어 어 인 변화된 물체를 찾아내고 인식

하는 데 효율 이다. 이들 알고리즘 에서도 SIFT 알고리

즘은 간단하면서 크기와 회 각에 계없이 일정한 지역 특

징값을 찾아낸다. SIFT는 이미지 데이터를 크기에 향을 

받지 않는 좌표계로 변환하고 요소 (keypoint)을 역화하

여, 요소  서술자(keypoint descriptor)로 할당한다. SIFT 

알고리즘의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18].

⋅스 일-공간상의 극  탐지 : 이미지를 다른 스 일로 변

환하여 크기를 바꾼다. 극 은 모든 축  상에서 크기와 

방향에 불변하는 가우시안 차분(difference-of-Gaussian)법을 

사용하여 최 과 최소 을 찾아 검색한다. 가우시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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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ingle octave for Difference of Gaussian (DOG) is 

drawn. The second octave can be generated by down-sampling 

from the first octave. The initial image is convolved with Gaussian 

filter using different scales for each octave. DOG images are 

generated from these Gaussian filtered image. Extrema are 

localized by finding the maxima and minima comparing with 

neighboring pixels in the current scale and adjacent scales

분은 가우시안 라 라시안(Laplacian of Gaussian)의 근사

치로 식 (1)과 같이 두 개의 인  스 일의 차로 구한다.

                (1)

여기에서   는 가우시안 차분 함수, 는 가우시

안 함수, 는 인  스 일의 배수, 그리고   는 입력 이

미지를 나타낸다. 극 은 각 화소를 26개의 인  화소, 즉 

해당 스 일과 인  스 일에서 인 한 화소들(8, 9  9

개)과 비교하여 탐지한다. 이 과정이 Fig. 1에 나타나 있다.

⋅요소 의 국부화 : 극 은 국부화가 잘 되지 않거나 

비가 약한 들을 스 일이나 주곡률(principal curvature)

의 비율 등을 검사하여 제외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통

하여 요 들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다.

⋅방향성 지정 : 각 요소 은 지역 그 디언트 히스토그램

에 기반을 두어 하나, 는 그 이상의 방향성을 지정한다. 

스 일과 회 각에 불변하는 특성을 유지하기 해 지역 

이미지 데이터는 상응하는 방향과 스 일로 변환시켜서 

다음 단계의 요소  서술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요소  서술자 : 지역 요소  서술자는 그 디언트 히

스토그램에 의하여 각 요소  주 에서 계산된다. 이 

서술자가 지 인 모양의 왜곡이나 조도의 변화를 극

복할 수 있는 표  방법으로 바꾸어진다.

⋅요소  서술자는 앙 요소  주  역의 그 디언트와 방

향성에 기 하여 생성된다. 역들은 가우시안 창으로 가

치를 부여 받고, 다시 4×4의 부 역으로 나뉘어 각 부 역

별 방향성 히스토그램을 작성한다. 역별로 각 히스토그램

의 합이 방향별 그 디언트 크기의 합으로 장하게 된다.

상의 정합과 SIFT 알고리즘의 인식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발표되었으며, Best Bin First [19]나 허  변환 

[20] 등이 표 인 이다. 최근  이웃 (nearest neighbor)

을 이용하는 방법은 SIFT의 특징 들의 정합에 효율 이다. 

SIFT의 특징 들은 표본(gallery) 상에서 미리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시켜놓을 수 있다. 검증(probe) 상과 

정합여부를 비교할 때에, 각 특징 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표본 상의 특징 들과 비교할 수 있다. 최근  이웃

과 두 번째 최근  이웃을 유클리디안 거리로 검출하여 문

턱값보다 큰지를 단하여 선정한다. 문턱치보다 작은 비율

은 정합 특징 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ASIFT(Affine SIFT)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SIFT는 스 일과 회 각에 불변

의 특징이 있으나, 변환값(affine) 불변의 특징이 미미하여 

큰각이 변할 경우에 성능이 미약하다. ASIFT는 SIFT의 알

고리즘을 확장하여 이의 결 을 보완한 것이다. 어 인 변

환에서는 몇 가지 변수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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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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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 스 일, 회   기울기를 나타내

는 변수들이다. Fig. 2는 이 변수들의 기하학 인 계를 보

여주고 있다.

ASIFT는 하나의 정면 상으로부터 경도각 와 도각 

를 변화시켜 가면서 일련의 변화하는 촬 각의 상을 생

성시킬 수 있다. 이들 가상의 상들은 최소한의 숫자로 정

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집하면 된다. ASIFT 알고리즘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17].

⋅ 도각 는 기하 수     과 같이 변한다 

(단    ). 실험에서는 변수 a의 값을 로 지정하

여 최소개의 상으로 최 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디지털 상에서 기울기 처리는  cos 의 
비율로 일정 방향을 따라 표본화하여 구할 수 있다.

⋅경도각 는 각 기울기 각이     와 같이 

변할 때 등차 수로 계산되며, 는    를 만

족하는 최  정수로 정의 하 다.

⋅SI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생성된 가상으로 

변형된 상의 요소 을 탐지하 다.

얼굴인식 방법에서 ASIFT 알고리즘이나 그 확장방법들

은 ORL[23]이나 Yale[24] 데이터베이스에서 좋은 성능을 나

탸내는 것이 보고되었다[22, 23]. 이들 방법에서는 ASIFT 알

고리즘이 표본 상과 검증 상에 모두 용하 다. 본 연구

에서는 표본 상(정면 상)에 ASIFT 알고리즘을 용하

고, 검증 상에는 SIFT를 용하 다. ASIFT는 표본 상

의 요소 과 지역 특징 을 찾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찾아낸 

요소 을 장한다. 인식부분에서는 SIFT 알고리즘을 호출

하여 각 검증 상의 요소 과 특징 을 계산한다. 즉, 검증 

상에서 SIFT로 찾은 요소 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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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metric interpretation of affine decomposition. The 

 and  are scale and rotation angle from a camera. The 

 and  are tilt and rotation of a subject, which named 

latitude and longitude, respectively

ASIFT의 요소 과 비교하여 요소  간의 최  정합을 나타

내는 얼굴 상을 찾아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정하 기 때문에 계산 시간은 기존의 ASIFT 

방법보다 훨씬 감소되었다. 한 ASIFT의 수직  수평각

의 범 를 도각 만 변하도록 제한하 다. Fig. 1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 SIFT는 회 각에 하여 불변의 특성이 

있으므로, 경도각 는 자신의 회 각을 나타내므로 ASIFT

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안 방법에서는 도각 

를 기하수열    ⋯  단  에 따라 수직  

수평방향으로 ASIFT를 용하 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FERET 데이터베이스[21]의 흑백 상을 

이용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다. 이 데이터베

이스에는 200명에 하여 각각 9개의 상이한 자세와 다른 

조도환경에서 촬 한 상(해상도 : 80×80)이 장되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상이한 자세의 상에서 얼굴인식을 평

가하는 것이 목 이므로 해당되는 일부 상을 사용하 다. 

각 사람마다 정면으로 촬 된 표본 상(정면촬 )과, 8장의 

포즈가 다른 검증 상을 60, 40, 25, 15, -15, -25, -40  

-60도에 해당되는 각도에서 촬 된 상으로 채택하 다. 

Fig. 3은 FERET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정면 상과 8개

의 촬 각에 따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SIFT 알고리즘 성능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의 크

기를 240×240화소, 최근  이웃 과의 비율을 0.8로 지정하

다. Table 1에는 FERET 데이터베이스 상을 인식하는 

결과를 비교 정리하 다. Table 1의 ASIFT1은 Morel과 

Yu[17]가 사용한 원래의 ASIFT 알고리즘이며, 기울기 숫자

를 5로 지정하여 5개의 변환각에 한 이미지를 생성한 경

우이다. ASIFT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수직  

수평 방향의 변환각을 무의미한 범 에서는 제한한 알고리

즘이며 정량 인 비교를 하여 정면 상에서 동일하게 5

       (ba)               (bb)              (bc)

       (bd)               (be)             (bf)

       (bg)               (bh)              (bi)

Fig. 3. Sample images from FERET database with varying pose 

from 0, 60, 40, 25, 15, -15, -25, -40, -60 in order

개의 변환각에 한 이미지를 생성하 다. Table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SIFT는 변환각이 -25∼25 범  내에 있을 경

우에는 ASIFT 알고리즘과 큰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변환각이 좌우 25도의 범 를 벗어나는 경우

에는 두 개의 ASIFT 알고리즘 모두 SIFT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Algorithm

Angle(∘)
SIFT(%)

ASIFT1

(%)

ASIFT2

(%)

 60 13.0 11.5 19.5

 40 52.0 59.0 66.5

 25 94.5 95.0 95.5

 15 99.5 99.5 99.5

-15 99.5 99.5 99.5

-25 94.0 95.5 95.0

-40 62.0 67.0 63.0

-60 13.0 19.5 14.5

Average 65.9 68.3 69.1

Time(sec)  7.0 280.0 21.0

Table 1. Matching accuracy (%) and computational time of each 

algorithm for FERET database. ASIFT1 represents the original 

Affine SIFT and ASIFT2 represents the proposed SIF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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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간결성으로 인하여 SIFT 알고리즘의 계산시

간이 제일 빠르며, ASIFT 알고리즘은 변환각의 생성과 검

색으로 인하여 상 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알고리즘 ASIFT1은 표본 이미지와 검

증 이미지 모두를 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ASIFT1의 계산 

시간은 SIFT와 비교할 때에 30배, ASIFT2와 비교할 때에

는 13배 이상이나 소요되는 것이 Table 1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ASIFT1의 정합률은 기  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IFT 알고리즘의 확장 방법인 ASIFT 알

고리즘을 개선하여 자세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얼굴 인식

을 할 수 있도록 어 인 불변의 지역 서술자를 용하 다. 

SIFT 알고리즘은 스 일과 회 각의 변화에 무 하게 인식

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작은 회 각의 범  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다. 그러나 회 각의 범 가 커지면 인식 성

능이 감소하게 되어 확장 알고리즘인 ASIFT를 용하 다. 

ASIFT 알고리즘은 표본 이미지와 검증 이미지에 용하여 

자세각이 다른 일련의 상을 생성하여 실험하 다. ASIFT 

알고리즘의 성능은 FERET 데이터베이스에 용하여 실험

을 수행하 다. 회 각의 크기가 -25∼25인 경우에는 SIFT 

알고리즘과 ASIFT의 알고리즘의 성능이 비슷하 으나, 회

각의 크기가 더 커지면 ASIFT의 알고리즘의 성능이 우세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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