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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VM-BTA(Support Vector Machine-Binary Tree Architecture) 기반의 얼굴인식 시스템
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차원의 갱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SVM-BTA 갱신 시, 
각 노드별 군집의 중심점을 계산하여 인식률의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추가 학습을 위한 SVM의 
개수를 줄이는 형태로 BTA 구조를 조정하였다. 공인된 벤치마킹 데이터인 Yale Face Database와 
Face94 Database를 사용하여 제안한 SVM-BTA 갱신 방법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1. 서  론

  최근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공항, 주차장, 지
하철 및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Close-Circuit Television 
(CCTV)을 설치하여, 얼굴 인식 기반의 수배자 검색 및 
실종자 검색 등 얼굴 인식 기반 요주의 인물 식별 시스
템(Watch List Identification System)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2].
  얼굴 인식을 위한 방법론 중 SVM을 이용한 방법[1]은
선형판별 분석 등과 같은 방법[2] 보다 높은 인식률 보장
이 가능하다. 특히 계층형 SVM(SVM-BTA: Support 
Vector Machine-Binary Tree Architecture) 기반의 얼굴 
인식 방법[1]은 한 개의 입력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N개의 학습 데이터 셋과 비교하는 기존의 1:N 방법 
보다 인식에 필요한 계산 비용이 적고 인식률이 높아 실
시간 얼굴 인식 응용 분야에서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
다[1]. 하지만 K-Means (  )알고리즘으로 계층형 트리
를 구성하고 각 노드에 존재하는 SVM들을 학습시켜 얼
굴인식을 수행하는 SVM-BTA의 구조적 특성상, 데이터 
추가 시 BTA(Binary Tree Architecture)를 재구성 하는데 
의 시간이 필요하며, 각 노드에 존재하는 SVM들을 

재학습 하는데  이 요구되기에 때문에 시스템의 유
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BTA 재구성과 관련된 연구동향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K. Sigh[3]등은 K-Means 알고리즘을 반
복적으로 학습 수행하되, Centroid(전체 군집의 중심 평
균)와 각 군집의 거리 그리고 허용 가능한 군집간 최대 
거리(임계값)의 비교를 통하여 군집을 갱신 하는 
Incremental K-Means 방법[3]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Centroid가 고정되어 분기가 진행될수록 정확도
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M. Bagirov 등[4]은 군집생성
에 따른 Centroid 값을 지속적으로 재계산하여 군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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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군을 좁혀가는 방법으로 Incremental K-means 보다 빠
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Global K-means 알고
리즘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전체 군집의 크기가 설정한 
임계값과 동일해질 때 까지 분기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
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층형 구조에서 학습 노드를 최소
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단순히 입력 데이터와 기존 
군집간의 거리 정보만을 이용하는 Incremental K-Means 
방법에서 벗어나 SVM-BTA의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 
SVM-BTA 갱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은 
SVM-BTA의 특성상 상위 계층에서 트리의 노드가 생성
될 경우 재학습해야할 SVM의 개수가 적어지고, 자식 노
드(Child node)가 적을수록 인식률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
이 줄어든다는 SVM-BTA의 구조학적 특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인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위 계층에
서 새로운 트리의 노드를 생성함으로써, 재학습해야할 
SVM의 개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식률 저하도 최소화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VM-BTA 갱신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3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성능 분석을,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한다.

2. Important Degree 기반의 SVM-BTA 갱신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VM-BTA 갱신 방법은 
Important Degree(식 2 참조)와 Global K-Means를 근간
으로 크게 5가지 단계로 구성(표 1 참조)되며,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수행된다. 1) 추가 데이터 발생으로 SVM-BTA 
갱신이 필요할 경우 새로 입력된 데이터와 최상위 노드
의 가장 큰 두 개 군집의 Centroid와 정규화된 Euclidean 
거리를 측정한다. 2) 측정된 거리를 기준으로 보다 가까
운 쪽을 후보군으로 채택하고 입력 데이터를 해당 군집
에 할당한다. 3) Important Degree를 이용하여 최하위 노
드가 아니면서, 자식 노드가 0인 노드를 판별하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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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가 가능한 범위를 자동으로 제한한다. 4) 데이터의 
중심점(Centroid)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중심점
(Centroid)과 새로운 데이터 간의 거리가 최근접인 계층
에서 분기를 수행한다. 5) 연산이 상위 노드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 번째 단계에서 설정
된 제한 범위에 이르게 되면 분기를 종료하고 갱신된 
SVM-BTA를 확정한다.

Input

  : A dataset containing n objects    ⋯  and    

           

 Output

         

 Algorithm

  Let,           

  Step 1 : (Initialization) Calculate the distance between each     

            pair in topmost node of oldest BTA.

  



  



  
 

  Step 2 : (Data Allocate) Input data  allocated with largest   

 pair, as a result of step 1.

  Step 3 : (Define Limitation Node) Limitation nodes are defined  

            by important degree.

        ∅

  

  Step 4 : (Update Centroid) Apply incremental K-means    

  algorithm and preserve the best centroid and their    

  cluster center        

 
  






  






   

 
 min ∥

∥
∥

∥


  Step 5 : (Stopping criterion) Repeat step 3 to 4 until it reaches  

     limitation node.

표 1  Proposed Algorithm: Pseudo Code

2.1 초기화 및 입력 데이터 할당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식 1을 이용하여 입력된 데
이터와 최상위 노드의 두 군집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유클리디안 거리는 정규화된 값으로 거
리가 가까울수록 1에 근접한다.

               



  



  
          (1)

  군집과 입력 데이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군집에
서 입력된 데이터와 비슷한 특성의 데이터가 발견될 가
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두 군집 중 보다 가
까운 군집에 입력 데이터를 할당하여 SVM-BTA을 빠르
게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2.2  Important Degree를 이용한 Limitation Node 선정

  SVM-BTA의 구조적 특성상 자식의 노드가 적고 상위 
계층일수록 업데이트해야할 분류기의 개수가 적어지고 
인식률의 저하에도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Important Degree를 사용하여 최하위 노
드가 아니면서 자식 노드가 0인 노드들을 최대한 분기할 
수 있는 제한 노드(Limitation node)로써 지정해준다. 이 
때 사용되는 Important Degree의 제한 조건은 식 2와 같
다.

        ∅

 
(2)

2.3  SVM-BTA 재생성

  Important Degree를 이용하여 제한 노드까지 선정한 

이후에는 전통적인 Incremental K-Means 연산을 적용한

다. 이때 학습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보장하면서 분류 

정확도가 높은 곳에 SVM을 위치시켜야하므로, 각 트리 

구조의 깊이(Depth)에 따른 군집의 Centroid를 식 3을 이

용하여 지속적으로 계산하여 준다. 식 3에서 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며, 와 는 데이터와 각 노드

별 군집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결국 식 4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와 각 노드에 존재하는 군집간의 Centroid가 가까

운 곳에 할당된다. 이 같은 분기는 Limitation node로 선

정한 후보 군집에서 분기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되고 최

종 갱신된 SVM-BTA을 출력한다.

             
  






  






         (3)

                

      
 min ∥  ∥

 ∥  ∥
 (4)

3.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SVM-BTA 갱신 방법의 성능평가
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Yale Face 
Database[5]와 Face94 Database[6]를 이용하여 실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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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tem
K-Means Incremental K-Means[3] Global K-Means[4] Proposed Method

Updating Time(sec.) 196 103 67 29

Structure Non Hierarchical Non Hierarchical Non Hierarchical Hierarchical

Strategy -
Reduc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Reduc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Reduc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number of SVMs

Face Recognition Rate 91% 90% 90% 89%

표 2 SVM-BTA 갱신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

  Yale Face Database의 경우는 개인당 30개의 사진으로 
총 38명의 사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Face94 Database는 
개인당 20개의 사진으로 총 153명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이미지 크기는 168*192로 
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미지의 개수를 개인당 20장씩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개인별로 1장씩 대표 이미지를 추출한 후 
100명은 순차적 K-Means(  )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BTA를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91명의 이미지를 점증적으
로 추가하였을 때 SVM-BTA 갱신 시간 및 얼굴 인식률
을 측정하였다.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론들과의 정성
적 및 정량적 성능 비교는 표 2에 요약하였으며, 추가 
데이터 셋 개수에 따른 SVM-BTA 갱신 시간 및 재학습
이 필요한 SVM의 개수를 그래프 형태로 그림 1과 그림 
2에 표현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
의 방법들 보다 월등히 빠르면서 재학습이 필요한 SVM
의 개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의 경우 SVM-BTA의 갱신 속도는 상대적
으로 빠르면서 얼굴 인식률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추가 데이터 크기에 따른 

재학습이 요구되는 SVM의 개수 그래프

그림 2 추가 데이터 크기에 따른 

SVM-BTA 갱신 시간 변화 그래프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VM-BTA 기반 얼굴 인식 시스

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차원의 

SVM-BTA 갱신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인식

성능은 보존하면서, 빠르게 SVM-BTA을 재구성 및 재학

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된 벤치마킹 데이터인 

Yale Face Database와 Face94 Database를 사용하여 성능

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된 

SVM-BTA 갱신 방법을 실제 얼굴인식 시스템에 적용 및 

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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