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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얼굴인식을 한 다  손실 함수 

기반 어텐션 심층신경망 학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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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functions for Video Fac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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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deo face recognition (FR) is one of the most popular researches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due to a variety of applications. In particular, research using the attention mechanism is being actively 

conducted. In video face recognition, attention represents where to focus on by using the input value 

of the whole or a specific region, or which frame to focus on when there are many fram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ttention based deep learning method. Main novelties of our method are (1) the use 

of combining two loss functions, namely weighted Softmax loss function and a Triplet loss function 

and (2) the feasibility of end-to-end learning which includes the feature embedding network and attention 

weight computation. The feature embedding net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ttention weight 

computation by using combined loss function and end-to-end learning.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proposed method, extensive and comparative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to evaluate our 

method on IJB-A dataset with their standard evaluation protocols. Our proposed method represented better 

or comparable recognition rate compared to other state-of-the-art video FR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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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얼굴 인식은 어떤 인물인지 판별하는 기술로 패턴

인식 및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얼굴 검증(Face Verification) 및 얼

굴 식별(Face Identification)은 금융 신원 인증 및 비

디오 감시와 같은 컴퓨터 비전 응용에 널리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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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용량 

훈련 데이터셋, 심층합성곱 신경망 및 최적화된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구축된 최신 방법은 높은 성능을 

달성하지만 큰 포즈 변화, 중첩 또는 조명으로 인한 

얼굴의 모양 변화로 인해 올바른 인식이 어렵다. 또

한 실제 응용에서는 단일 얼굴 영상이 아닌 비디오를 

처리해야 된다. 단일 영상 기반 얼굴인식에 비해 비

디오(시퀀스) 기반 얼굴인식에서 인물에 대한 더 많

은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일 수 있고 

서로 다른 포즈의 이미지와 같이 단일 이미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포

즈, 중첩, 조명 등 얼굴인식 저해 요소들로부터 벗어

나 얼굴 시퀀스를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다. 비디

오 얼굴 인식의 핵심 문제는 비디오 얼굴의 적절한 

표현을 구축하여 서로 다른 프레임의 정보를 효과적

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면서 유익한 정

보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단순한 접근 방식은 얼굴 시퀀스를 프레임

(Frame) 단위로 심층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하여 추

출한 특징을 집합으로 비디오 얼굴을 표현한다[1,2,3, 

4,5,6]. 이러한 표현은 모든 프레임에 걸쳐 정보를 포

괄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두 얼굴 시퀀스를 비교하

려면 두 얼굴 시퀀스 사이의 모든 프레임 쌍에서 비

교를 해야 된다. 을 비디오 프레임의 평균 수 라고 

가정하면 계산 복잡도는 프레임 쌍 매칭 작업 당 

 이기 때문에 대용량 인식에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집합 기반 표현은 비디오 얼굴 시퀀

스 당 의 공간 복잡성을 발생시켜 많은 메모리 

용량을 요구한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얼굴 시퀀스

를 프레임 단위로 심층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하여 

추출한 모든 특징을 최대/평균 풀링(Pooling)을 하여 

특징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최대/평균 풀링

의 문제점은 시퀀스의 일부 영상이 인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디오에서 얼굴을 샘플링 

하다보면 영상 흔들림 혹은 흐림으로 인해 노이즈가 

발생된 영상이 시퀀스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노이

즈가 발생된 영상이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어도 동일

하게 처리가 되고, 최대/평균 풀링이 모든 영상의 특

징을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노이즈가 심한 이미

지는 올바르지 못한 최종 표현을 만들어내 인식 성능

을 저하시킨다.

최근 비디오 얼굴인식 방법에서 대표적인 기술인 

어텐션 기법(Attention mechanism)을 활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상 인식에서 어텐션 기

법은 전체 또는 특정 영역의 입력 값을 반영해서 그 

중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준다. 또한 

많은 프레임이 존재할 때 어느 프레임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준다. 어텐션 기법을 적용한 최신 기

술 중 하나인 Neural Aggregation Network(NAN) 

[7]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부터 단일 특징을 추출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NAN는 다음과 같은 

모듈로 구성된다. 모든 프레임을 심층 합성곱 신경망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거쳐 각각

의 특징을 추출한 하는 특징 임베딩(Feature Em-

bedding)모듈과 모든 특징들을 어텐션 블록을 이용

하여 하나의 특징 벡터를 생성하는 통합(Aggrega-

tion)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통합 모듈의 어텐

션 블록은 각 프레임의 특징 벡터에 가중치를 적용하

여 하나의 특징 백터를 생성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프레임은 높은 가중치를 생성하고, 반대

로 품질이 안 좋은 프레임은 낮은 가중치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NAN은 End-to-end 방식

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모듈을 따로 훈련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별로로 훈련시키기 때

문에 특징 임베딩 모듈과 통합 모듈이 서로 보완적으

로 훈련되지 않는다.

각 시퀀스의 프레임 혹은 세트의 이미지는 동일한 

인식대상자에 속한다. 시퀀스의 프레임 혹은 세트의 

이미지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으며, 더 높은 정확도로 

이어진다. 그러나 각 샘플의 품질을 보장 할 수 없으

며, 품질이 좋지 않은 샘플은 성능저하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AN(quality aware 

network)[8]를 제안하였다. 네트워크에는 2개의 모

듈이 있으며, 첫 번째 모듈은 각 샘플에 대한 외형 

특징 임베딩(Appearance feature embedding)을 추

출하며, 두 번째 분기(Branch)는 각 샘플의 품질 점

수를 예측한다. 이 후 세트에 잇는 모든 샘플의 특징 

및 품질 점수를 통합하여 최종 특징 임베딩을 생성한

다.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을 갖는 영상은 높은 품질 

점수를 갖게 되고, 화질, 중첩, 조명, 포즈 등 다양한 

변화에 의해 열화된 영상에 대해서는 낮은 품질 점수

가 할당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QAN

는 영상의 품질 우수한지 저조한지만 고려하며 얼굴

영상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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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framework for face recognition with Attention Network using combined triplet and softmax losses. Each 

frame extracts each feature through a feature embedding module. The extracted features are stacked in the column 

direction and input to the aggregation module. The aggregation module calculates a weight for each feature. Each 

calculated weight is combined with each feature to extract a single feature. This feature is learned end-to-end 

with a combined loss function.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얼굴 인식을 위한 어텐션 

기법 중 하나인 NAN을 활용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Softmax 손실 함수와 Triplet 손실 함수를 결합한 

종단학습(End-to-end learning)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기존 관련 방법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독창성을 갖는다.

• 기존 NAN은 각 프레임에 대해 공통된 심층 신

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후 다중의 특징 

벡터를 구성한 뒤, 이 특징들을 어텐션(Attention) 블

록을 이용하여 하나의 융합된 특징 벡터를 생성하였

다. [7]의 저자는 훈련 시 어텐션 블록에 훈련이 더 

집중 될 수 있도록 End-to-end 학습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설계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End-to-end 학

습으로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결합된 손실 함수

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특징 추출 네트워크가 

NAN에 영향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안한 방법은 단일 얼굴 및 비디오 얼굴 인식 데

이터셋인 IJB-A[9] 데이터셋에 대해 기존 전통적인 

결합방법과 최신 연구들 간의 성능 비교를 통해 실험

을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결합방법으로는 대표적으

로 각 프레임의 특징을 추출하여 특징들을 평균

(Average) 혹은 특징 연결(Concatenation), 점수 융

합(Score fusion)이 있다. 특징 평균은 CNN(Convo-

lutional Neural Network)를 통해 추출된 특징들을 

평균하여 동일한 크기의 특징을 다시 완전 연결 계층

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이며, 특징 연결은 CNN를 통

해 추출된 특징들을 1차원 벡터로 연결한 특징을 다

시 완전 연결 계층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점수 

융합(Score fusion)은 CNN를 통해 나온 최종 분류 

점수를 평균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제안

한 방법이 전통적인 결합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

성하였다. 또한 다른 최신 연구[7,14-22]와 비교하였

을 때 비슷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

2. 제안한 방법

Fig. 1은 제안한 방법의 전체도(Overall frame-

work)이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얼굴 비디오 시퀀스

를 완전계층연결 계층이 수정된 VGG Face 신경망

[2]에 입력하여 심층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이후 각 

프레임에 대한 심층 특징 정보를 모두 연결한 뒤 어

텐션 신경망인 Neural Aggregation Network (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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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GG-Face Architecture. It consists of a total of 15 convolution layers and 3 fully connected layers. In this 

experiment, 15 convolutional layers were used. And only the fully connected layer was modified and used 

for feature extraction.

layer 
type
name

0
input
-

1
conv

conv1_1

2
relu

relu1_1

3
conv

conv1_2

4
relu

relu1_2

5
mpool
pool1

6
conv

conv2_1

7
relu

relu2_1

8
conv

conv2_2

9
relu

relu2_2

10
mpool
pool2

11
conv

conv3_1

12
relu

relu3_1

13
conv

conv3_2

14
relu

relu3_2

15
conv

conv3_3

16
relu

relu3_3

17
mpool
pool3

18
conv

conv4_1

support - 3 1 3 1 2 3 1 3 1 2 3 1 3 1 3 1 2 3

filt dim - 3 - 64 - - 64 - 128 - - 128 - 256 - 256 - - 256

num filts - 64 - 64 - - 128 - 128 - - 256 - 256 - 256 - - 512

stride - 1 1 1 1 2 1 1 1 1 2 1 1 1 1 1 1 2 1

pad - 1 0 1 0 0 1 0 1 0 0 1 0 1 0 1 0 0 1

layer 
type
name

19
relu

relu4_1

20
conv

conv4_2

21
relu

relu4_2

22
conv

conv4_3

23
relu

relu4_3

24
mpool
pool4

25
conv

conv5_1

26
relu

relu5_1

27
conv

conv5_2

28
relu

relu5_2

29
conv

conv5_3

30
relu

relu5_3

31
mpool
pool5

32
conv
fc6

33
relu
relu6

34
conv
fc7

35
relu
relu7

36
conv
fc8

37
softmax
porb.

support 1 3 1 3 1 2 3 1 3 1 3 1 2 7 1 1 1 1 1

filt dim - 512 - 512 - - 512 - 512 - 512 - - 512 - 4096 - 4096 -

num filts - 512 - 512 - - 512 - 512 - 512 - - 4096 - 4096 - 2622 -

stride 1 1 1 1 1 2 1 1 1 1 1 1 2 1 1 1 1 1 1

pad 0 1 0 1 0 0 1 0 1 0 1 0 0 0 0 0 0 0 0

에 입력되어 각 프레임에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및 가중치가 적용되어 융합된 심층 특징을 출력한다. 

이 특징들은 Triplet 손실 함수와 가중치가 적용된 

Softmax 손실 함수에 의해 제안된 신경망이 End- 

to-end 방식으로 훈련된다. 

2.1 특징 추출 모듈(Feature embedding module)

특징 추출 신경망은 사전 학습된 신경망인 VGG- 

Face를 사용하여 파인 튜닝(Fine-tuning)을 통해 특

징 정보를 추출하였다. VGG-Face에서는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직접 만든 대용량의 얼굴인식을 위한 데이

터셋인 VGG 얼굴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이 데이터

를 이용하여 Table 1과 같이 15개의 합성곱 계층

(Convolution Layer)으로 구성된 딥 네트워크 구조

를 학습시켰다. VGG에서는 VGG-Face 학습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ImageNet 영상인식 챌린지

(Challenge)에서의 VGG 구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으로 간단한 3×3 컨볼루션 필터를 이용하여 학습시

킴으로써 VGG-Face는 LFW 데이터셋에 대해 Deep 

Face보다 약 1% 정도 개선된 98.95% 성능을 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VGG-Face의 합성곱 계층은 그대

로 사용하였으며, 완전 연결 계층의 차원을 수정한 

상태에서 심층 특징을 추출하여 어텐션 신경망인 

Neural Aggressive Network(NAN)에 입력으로 활

용한다. 연결된 소프트맥스 계층은 이전 계층인 완전

연결 계층 노드 (fully-connected layer node)의 특징 

맵 와 해당 가중치 를 활용하여 비디오 얼굴 시퀀

스의 특징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완전 연결 계층의 노드의 개수이고, 

는 특징정보의 차원이며, 는 바이어스이다. 더 나

은 가독성을 위해 수식 (1)에서 인덱스 는 생략한다.  

2.2 집계 모듈(Aggregation module)

얼굴 비디오 데이터    
 라고 할 때 은 총 

비디오 얼굴 시퀀스이며 은 얼굴 비디오 시퀀스를 

나타낸다.   
 
 
 

에서 
   는 얼

굴 비디오의 -번째 프레임(frame)을 나타내며, 는 

해당 인식대상자의 ID를 의미한다. 각 얼굴 프레임 


은 특징 추출 모듈에 의해 특징 

으로 추출된다.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인덱스 는 생략한다. NAN는 

하나의 인식 대상자에 대한 많은 프레임들에 대한 

특징 정보에 대해 가중치   


를 구하여 특징 정

보와 다음과 같이 결합한다.




   (2)

이때 가중치는 특징 추출 모듈에서 추출한 단일 

얼굴 이미지 특징과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2.3 어텐션 블록(Attention blocks)

Fig. 2는 제안된 방법의 어텐션 블록이며 집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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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l input face images  are processed by a feature embedding module with a deep CNN, yielding a 

set of feature vectors . These features are passed to the aggregation module, producing a single 512-di-

mensional vector  to represent the input faces images. This compact representation is used for recognition.

듈(Aggregation module)을 통해 나온 특징 정보들

이 어텐션 블록에 입력된다. 어텐션 블록은 특징 임

베딩 모듈에서 모든 특징 정보를 읽고 선형 가중치를 

생성한다. 특징 정보 는 어텐션 블록이 커널 와 

내적(dot product)을 통해 해당하는 의미 집합 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인 양의 가중치 를 

생성하기 위해 softmax 연산자로 전달된다. 이 두 

연산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4)

위의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텐션 블록에서 

모든 특징 정보는 각 특징정보의 해당하는 하나의 

가중치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력 

의 수는 특징 정보 와 동일한 차원인 어텐션 

블록의 출력인 집계(Aggregation) 의 크기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 게다가, 집계 결과는 식에 따라 의 

입력 순서에 불변하기 때문에 입력순서를 바꾸어도 

집계 표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어텐

션 블록은 필터 커널 에 의해 변조되며, 이는 역전

파 및 경사하강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2.4 Triplet과 Softmax 손실 함수를 결합한 다중 손실 

함수

Triplet 손실 함수는 기준 데이터 (Query)로부터 

기준 데이터와 동일한 신원인 데이터(Positive ex-

ample)는 인접하게, 기준 데이터와 동일한 신원이지 

않은 데이터(Negative example)는 먼 공간에 떨어트

려 적절한 분리 공간에 배치한다. 하지만 인식 대상

자 간의 세밀한 차이를 학습하기 힘들다. 즉 유사하

게 생긴 인식 대상자들 간의 분류 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10]를 참고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softmax 손실 함수를 추가하여 ID간의 세밀한 차이

를 학습할 수 있도록 Triplet 손실 함수와 softmax 손

실 함수 결합한 손실 함수로 학습하며 다음과 같다.

 
 

  




  





 

  
 




 
≠


  

 

 
(5)

   


  











    


   


 (6)

수식 (5)은 Triplet 손실 함수로 여기서 
 




  



는 

모든 앵커(anchor)를 나타내며, 앵커는 배치(batch) 

데이터 선택 시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

리고   
  

 는 앵커를 기준으로 동일한 

인식대상자중 식별이 어려운 샘플(hardest positive), 


 
≠


  

 는 앵커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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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images used in our experiments on the preprocessed IJB-A dataset [9].

은 인식대상자중 식별이 어려운 샘플(hardest neg-

ative)를 나타낸다. 여기서 a,(+),(-)는 각각 앵커

(anchor), 앵커와 동일한 인식대상자의 샘플(posi-

tive), 앵커와 동일하지 않은 인식대상자의 샘플

(negative)를 나타내며, P는 인식대상자의 수이고, 

각각의 인식대상자 당 K개의 영상을 의미한다. 그리

고 D는 두 특징 정보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며, 

softplus 함수인 ∙을 사용하였다. 수식 

(6)은 Softmax 손실 함수로 ∈는 영상 

의 부류(class)를 나타내며, M은 총 부류의 개수이

다. 그리고 W, b는 완전 연결 계층의 파라미터이다. 

수식 (5)와 (6)을 결합을 하되, 부류를 판별할 수 

있는 Softmax 손실 함수에 너무 편향되면 오히려 재

인식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Softmax 손실 

함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합하였고, 최종 결합 손

실 함수는 수식 (7)과 같다.

   
×   (7)

여기서 는 결합 손실 함수의 가중치이며, 한쪽 

손실 함수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인식대상자 간의 세

밀한 차이를 학습하도록 [10]를 참고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실험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얼굴 인식 실험 평가

로 많이 사용되는 IJB-A 데이터셋[9]를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IJB-A 데이터셋은 총 500명의 인식대상자

에 대해 25,812장의 영상(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메타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 메타 데이터는 얼

굴의 위치 및 각도, 눈, 코 등의 위치와 실내/외, 나이, 

피부 톤, 인식 대상자의 ID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

여 얼굴 부위만 잘라내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은 훈련 및 테스트에 사용한 IJB-A 데이터셋의 샘

플 중 일부를 나타낸다. 재인식 평가방법은 IJB-A 

표준 프로토콜[9]를 준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IJB-A 표준 프로토콜은 1:1의 얼굴 검증(Face ver-

ification)과 1:N의 얼굴 식별(Face identification)을 

구하게 되어져 있다. 1:1의 얼굴 검증은 입력으로 들

어오는 두 개의 얼굴 영상이 동일 인물인지 판단하게 

되며, 1:N의 얼굴 식별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얼굴 영상이 사전에 등록된 N명의 인물 중 어떤 인물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각 프로토콜마다 10

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0개의 집합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성능을 도출하게 된다. 

3.2 실험 및 구현환경

본 실험에서 모든 입력 이미지는 64 × 64로 크기를 

조정하였고, 사전 훈련 모델인 VGG-Face[2]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미니 배치(mini-batch) 생성 시 K = 

6, P = 5～10으로 샘플링(Sampling)하여 30~60개의 

영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11]를 참고하여 학습 

속도 미세조절(learning rate decay) 방식을 채택하

였으며 다음과 같다.

 











    ≤


 

  
   ≤≤

 (8)

여기서 초기 학습 속도(learning rate)는   

이고 훈련 반복(iteration)은   ,   이며, 

에 도달했을 때 훈련은 멈추게 된다. 그리고 훈련에 사

용된 Adam optimizer [12]은         

로 설정하였다. 또한 결합된 손실 함수에서 가중치 

는 [10]에 따라 0.5로 설정하였다. 실험 시 하드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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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about traditional method vs. Proposed method on the IJB-A dataset. For verification, 

the true accept rates (TAR) vs. false positive rates (FAR) are reported. For identification, the true positive 

identification rate (TPIR) vs. false positive identification rate (TPIR) and the Rank-N accuracies are presented.

Method
1:1 Verification TAR 1:N Identification TPIR

FAR=0.001 FAR=0.01 FAR=0.1 FPIR=0.01 FPIR=0.1 Rank-1 Rank-5 Rank-10

CNN+Average 0.581±0.039 0.678±0.031 0.706±0.031 0.472±0.028 0.591±0.012 0.822±0.015 0.893±1.0.018 0.905±0.016

CNN+Concatenation 0.615±0.091 0.686±0.079 0.767±0.059 0.426±0.053 0.557±0.033 0.758±0.049 0.874±0.031 0.885±0.028

CNN+Score Fusion 0.645±0.047 0.743±0.029 0.886±0.027 0.632±0.019 0.740±0.014 0.884±0.018 0.917±0.017 0.922±0.014

Proposed method

(softmax+triplet loss)
0.753±0.037 0.891±0.011 0.965±0.006 0.798±0.015 0.912±0.013 0.940±0.017 0.970±0.012 0.975±0.001

ASUS x299칩셋(메인보드), i9-10900X(CPU), 128GB 

RAM(메모리), RTX 2080ti(GPU)를 사용하였다.

3.3 실험 결과 및 전통적인 결합 방법들과의 성능비교

본 실험에서는 어텐션(Attention) 기법의 우수성

을 보이기 위해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결합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결합 방법이란 각 프

레임의 특징을 추출하여 특징들을 평균(Average) 혹

은 특징 연결(Concatenation), 점수 융합(Score fu-

sion) 하는 것을 나타낸다. 특징 평균은 CNN(VGG- 

Face)를 통해 추출된 특징들을 평균하여 동일한 크

기의 특징을 다시 완전 연결 계층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이며, 특징 연결은 CNN(VGG-Face)를 통해 추

출된 특징들을 1차원 백터로 연결한 특징을 다시 완

전 연결 계층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단, 이 방법

은 최대 5개의 프레임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점수 융

합(Score fusion)은 CNN(VGG-Face)를 통해 나온 

최종 분류 점수를 평균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Table 2는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결합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인식 성능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전통적인 

방법들은 제안한 방법보다 성능이 낮았으며,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 CNN+Average 방법은 오 분류된 프레임의 특

징이 올바르게 분류된 프레임의 특징에 악영향을 미

치게 되어 Rank-1 기준 0.882±0.015으로 저조한 성

능을 보였다. 

• CNN+Concatenation 방법은 프레임의 수가 고

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많을 경우 모든 프레임

을 사용하기 못하며 프레임 수가 적을 경우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입력 순서에 따라 특징이 연

결되는 순서에 민감하다. 실험결과를 보면 Rank-1 

기준 0.758±0.049으로 전통적인 방법 중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 CNN+Score Fusion 방법은 오 분류된 프레임

의 분류 점수가 올바르게 분류된 프레임의 분류 점수

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CNN+Average 방법보

다는 덜 민감하며 Rank-1 기준 0.884±0.018으로 다

른 전통적인 결합방법보다 우수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들은 1)입력 프레임 수가 고

정되어야 하며, 2)입력 순서에 인식 성능이 민감하고, 

3)오 분류된 영상 혹은 특징들에 의해 오류 전파가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단점들은 

제안한 어텐션 기법을 통해 어느정도 보완해서 성능

을 개선시킨다. 제안한 어텐션 기법은 입력 개수에 

상관없으며, 입력 순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한 인식 저해요소(포즈 변화, 중첩, 저해상도 등)가 

있는 영상에 대해 어텐션 계산을 통해 가중치가 낮게 

결정하여 무시되기 때문에 강인하다.

3.4 실험 결과 및 최신 방법들과의 성능비교

본 실험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신 방법들과의 인식 성능을 비교하였다. 

Table 3는 최신 방법과 제안한 방법에서 Softmax 

손실 함수만을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 가중치가 적용

된 Softmax 손실 함수와 Triplet 손실 함수가 결합된 

손실 함수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

험 결과, 결합된 손실 함수를 활용하여 훈련한 방법

이 Softmax 손실 함수만 사용했을 때 보다 TAR@ 

FAR=0.1 기준 0.006±0.105 향상하였으며 Rank-1 기

준 0.020±0.003 향상하였다. 또한 기존 NAN[7]와 비

교했을 때 TAR@FAR=0.1 기준 0.008±0.003 향상하

였으며 Rank-1 기준 0.004±0.001 향상하였다. 이러

한 성능 향상은 제안한 방법이 End-to-end 방식으

로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결합된 손실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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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formance evaluation about State-of-the-Arts method vs. Proposed method on the IJB-A dataset. For 

verification, the true accept rates (TAR) vs. false positive rates (FAR) are reported. For identification, the 

true positive identification rate (TPIR) vs. false positive identification rate (TPIR) and the Rank-N accuracies 

are presented.

Method
1:1 Verification TAR 1:N Identification TPIR

FAR=0.001 FAR=0.01 FAR=0.1 FPIR=0.01 FPIR=0.1 Rank-1 Rank-5 Rank-10

B-CNN[13] - - - 0.143±0.027 0.341±0.032 0.588±0.020 0.796±0.017 -

LSFS[14] 0.514±0.060 0.733±0.034 0.895±0.013 0.383±0.063 0.613±0.032 0.820±0.024  0.929±0.013 -

DCNNmanual+metric[15] - 0.787±0.043 0.947±0.011 - - 0.852±0.018 0.937±0.010  0.954±0.007

Triplet Similarity[16] 0.590±0.050 0.790±0.030 0.945±0.002 0.556±0.065 0.754±0.014 0.880±0.015 0.95±0.007 0.974±0.005

Pose-Aware Models[17] 0.652±0.037 0.826±0.018 - - - 0.840±0.012  0.925±0.008 0.946±0.007

Deep Multi-pose[18] - 0.876 0.954 0.52 0.75 0.846 0.927 0.947

FPN[19] 0.775 0.852 0.901 - - 0.914 0.930 0.948

Template Adaptation[20] 0.836±0.027 0.939±0.013 0.979±0.004 0.774±0.049 0.882±0.016 0.928±0.010 0.977±0.004 -

DR-GAN[21] 0.539±0.043 0.774±0.027 - - - 0.855±0.015 94.7±0.011

NAN[7]* 0.745±0.038 0.876±0.008 0.960±0.005 0.779±0.019 0.905±0.008 0.936±0.019 0.968±0.009 0.972±0.009

Proposed method
(Only softmax loss)

0.721±0.043 0.865±0.009 0.959±0.007 0.757±0.016 0.894±0.009 0.920±0.014 0.947±0.011 0.956±0.009

Proposed method
(softmax+triplet loss)

0.753±0.037 0.891±0.011 0.965±0.006 0.798±0.015 0.912±0.013 0.940±0.017 0.970±0.012 0.975±0.001

* : Results obtained through direct implementation* indicates that results are obtained through provided by the following online link: 

https://github.com/YirongMao/NAN

(a)

(b)

Fig. 4. Weight  extrac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for video face images. (a) The weight is set low when 

the face angle or occlusion occurs, and the weight is set high for the frame that is close to the front without 

occlusion. (b) The weight is set low for the frame with relatively poor face quality, and the weight is set 

high for the frame that is close to the front and shows the eyes, nose and mouth.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특징 추출 네트워크가 어

텐션 신경망인 NA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Fig. 4는 IJB-A[9] 데이터셋 중 일부를 제안한 

방법에 실행했을 때 입력 시퀀스에 대한 각각의 프레

임의 가중치 를 나타낸 것으로, 얼굴이 정면에 가

까우며, 영상 품질이 우수하고, 중첩이 없는 영상일

수록 높은 가중치를 매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비디오 얼굴인식을 위한 다중 손실 함수 기반 

어텐션 신경망 학습 방법의 유용성을 증명한다. Fig. 

5는 오인식된 일부 샘플을 나타낸 것으로 포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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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 face sequences incorrectly recognized by our proposed method. Most of the incorrectly recognized images 

have large pose variation, occlusion and low-resolution.

가 크거나 중첩이 심하고 해상도가 낮은 영상이 대체

적으로 오인식되고 있다. Fig. 5에서 얼굴 영상 아래

의 수치와 그래프는 수식 (4)의 어텐션 가중치 를 

나타낸다. 제안된 방법은 오인식된 일부 샘플들이 있

더라도 포즈변화가 적고 중첩이 심하며 해상도가 낮

은 영상이 존재한다면 가중치를 작게 결정하여 무시

가 가능하다. 하지만 Fig. 5처럼 얼굴 영상 시퀀스가 

낮은 품질(포즈 변화, 중첩, 저해상도 등)의 얼굴 영

상들로 구성될 때 낮은 품질의 영상에 가중치를 높게 

결정되어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얼굴 인식을 위한 어텐션 

기법 중 하나인 NAN을 활용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Softmax 손실 함수와 Triplet 손실 함수를 결합한 

종단학습(End-to-end learning) 방법을 제안한다.  

Softmax 손실 함수는 인식 대상자를 분류할 때 사용

되는 손실 함수이며, Triplet 손실 함수는 같은 인식 

대상자간에는 가깝게 다른 인식 대상자간에는 멀게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손실 함수이다. 이 손실 

함수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적으로 결합한 손실함

수를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하였다. 또한 End-to- 

end 학습으로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결합된 손

실 함수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특징 추출 네트

워크가 어텐션 신경망인 NAN에 영향을 오히려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험은 전통적인 결합방식

과 최신 연구결과들과 성능을 비교를 하였다. 전통적

인 결합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각 프레임의 특징을 

추출하여 특징들을 평균(Average) 혹은 특징 연결

(Concatenation), 점수 융합(Score fusion)이 있다. 

비교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이 전통적인 결합방법보

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 또한, 결합된 손실 함

수를 활용하여 훈련한 방법이 Softmax 손실 함수만 

사용했을 때 보다 TAR@FAR=0.1 기준 0.006±0.105 

향상하였으며 Rank-1 기준 0.020±0.327 향상하였다. 

최신연구들과 비교해본 결과, 기존 NAN와 비교했을 

때 TAR@FAR=0.1 기준 0.008±0.335 향상하였으며 

Rank-1 기준 0.004±0.141 향상하였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제안한 방법이 End-to-end 학습으로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결합된 손실 함수를 활용하여 학

습하기 때문에 특징 추출 네트워크가 어텐션 신경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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