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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인 얼굴인식 시스템에서는 얼굴표 과 얼굴분류 과정을 통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한다. 얼굴표  

방법으로는 LBP(Local Binary Pattern)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얼굴분류 방법으로는 신경망을 이

용하여 미리 학습을 시켜놓기 때문에 수행시간이 매우 짧은 신경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 

얼굴표  과정에서 LBP를 사용한 후 신경망을 사용하여 얼굴분류를 수행하면 인식률이 낮고 학습시

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 과정을 수행하

기 합한 얼굴 표  과정인 라 라시안 필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LBP와 신경망을 이용한 

얼굴인식 과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얼굴인식 과정을 비교분석한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이 학습에 걸리는 시간과 인식률이 우수함을 보 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등 휴 기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 

되는 등 생체인식 기술이 일상생활에 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생체인식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 

이다. 그  신체 이 불필요하여 거부감이 은 얼굴인

식 기술이 미래의 생체인식 기술의 추가 될 것이라고 

상이 되고 있다. 한 그에 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성

장 이다. 

 일반 인 얼굴인식은 얼굴검출, 얼굴표 , 얼굴분류 세 

개의 단계를 거친다. 얼굴검출 단계는 Haar-Cascade, 얼

굴표  단계는 LBP[1], 얼굴분류 단계는 K-NN(K 

Nearest Neighbor)[2] 방법이 표 이다. 일반 인 얼굴

인식 시스템은 검출된 얼굴이미지에서 LBP를 이용하여 

컴퓨터가 인지 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로 변환한 뒤에 

K-NN을 통해 얼굴데이터를 클래스별로 분류를 수행한다. 

그러나 K-NN은 매번 얼굴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등록

되어있는 각각의 얼굴데이터들과 거리연산을 수행하여 데

이터가 축 될수록 분류 시간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한다. 

반면 얼굴분류에 사용이 가능한 신경망[3]의 경우 머신러

닝 기법의 일종으로 학습과정을 거친 후 얼굴분류를 수행

한다. 학습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K-NN과 비슷하지만 

이후 분류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는 장 이 

있다. 한 한번 학습을 마친 후에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마다 분류과정만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데이터 분

류에서 소모하는 시간이 다. 하지만 일반 인 얼굴표  

방법인 LBP는 벡터 기반의 데이터로써 0, 1과 같은 이진 

데이터를 입력받아 수행하는 신경망과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 과정

을 수행하기 합한 얼굴 표  과정인 라 라시안 필터[4]

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라 라시안 필

터를 사용한 신경망에 합한 얼굴표  방법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신경망에 합한 수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차

원축소 알고리즘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신경망의 

구조에 하여 설명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LBP와 신경망을 이용한 얼굴분류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 실험하여 실험결과를 확인한다. 6장에서는 결

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에 하여 설명한다.

2. 라 라시안 필터를 사용한 에지추출

   일반 인 얼굴인식 과정에서 얼굴표  단계를 LBP를 

이용하여 얼굴이미지를 데이터화 한다. LBP는 픽셀 주변

의 값과 앙 픽셀 값을 비교하여 벡터화 시키는 방법이

다. 이후 LBP 데이터를 역별로 나 어 히스토그램으로 

만든 뒤에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는 수만 차원에서 하나의 좌표로 표 되

는 데이터가 되어 각 거리를 측정하는데 용이한 데이터이

다.

 하지만 신경망의 경우 특징 값을 이진 데이터를 입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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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LBP와 부 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변환하

기 해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해 노이즈를 제거 후 라

라시안 필터를 사용하 다. 라 라시안 필터는 2차 미분 

필터로써 상의 윤곽선, 즉 에지를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라 라시안 필터의 수식은 식 (1)과 같으며 식 (2)와 식 

(3)을 통해 식 (4)의 구조를 가지고 이를 필터로 표 하면 

그림 1의 모습이 된다. 사람이 얼굴을 식별하는데 가장 

향이 큰 , 코, 입 등 부분 윤곽 모양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볼과 같이 변화가 없는 부분은 크게 향을 

주지 않으므로 라 라시안 필터를 통해 윤곽만을 추출해 

낸다. 이후 라 라시안 필터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이진화 시켜 노이즈를 제거하고 추출된 에지는 강화시킨

다. 그림 2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순서를 나타낸다.

∇   


 



 

            (1)




 
             (2)




 
             (3)

∇         
       

  (4)

(그림 1) 라 라시안 필터

원본  영상

가우시안  영상

이진화  이미지

라플라시안  영상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 순서도

3. 차원축소 알고리즘

   신경망의 경우 데이터의 차원이 클수록 인식률이 하

되는 차원의 주라 불리는 상이 일어난다. 고차원의 데

이터 내에서 각 차원의 데이터간의 상호 계가 많아져 

상호 계를 모두 수용하기 한 학습을 수행해야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망에 합한 데이터를 만들기 

해서는 데이터의 차원축소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차

원축소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첫 번째

로 앞선 과정 이후 1차 으로 모든 데이터에서 복되는 

값을 제거하여 데이터를 축소시킨다. 그 로 데이터를 사

용하는 경우 복되는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학습 연산 시

간이 지연되고 오분류 유발 등의 악 향을 끼친다. 두 번

째로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5]를 통하여 

신경망에 합한 차원수로 축소시킨다. PCA의 경우 데이

터의 분포에 따라 데이터의 분류에 가장 합한 차원축으

로 데이터를 축소시키는 알고리즘이다. 앞선 과정이 모두 

마치고 나면 축소된 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하여 학습  

분류에 사용한다.

4. 신경망을 이용한 얼굴분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신경망의 구조는 그림 3와 같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간에는 노드 간 가 치 값이 존재하며 기 신경망

에서는 -0.5 ~ 0.5의 무작  실수 값으로 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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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경망의 구조

 입력층에서 신경망에 사용될 데이터가 처리 된 후에 

입력층의 노드에 입력된다. 은닉층의 노드에서는 그림 4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식 (5)과 같이 입력층의 각 노드와 은

닉층 사이의 가 치 값과 곱하여 모두 더한 뒤 활성화함

수를 거친 값을 입력받는다. 그림 5는 활성화 함수의 모양

을 나타내며 식 (6)는 활성화 함수의 수식이다. 활성화 함

수는 신경망 연산을 통하여 받은 값들을 0 ~ 1 사이의 값

으로 일반화 되어 다음 노드에 입력된다.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층에 값이 입

력된다.

(그림 4) 신경망 연산 구조

  
 

  

 ∙              (5)

(그림 5) 활성화 함수

   
 


                (6)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 학습 과정에 역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입력층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층으로 나온 

결과와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에 맞춰 지정한 목표 값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출한다. 이후 검출한 오류 값을 출력층

으로부터 입력층까지 거꾸로 연산하여 각 층간 가 치 값

을 오류값에 따라 수정한다. 해당 과정을 목표한 에러값 

는 학습 반복 횟수(Epock)에 맞추어 수행한다.

5. 실험

5.1 실험환경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Yale B 데이터로 일 

학교에서 얼굴인식을 해 수집한 얼굴 데이터로써 본 

논문에서는 얼굴검출과정을 거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다. 데이터베이스는 조명의 상태에 따라 sub1, sub2, sub3, 

sub4, sub5로 나뉘어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sub1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 군을 증명 데이터로 사

용한다. 실험은 Intel(R) Core(TM) i5-4440 CPU @ 

3.10Ghz (4 CPUs) 로세서, 램 8GB 메모리 사양의 시스

템을 사용하 다. 

5.2 실험방법

   본 논문에서 실험한 방법으로는 LBP와 신경망을 사용

한 실험 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표  알고리즘의 

신경망 학습에 걸리는 시간  얼굴분류 결과에 따른 인

식률을 비교 분석한다. 학습방법으로는 역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빠른 학습을 해 모멘텀항을 추가하여 수행

하 다. 설정한 라미터로는 학습률    , 모멘트항 

   , 목표 에러값   로 설정하 다.

5.3 실험결과  고찰

   표 1에서는 LBP+신경망과 제안 알고리즘+신경망의 성

능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신경망 방법을 사용하 을 

때 학습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인식률 한 상승했음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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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습시간의 경우에는 약 5배의 학습시간이 단축

되었으며, 인식률의 경우 부분의 데이터 군에서 인식률 

향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6은 LBP+신경망과 제안 

알고리즘+신경망의 학습시간에 한 도표를 나타내고, 그

림 7은 LBP+신경망과 제안 알고리즘+신경망의 인식률에 

한 도표를 나타낸다.

sub2 sub3 sub4 sub5

LBP+신경망
학습시간() 4911 4940 4998 4869

인식률(%) 98.9 68.43 16.1 7.98

제안 알고리즘

+ 신경망

학습시간() 1039 981 989 1017

인식률(%) 100 89.18 63.83 30.81

<표 1> LBP+신경망과 제안 알고리즘+신경망의 성능비교

(그림 6) LBP+신경망과 제안 알고리즘+신경망 

학습시간 도표

(그림 7)  LBP+신경망과 제안 알고리즘+신경망 

인식률 도표

6. 결론

   얼굴인식 시스템에서는 일반 으로 LBP 방법을 사용

하여 얼굴표  과정을 수행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얼굴

분류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얼굴표  과정에서 LBP를 사

용한 후 신경망을 사용하여 얼굴분류를 수행하면 인식률

이 낮고 학습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 과정을 수행

하기 합한 얼굴 표  과정인 라 라시안 필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LBP와 신경망을 이용한 얼굴인식 

과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얼굴인식 과정을 비교분석한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학습에 걸리는 시간

과 인식률이 우수함을 보 다. 

 향후 신경망을 사용한 얼굴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 신경망에 최 화 된 차원축소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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