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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특징 되먹임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특징되먹임 알고리즘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징마스크를 검증한다. 특징 되먹임 기반 패턴 인식 방법은 PCALDA로 추출된 특징을 원 영역으로 역사상하
여 인식에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추출된 특징은 특징마스크의 형태로 원 영역으로 역사상 되므로, 특징
마스크의 특징성능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Yale data 기반의 얼굴 인식에서 특징마스크를 검
출하여 특징마스크에 따른 인식률 변화를 고찰하고 검출된 특징마스크의 성능을 검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performance evaluation for face recognition algorithm using feature 
feedback according to the Feature mask. In the face recognition method using feature feedback, important region 
is extracted from original data set by using the reverse mapping from the extracted features to the original 
space.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feature feedback according to shape of Feature Mask for 
Yale data. Comparing the result using Important part and unimportant part, we show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pattern recognition method based on feature feedback. 

Key Words : Pattern Recognition, Face Recognition, Feature Feedback, Feature Extracting

Ⅰ. 서  론 

패턴인식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패턴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응용하는 기술로서 

넓게는 컴퓨터 응용 소 트웨어 기술, 좁게는 인공지능 

기술로 분류된다[1,2].  패턴인식은 지난 수년간 심리학, 신

경과학 등 여러 공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

근에는 보안시스템, 회원 리, 신분 증명과 같은 실생활

에 목되어 다양한 application이 개발되었다[3,4].

패턴인식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특히 상의 인식분야

에 쓰임 받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메모

리와 수행속도를 감하는 PCALDA에 련한 기술이 

패턴인식에 목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8]

특징 되먹임 기반 패턴 인식 방법 [9]은 일정 데이터 

에서 패턴 인식에 요한 부분을 추출해 내기 해서 제

안되었다. PCALDA 등으로 추출된 특징을 원 역으로 

역사상하여 패턴 인식에 요한 부분을 추출해 낼 수 있

도록 하 다. 한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감과 인식률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 다.

특징되먹임 알고리즘의 핵심은 특징을 원 역으로 

역사상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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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되먹임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는 특징 되먹임 기반 

패턴 인식 방법을 통해 추출한 특징이 데이터를 분류하

는데 효과가 있는 역인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상하는 특징 역의 변화에 따른 

특징되먹임 기반 패턴인식방법의 인식률 변화에 해서 

연구한다. 추출된 특징 역과 그 외의 역을 추출하고 

이를 원 역에 각각 역사상 하여 인식률의 차이 을 고찰

한다. 이를 통해 특징 되먹임 기반 패턴 인식 방법 
[9]에서 

검출된 특징 역을 이용한 패턴인식 인식률이 가장 높음

을 확인하고, 이로써 특징 되먹임 기반 패턴 인식 방법 
[9]

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제

시하 던 특징되먹임 알고리즘에 한 상세한 설명을 한

다. 3장에서는 제안한 특징되먹임 성능검증을 한 실험 

방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인

식률을 도출한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5장에서는 특징되

먹임 알고리즘에 한 성능을 검증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 특징되먹임 

특징되먹임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특징데이터를 효율

으로 추출하기 한  처리 단계에 한 알고리즘이다.

특징되먹임에 사용되는 특징데이터는 PCALDA를 통

하여 추출한 피셔페이스를 이용한다. 이 피셔페이스는 

PCALDA 연산 시 데이터의 차원을 이기 한 사 벡

터들의 집합으로서 본 실험과 같이 원본데이터를 얼굴

상으로 했을 경우 얼굴의 형태를 띤다. 특징데이터 역

은 피셔페이스를 구성하는 값을 기반으로 추출하고, 이 

역을 특징 마스크라고 부른다.

그림 1 는 특징되먹임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그림 1. 특징되먹임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Feature Feedback

STEP1 : 원 데이터에 PCA하여 를 추출한다. 

는 평균값을 기 으로 2진화시켜 PCA마스크를 

생성한다 

STEP2 : PCA 마스크를 원 데이터에 역사상 하여 

PCA특징 얼굴 데이터를 추출한다.

STEP3 : PCA 특징얼굴 데이터를 PCALDA하여 피셔

페이스를 추출한다. 이 피셔페이스는 최종 변환벡터 

로 정의한다. 

STEP4 : 최종 변환벡터 의 평균값에 가 치 T를 

더한 값을 기 으로 2진화 시켜 특징 마스크를 추출한다. 

STEP5 : 특징마스크를 원 데이터에 용하여 특징 얼

굴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특징만 가지게 되는 특

징데이터를 추출하게 된다. 

Step1 과정에서 PCA를 통해 고유얼굴이라 불리는 이 

변환벡터   를 식(1)에 따라 요한 부분과 요하

지 않은 부분으로 나 어 2진 데이터 세트를 획득 할 수 

있다. 

∈
  ∥∥≥ 

∈   
(1)

(1)을 통해 얻어진 고유얼굴 마스크를 원 역에 역사

상하여 원 역의 노이즈를 제거한다.

PCA Mask를 통해 노이즈가 제거된 얼굴데이터 역

은 Step3 과정에서 Step 1 과 유사한 방법으로  

PCALDA를 통해 피셔페이스라고 불리는 최종 변환벡터 

  를 얻게 된다.  이 변환벡터   를 식(2)에 따라 요

한 부분과 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 어 2진 데이터 세

트를 획득 할 수 있다. 

∈  ∥∥≥ 
∈   (2) 

특징마스크는 각각의 2진화 된 피셔페이스를 식(3)과 

같은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원 데이터에 최종 으로 

워지는 특징마스크는 추출한 피셔페이스 각각의 요

한 역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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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그림 2. 특징 마스크의 추출
Fig. 2. Extract Feature mask

추출한 특징 마스크를 그림 3과 같이 원 데이터에 역

사상 한다. 특징 마스크를 통해 원 데이터의 얼굴 역에

서 요한 부분만을 추출한 후 PCALDA를 이용한 패턴

인식을 한다.

그림 3. 특징 되먹임 기반 얼굴 인식
Fig. 3. Face recognition based on Feature 

feedback

III. 특징되먹임 성능평가

특징되먹임 알고리즘의 핵심은 분류할 데이터의 특징

을 추출하는 특징마스크를 생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특

징되먹임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는 추출된 특징마스

크에 한 역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효과가 있는 

역인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PCA Mask를 통해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함으

로써 PCA Mask 되먹임이 인식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  고유값이 

높은 역을   ,그 외의 역을 로 정의하여 PCA 

마스크를 구성한 후 인식률을 측정하여 PCA 마스크의 

성능을 검증한다. 

그림 4. 특징마스크의 구성
Fig. 4. component of Feature mask

특징마스크는 그림 4 와 같이 데이터의 특징 역을 정

의하여 원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특징 역은 2

진화된 피셔페이스를 이용하여 구한다. 2진화된  피셔페

이스는 패턴인식에 요한 역(  )과 요하지 않은 

역(  )으로 구성된다. 특징 되먹임 알고리즘에 사용

되는 특징 역은   부분의 합 연산을 통하여 구성되므

로 “  특징마스크”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특징을 포함

하지 않은 역라고 가진 특징마스크는 (4)으로 추출 할 

수 있다. 

 ⊗⊗⊗⋯⊗ (4)

각 2진화된 피셔페이스의   역만을 추출하기 

하여 곱 연산을 통해 “  특징 마스크”를 추출한다. 각

각의 피셔페이스는 (5)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특징마스

크는 (6)와 같다. 따라서   특징 마스크와   특징마

스크는 반 된 형태를 띤다. 


    

   (5)

  ⊕⊕ ⋯⊕


 ⊗⊗⋯⊗  

(6)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한   특징 마스크와 

  특징마스크를 그림 3와 같이 각각 원 역에 사 하

여 패턴인식에 요한 특징을 포함하는 데이터와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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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데이터를 추출한다. 각 데이터는 PCALDA를 통

하여 패턴인식 되고, 이에 따른 인식률 결과를 비교함으

로써 [9]에서 제안한 특징마스크를 검증한다. 

IV. 마스크에 따른 특징되먹임 성능실험

본 논문에서는 특징되먹임  원 역에 사 되는 특

징 마스크의 추출 방법에 따른 데이터 인식률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한다. 사용되는 특징마스크는 PCA를 통한  

  특징마스크와   특징마스크, 그리고 PCALDA를 

이용하여 패턴인식에 요한 역을 나타내는   특징

마스크와 그 외의 부분인   특징마스크이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Yale database를 이용하 다. 

Yale data는 15명의 사람이 각각 11개의  다른 표정을 하

고 있는 165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이다. 

그림 5. Yale data base의 얼굴 이미지 예 
Fig. 5. Face image of Yale data base

본 실험에서는 각 사람을 클래스로 분류하 다. 이 

Yale data를 PCALDA를 통해 C(클래스의 수) - 1 개  만

큼 피셔페이스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

은 T = 0.011로 고정하고 피셔페이스의 수를 3으로 고정

하여 [9]와 동일한 실험조건을 갖추었다. 

그림 6 은 Yale data를 기반으로 한 실험에 사용되는 

마스크들에 한 그림이다. [9]와 같은 실험조건으로 인

하여 동일한 마스크가 본 논문의   특징마스크로 사용

되었고,   특징 마스크는   특징마스크에 반 된 형

태를 띠고 있다. 

그림 6. /특징마스크와 /  특징 마스크
Fig. 6. /  Feature mask and /  

feature mask

각 마스크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역이 다르므로 사

용되는 마스크에 따라 패턴인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이 달라진다.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데이터 연

산속도는 느리지만, 패턴인식의 성능향상에 유리하다. 

그림 7 은   특징마스크와   특징 마스크를 사용

하 을 때 추출된 데이터의 양에 한 그래 이다. 

표 1. 특징마스크와 특징 수에 따른 인식률 변화
Table 1. Recognition rate of Feature mask and 

the number of features

Featur

e 수 

PCA+ 

LDA

  
특징 

마스크

  
특징 

마스크

  
특징 

마스크

  
특징 

마스크

1 38.8 36.4 39.4 33.3 40.6

2 53.9 59.4 61.8 59.4 67.9

3 70.3 73.3 78.8 72.1 80.0

4 83.0 98.8 83.0 77.0 87.3

5 85.5 84.9 87.9 83.6 90.9

6 90.9 87.3 90.3 85.5 92.7

7 92.1 98.3 91.5 89.7 95.8

8 95.2 89.1 92.7 93.3 95.8

9 93.9 89.7 93.3 91.5 95.2

10 94.6 90.3 93.3 92.1 96.4

11 95.2 89.7 93.9 93.3 97.6

12 95.8 90.9 94.6 93.3 100

13 96.4 90.3 95.8 95.1 98.8

14 97.0 90.9 95.8 95.1 99.4

평균 

인식률
84.5 81.3 85.2 82.5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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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특징마스크와   특징 마스크의 데이터 
        검출량 비교
Fig. 7. Compare of filtered data by   feature 

mask with  Feature mask 

그림 8. 특징 수에 따른 방법 별 인식률 변화 
Fig. 8. Recognition rate graph of the number of 

features 

표 1에서는 특징마스크와 특징 수에 따른 인식률 변화

에 해서 정리하 다. [9]의 결과에서 PCA+LDA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균 인식률은 84.5%이고   특징마스

크를 이용한 특징되먹임방법을 통하 을 때 얻어지는 평

균 인식률은 88.4%로 3.9%의 인식률 향상이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표 1과 같이   특징 마스크

를 이용할 경우 평균 인식률은 82.5%가 되어 PCA+LDA

에 비하여 2%의 성능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의 결과에 비해서도 2.9%의 평균 인식률 향상을 가져

옴을 볼 수 있다.   특징마스크의 결과는   특징 마

스크를 이용하 을 때 보다 5.9%의 인식률 향상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9 에서는 특징 수에 따라서 PCA+LDA의 인식률, 

  특징 마스크,   특징 마스크,    특징 마스크, 

  특징 마스크 각각을 이용한 특징 되먹임 방법의 인식

률을 비교하 다. 표 1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 

  특징 마스크의 경우가   , 특징 마스크의 경

우보다 반 으로 인식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징되먹임을 이용한 패턴인식에서 특

징마스크가 패턴인식에 요한 역을 포함하는지에 

해 고찰하 다. 제안한 방법에 따라 추출한 특징마스크

를 사용하 을 경우, 요하지 않은 역을 포함하는 특

징마스크의 경우보다 높은 인식률을 나타냄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T와 피셔페이스 수 N을 특징 되먹임 기

반 얼굴 인식 방법에서 제안한 값으로 고정하고, 요한 

역의 특징마스크와 요하지 않은 역의 특징마스크

의 인식률 편화를 고찰하 다. 실험 결과에서   특징마

스크의 결과는   특징 마스크를 이용하 을 때 보다 

평균 5.9%의 인식률 향상이 있음을 보인 반면에 패턴인

식에 사용되는 데이터량은 85% 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안한 특징마스크를 사용하여 패턴인식에 

사용될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인식률 향상과 연산속도의 

감을 나타낸다. 

향후 PCA 마스크에 한 성능검증 연구와 더불어 컨

벡스 최 화 이론을 용하여 라미터 N과 T에 따르는 

인식률 변화의 최 화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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