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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얼굴 인식을 위한 PSO와 다중 포인트 특징 추출을 이용한 
RBFNNs 패턴분류기 설계

Design of RBFNNs Pattern Classifier Realized with the Aid of PSO and        
Multiple Point Signature for 3D Fac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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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3D face recognition system is designed by using polynomial based on RBFNNs. In case of 2D 

face recognition, the recognition performance reduc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llumination and 

facial pose.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of 2D face recognition, 3D face recognition. In the 

preprocessing part, according to the change of each position angle the obtained 3D face image shapes are changed into 

front image shapes through pose compensation. the depth data of face image shape by using Multiple Point Signature is 

extracted. Overall face depth information is obtained by using two or more reference points. The direct use of the 

extracted data an high-dimensional data leads to the deterioration of learning speed as well as recognition performance. 

We exploit 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 algorithm to conduct the dimension reduction of high-dimensional data. 

Parameter optimization is carried out with the aid of PSO for effective training and recognition. The proposed pattern 

classifier is experimented with and evaluated by using dataset obtained in IC & CI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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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 번호나 다른 사용자 식별 방법의 경우 노출이 되거나 

암기를 해야 한다는 단 이 존재하나, 생체인식의 경우 이러

한 단 을 보완할 수 있어, 재 네트워크, 융 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얼굴인식의 경

우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과 같은 다른 인식기술과는 다르

게 비 식으로 사용자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다는 장

이 있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 사용

되고 있는 2차원 얼굴인식의 경우 명암도를 바탕으로 인식

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당시의 조명과 다른 

조명 상태에서 인식을 수행할 경우 인식률이 하될 수 있

다는 단 이 있다[1]. 한 2차원 인식의 경우 인식 상자

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인식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신체

 특징이나 환경 인 요인에 따라 정면을 바라보고 인식을 

수행하 다고 하여도 실제 입력되는 상은 정면에서 조

씩 회 된 상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스

캐 를 통해 획득한 3차원 형상을 이용하여 인식을 수행하

며, 3차원 형상을 이용하 을 경우 2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

는 얼굴 형상의 깊이 데이터를 획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에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X, Y, Z축 좌표를 

이용하여 회 된 얼굴 형상을 정면으로 회 시키는 포즈보

상을 처리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

포즈보상을 거친 얼굴 형상은 Point Signature기법을 수

행하여 깊이 데이터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반원을 사

용한 경우, 여러 개의 원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여러 특징 

을 설정한 경우의 깊이 데이터를 추출하 다. 추출된 데이

터를 그 로 인식에 사용할 경우 고차원 데이터로 인식 속

도  성능의 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패턴분류

기에 사용하기 합한 차원 데이터로 축소하기 해 PCA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PCA알고리즘을 통해 집단의 특징을 

잘 표 하는 차원 데이터로 축소하여 인식을 수행한다.

인식성능은 다항식을 기반으로 한 RBFNNs를 이용하며, 

실험에 사용하는 라미터의 최 화는 입자군집 최 화 알

고리즘을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데이터 추출 방법 

 추출된 데이터에 따른 인식 성능을 비교  해석하 다.

2. 3차원 얼굴 형상 취득  처리 과정

1장에서는 3차원 얼굴 형상 획득 방법과 처리 과정에 

하여 설명한다. 2차원 인식[1]의 경우 서론에서도 언 했

듯이 조명과 포즈 변화와 같은 환경 인 요인에 따른 인식 

성능의 하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얼굴 인식을 수행한다. 3차원 얼굴 형

상은 3D 스캐 를 통해 획득하며 처리 단계로 포즈보상

을 수행하여 정면 얼굴 형상을 획득한다. Point Signature기

법을 통해 인식에 사용하기 한 얼굴 형상의 깊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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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하고, PCA 알고리즘을 통해 차원 데이터로 축소 

후 인식을 수행한다. 

2.1 3차원 얼굴 형상 획득

3차원 얼굴인식을 수행하기 해 3D 스캐 를 사용하며, 

3차원 스캐 는 국내 3D 스캐  기업인 Onscans사의 

IU-50C Face Scanner를 이용하 다. 구조  방식을 사용

하여 얼굴의 체 형상을 획득하 으며, 획득한 얼굴 형상은 

 구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얼굴 인식은 2차원에서는 존

재하지 않는 얼굴의 깊이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

에 조명 변화에 강인하다는 장 이 있다. 추출된 얼굴 형상

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 추출된 얼굴 형상    (b)  구름 형태

그림 1  구름 형태의 얼굴 이미지 형상

Fig. 1 Facial image shape of point cloud form.

2.2 처리 단계 : 포즈보상 

2차원 얼굴인식의 경우 인식 상자가 정면을 바라본 상

태에서 인식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인식 상자가 정

면을 바라보았다고는 하나 개인의 신체  특징이나 환경

인 요인에 인하여 조  회 된 얼굴 상이 입력되게 된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해 3차원 인식에서는 획득한 

3차원 얼굴 형상을 정면으로 회 시키는 포즈보상을 수행하

며, 정면으로 회 된 얼굴 형상을 통해 정확한 깊이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포즈보상의 수행은 아래 단계와 같이 이

루어진다.

[단계 1] 미간 과 코 을 기 으로 하여 새로운 Y'축을 

설정

[단계 2] 양  끝 을 기 으로 하여 새로운 X'축을 설정

[단계 3] 새롭게 설정된 X'축과 Y'축을 기  좌표계의 치

[단계 4] 기 좌표계와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포

즈보상을 수행

 (a) 추출된 얼굴 형상 (b) 새롭게 설정된 X',Y'축 (c) 포즈보상 된 최종 얼굴

그림 2 포즈보상의 차

Fig. 2 Procedure of pose compensation.

2.3 깊이 데이터 추출 : Point Signature

정면으로 치한 얼굴 형상에서 Point Signature기법을 

수행하여 깊이 데이터를 추출한 후 얼굴 인식을 수행한다

[2]. Point Signature 기법은 거리정보를 각도에 한 1차원 

공간신호로 표 하는 방법으로 한 을 기 으로 깊이 정보

를 추출하여 얼굴 형상의 곡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깊

이 데이터의 추출은 아래 단계와 같이 이루어진다.

[단계 1] 깊이 데이터 추출을 한 각도와 반지름을 설정

[단계 2] 기 을 설정하며, 법선 벡터를 생성

[단계 3] 법선벡터를 심으로 하는 반지름 R의 원을 얼굴

에 투

[단계 4]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깊이 데이터를 추출

그림 3 Point Signature 과정

Fig. 3 Process of Point Signature.

하지만 실제로 포즈보상을 수행하여 얼굴 상을 정면으

로 회 시킨다고는 하나 많이 회 된 얼굴 형상의 경우 손

실되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손실될 데이

터는 인식 성능의 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기존 Point Signature 기법과 동시에 반원을 기반으

로 한 깊이 데이터 추출과 기 을 2개 이상 설정하여 깊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4 데이터 손실의 발생

Fig. 4 Generation of data loss.

추출된 깊이 데이터는 정면과 좌, 우측 포즈 변화에 상

없이 포즈보상을 수행하여 정면으로 치시키기 때문에 각

도에 따라 유사한 깊이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기 을 2

개 이상 사용할 경우  끝 을 기 으로 선정하며, 이 경

우  기 의 치를 얼굴이 회 되는 방향에 맞추어 좌

측, 우측 다르게 사용하여 손실되는 데이터를 최소화 하 다.

그림 5 기 의 설정

Fig. 5 Setting of reference points.

2.4 데이터 차원 축소 : PCA Algorithm

추출된 깊이 데이터의 수는 Point Signature기법에 따라 

다르지만 그 로 RBFNNs 패턴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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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차원 데이터로 인식 속도  성능의 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을 수행하기 에 차원 데이터로 축

소하기 해 PCA 알고리즘을 수행한다[3]. PCA 알고리즘은 

집단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벡터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단계 1] 인식후보의 얼굴 벡터 집합 구성

                        (1)

[단계 2] 평균과 분산을 기 으로 이미지 정규화 수행

    ×


              (2)

[단계 3] 평균 얼굴 벡터를 계산

 


  



                    (3)

[단계 4] 인식후보 얼굴 벡터와 평균 얼굴 벡터와의 차이 벡

터를 계산

                         (4)

[단계 5] 인식후보 얼굴에서 공분산 행렬을 계산




  



 ∙∙
             (5)

[단계 6] M개의 고유벡터에서 가장 큰 고유값을 갖는 M'개 

만을 선택

                      (6)

[단계 74] 각 인식후보 얼굴과 고유벡터와의 사 을 통해 가

치를 획득

                   (7)

   (a) 일반 데이터의 분포 (b) 차원 축소된 데이터의 분포

그림 6 PCA(주성분 분석법) 알고리즘

Fig. 6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lgorithm.

3.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구조  최 화

기존 RBFNNs 패턴분류기의 경우 신경회로망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신경회로망은 인간의 두뇌를 구 하

기 한 알고리즘으로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 3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은닉층에서는 각 노드마다 입력변수의 

개수만큼 활성함수가 존재하며, 활성함수는 방사형 기 함수 

신경회로망의 형태를 하고 있다. 입력데이터는 처리 과정

을 거쳐 은닉층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은닉층에서 활성

함수로 변환된 출력이 연결가 치 값과 곱해져 출력층의  

최종 출력으로 얻어진다.

3.1 다항식 기반 RBFNNs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BFNNs를 확장한 다항식 기반 

RBFNNs패턴분류기를 이용하여 인식 성능을 확인한다. 구

조  모듈로는 기존의 모델과 동일한 입력층, 은닉층, 출력

층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능  모듈로서 조건부, 

추론부, 결론부 이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7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의 체 구조

Fig. 7 Overall architecture of polynomial based RBFNNs 

pattern classifier.

다항식 기반 RBFNNs패턴분류기의 구조[4, 5, 6]는  그

림 7과 같다. 기존 패턴분류기는 은닉층에서 방사형 기 함

수로서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한 반면 다항식 RBFNNs 패턴

분류기는 은닉층에서 FCM클러스터링을 사용하 다. FCM

클러스터링은 소속정도를 퍼지집합으로 출력하여 활성함수

의 형태로 나타내 주며, FCM클러스터링의 합도를 이용하

여 은닉층에서의 활성함수의 형태를 표 하 다. 그리고 상

수항인 연결가 치를 다항식의 형태로 확장하여 표 하 으

며, 이와 같은 표 을 통해 아래 식 (8)의 퍼지 규칙 표 과 

같은 언어  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8)

한 다항식 기반 RBFNNs는 다차원 입, 출력 문제 해결

이 용이하며, 네트워크 특성이 강인하고, 측능력이 우수하

다는 장 이 있다. 

3.2 FCM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비슷한 패턴, 속성, 형태 등의 기

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각 클러스터와의 거리를 기 으로 소속정도를 측

정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FCM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

용하 으며, 이를 통해 다항식 기반 RBFNNs 은닉층의 활

성함수 형태를 표 하 다. FCM클러스터링은 아래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 퍼지화 계수를 선택하고 소속함

수(U(0))를 기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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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단계 2] 각 클러스터에 한 심 벡터를 구한다. 

 






 



 



 


                  (10)

[단계 3] 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새

로운 소속함수(U(
1
))를 계산한다.

   
  





 



 







       (11)

 










  

                (12)

[단계 4] 오차가 허용범  안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하

고, 그 지 않으면 단계 2로 돌아간다.

∥   ∥≤               (13)

3.3 최 화 알고리즘 : PSO 알고리즘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를 이용하여 인식 성능

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학습을 해서는 학습 속도와 

성능을 보다 효율 으로 하기 한 라미터 설정이 필요하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입자군집 최 화 알고리즘

(PSO 알고리즘)[7]을 이용하 으며, PSO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은 단계를 통해 라미터 최 화를 수행한다.

[단계 1] 기 Swarm과 Particle Velocity를 랜덤하게 생성

[단계 2] 기 Particle을 pbest로 선정하며, 그  최 의 

값은 다시 gbest로 선정

[단계 3] 아래 식(14)를 통해 성하  값을 계산하며, 성

하  값을 근거로 하여 식(15)을 이용하여 j번째 

Particle Velocity를 계산 

 max max
max min

×             (14)

  ∙  ∙   

 ∙   
 (15)

[단계 4] Particle Velocity를 바탕으로 Particle의 치정보

를 수정

                   (16)

[단계 5] 각 Particle의 합도와 pbest의 합도를 비교하여 

재설정하고, 최 해의 pbest와 gbest를 비교하여 

재설정

[단계 6] 종료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탐색을 계속하며, 최종

으로 최 의 치정보를 가지는 gbest가 생성

PSO알고리즘은 물고기나 새 때와 같은 무리의 행동 양식

을 바탕으로 한 최 화 알고리즘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에서의 탐색이 가능하며, 간단한 수학 연산자를 사용하

기 때문에 이론이 간결하며, 다른 확률  방법보다 안정 인 

수렴특징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4 시뮬 이션  결과 고찰

4.1 실험의 체 개요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얼굴인식의 단 을 보완하기 해 3

차원 스캐 를 통해 획득한 3차원 얼굴 형상을 이용하여 얼

굴인식을 수행하여 3차원 얼굴인식의 수행 과정은 아래 그

림 8과 같다.

그림 8 3차원 얼굴인식의 차

Fig. 8 Procedure for 3D face image recognition.

먼  3차원 스캐 를 통해 획득한 얼굴 형상은 처리 과

정으로 포즈보상을 수행하며, 깊이 데이터 추출 방법에 변화

를 주어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인식성능을 확인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는 코 끝  하나를 기 으로 하여 깊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코 끝 과 양  끝 을 기

으로 사용하여 깊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깊

이 데이터 추출에 사용하는 원의 형태는 완 한 원의 형태

와 반원을 사용, 원의 개수는 1개부터 3개까지 사용하여 깊

이 데이터를 획득하 다.

(완 한 원 이용) (반원 이용) (완 한 원 이용) (반원 이용)

(a) 코 끝 만을 기 으로 (b) 코 끝 과 을 기 으로

그림 9 2개의 기 (코, )을 기반으로 한 원 는 반원 

특징 포인트에 의해 추출된 깊이 데이터

Fig. 9 Depth data extracted by full or semi-circle feature 

points based on Two reference points(nose, eye).

추출되는 깊이 데이터의 분포는 각 기 에 따라  그

림 10과 같이 획득이 가능하며, 정면 형상이나 좌측, 우측 

형상에 상 없이 유사한 깊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인다. 실

험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수원 학교 IC&CI 연

구실 인원 18명으로 진행하 으며, 학습  검증 데이터는 

각 인원의 포즈변화에 따른(좌 30˚ 좌 15˚, 좌측정면, 우측정

면, 우 15˚, 우 30˚) 6개의 상을 입력하여 총 108개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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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 을 기 으로 추출한 깊이 데이터

(좌측 얼굴 형상의 깊이 데이터) (우측 얼굴 형상의 깊이 데이터)

(b)  을 기 으로 추출한 깊이 데이터

그림 10 추출된 깊이 데이터 분포

Fig. 10 Distribution of the extracted depth data.

터를 이용하 다. 정면 상을 좌측, 우측 2개로 나 어 사

용한 것은 깊이 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좌표 을 사용할 

경우 포즈에 따른  좌표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테스트 

데이터는 임의 좌측(약 22˚,) 임의 우측(약 22˚)의 상을 입

력받아 총 36개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한 실험데이터는 

6-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학습, 

검증, 테스트를 분할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표   1  k-묶음 교차 검증법을 한 데이터의 분할

Table 1 Splited dataset for k-fold cross validation

학습 검증 테스트

k-fold 좌 30˚ 좌 15˚
좌측 

정면

우측 

정면
우 15˚ 우 30˚

임의 좌측

(22˚)

임의 우측

(22˚)

1

2

3

4

5

6

그림 11 k-묶음 교차 검증법에 의한 제안된 모델의 생성 

Fig.  11 Generation of the proposed model by k-fold cross 

validation.

6-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함으로서 각 포즈별 데이터

가 한번 씩 검증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며, 각각의 모델에서 

얻은 성능의 평균을 하나의 모델로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

식을 수행한다. 한 효율 인 학습을 한 라미터 탐색 범

  기 최 화 라미터는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 다.

표   2  라미터 탐색 범

Table 2 Search range of parameters

Particle Search range

Fuzzification coefficient [1.1  5.0]

Polynomial Type

Linear[2]

Quadratic[3]

Modiried Quadratic[4]

No. of nodes [2   10]

No. of dimension [2   25]

표   3  기 최 화 라미터의 설정

Table 3 Setting of initial optimization parameters

최 화 알고리즘 Parameters Values

PSO

No. of generations 100

Swarm Size 200

min  max  [0.4 0.9]

  2.0

4.2 실험 결과

획득한 깊이 데이터를 다항식 기반 RBFNNs 패턴분류기

의 입력으로 하여 인식 성능을 확인하 으며, Case1의 경우 

코 끝 만을 기 으로 사용한 경우의 실험 결과이며, 

Case2는 코 끝 과  끝 을 기 으로 사용하 을 때의 

실험 결과이다.

표   4  실험 결과(Case1, Case 2)

Table 4 Results of each experiment(Case1, Case2)

Case 1(코 끝 만을 기 으로)

완 한 원 반원

추출 

데이터

36

(원1개)

72

(원2개)

108

(원3개)

36

(반원1개)

72

(반원2개)

108

(반원3개)

퍼지화 

계수
3.02 1.78 2.01 1.22 1.46 1.73

다항식 

차수

3.89

[M.

Quadratic]

2.00

[Linear]

3.23

[Quadratic]

3.78

[M.

Quadratic]

2.41

[Linear]

2.06

[Linear]

규칙 수 8.63[9] 8.43[8] 9.98[10] 3.58[4] 7.08[7] 7.57[8]

차원 수 9.20[9] 25.00[25] 7.61[8] 4.75[5] 10.57[11] 22.52[23]

인식 성능 58.33±3.93 85.00±4.21 78.89±4.21 41.20±4.78 81.48±4.86 92.59±4.18

Case 2(코 끝 과  을 기 으로)

코(완 한 원),

(완 한 원)

코(반원),

(완 한 원)

추출 

데이터

(코, )

72

(원1개, 

원1개)

108

(원2개, 

원1개)

144

(원3개, 

원1개)

72

(반원1개,

원1개)

108

(반원 2개, 

원 1개)

144

(반원 3개, 

원1개)

퍼지화 

계수
1.51 1.67 1.30 1.36 1.37 1.42

다항식 

차수

2.08

[Linear]

2.00

[Linear]

2.00

[Linear]

2.08

[Linear]

2.14

[Linear]

2.28

[Linear]

규칙 수 6.41[6] 8.53[9] 5.80[6] 7.55[8] 8.15[8] 9.10[9]

차원 수 25.00[25] 25.00[25] 21.08[21] 16.30[16] 18.59[19] 21.38[21]

인식 성능 80.00±4.97 85.65±2.73 87.96±4.18 74.54±7.33 87.50±4.21 94.4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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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실험의 비교 결과

Table 5 Comparative results of each experiment

완 한 원 사용 반원 사용

(a) (b) (c) (d) (e) (f)

Case 1

(코)

원1개 원2개 원3개 반원 1개 반원 2개 반원 3개

(10mm)
(10mm,

20mm)

(10mm,

20mm,

30mm)

(10mm)
(10mm,

20mm)

(10mm

,20mm,

30mm)

58.33±3.93 85.00±4.21 78.89±4.21 41.20±4.78 81.48±4.86 92.59±4.18

Case 2

(코, )

원1개, 

원1개

원2개, 

원1개

원3개, 

원1개

반원1개, 

원1개

반원2개, 

원1개

반원3개, 

원1개

(10mm), 

(10mm)

(10mm

,20mm), 

(10mm)

(10mm,

20mm,

30mm), 

(10mm) 

(10mm), 

(10mm)

(10mm,

20mm), 

(10mm)

(10mm,

20mm,

30mm), 

(10mm) 

80.00±4.97 85.65±2.73 87.96±4.18 74.53±7.33 87.50±4.21 94.44±3.93

그림 12 개별 모델의 비교 결과의 그래

Fig. 12 Graph of comparative results of individual models.

실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Case1의 경우 코 끝 만을 

기 으로 하여 깊이 데이터를 추출하 으며, 회 된 얼굴 

상에서의 인식 성능 향상을 해 반원을 같이 사용하여 인

식을 수행하 으며, 완 한 원보다 반원을 사용한 경우가 인

식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2의 경우는 얼굴 과  끝 을 이용하여 추출한 깊

이 데이터를 사용하 다.  의 경우 완 한 원 1개를 사

용하 으며, 코 은 완 한 원과 반원을 사용한 경우를 나

어 인식 성능을 확인하 으며, 완 한 원을 사용한 경우보

다 반원을 사용한 경우가 인식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ase1과 Case2를 비교하 을 때 코 끝

만을 사용한 Case1보다  을 같이 사용한 Case2가 인식 

성능이 반 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형상의 깊이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 다. 기존 방법에서 사용하던 Point 

Signature 기법과 Multiple Point Signature 기법에서 추가

으로 반원을 사용한 경우와 다른 기 을 사용한 경우

(  기 을 추가)의 인식 성능을 확인  비교하 다. 실

험 결과  을 같이 기 으로 설정한 경우가 코 끝 만

을 설정한 경우보다 인식성능이 체 으로 높게 나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완

한 원보다는 반원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인식성능이 더 높

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특징 추출 방법이 기존의 특징 추출 방

법보다 더 높은 인식 성능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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