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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상용화되면서 생체 인식 기술은 몇 년 전부터 점차 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을 위하여  학습 데이터구성과 특징데이터에 따른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험결과, 원영상 그대로 인식하는 것 보다 특징 데이터를 구성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

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학습률(Lear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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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얼굴인식 기술은 얼굴을 포함하는 입력 정지영상 또는 비디오에 

대해 얼굴 영역의 자동적인 검출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얼굴이 어떤 

인물인지 판별해 내는 기술로 패턴인식 및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 많은 연구결과로부터 최근에는 감시

시스템, 출입국 관리, 생체인식 등과 같은 실제 환경에 적용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성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징데이터에 대한 인식율을 구하기 위한  효과적

인 방법에 대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II. 특징추출

기계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어진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다. 물론 주어진 학습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관련 없는 다른 정보나 노이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 없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는 높은 차원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낮은 차원의 특징으로 변환할 필요성도 있다[3].

III. 학습 데이터에 의한 얼굴 인식

학습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원영상에 대한 크기를 조정하

고 특징추출 데이터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특징추출방법은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이미지의 픽셀 명도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특징으로 정규화된 

크기만큼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64X64 로 정규화 한다. 두 번째, 

이미지의 경계선 정보를 소벨(sobel) 필터를 거쳐 추출하여 64X64로 

정규화한다. 이미지 파일로부터 4096개의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세 번째, 이미지의 경계선 정보를 방향별로 추출하기 위해 Kirsch 

필터를 각각 적용한 경우이며 수직, 수평, 대각선, 역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추출하여64X64로 정규화 한다. 그림 1은 학습데이터를 구성하여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Fig. 1. Image Recognition by Lear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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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결과

학습데이터에 따른 인식률의 변화를 위해  Window 환경에서 

Visual C++ 2013로 구현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영상은 64×64 크기를 

가진 얼굴영상 400개 중에서 280, 320, 360, 400개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다[6]. 또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선한 Delta-bar-delt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5]. 학습

률은 0.01, 반복횟수는 10,000회 반복하였다. 그림 2는 AT&T Face 

데이터베이스의 얼굴영상[4]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학습한 결과는 

표1과 표2에 나타내었다. 1)은 이미지영상, 2)는 경계선, 3)은 4방향 

경계선 특징추출 방법이며 학습 결과는 3)에서 360개의 영상으로 

학습한 결과 100% 인식됨을 알 수 있었으며 400개 테스트 결과는 

99.75%의 인식율로 나타났으며 표 2에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특징 

추출하는 방법에 의해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차후 효율적인 

특징추출방법을 연구하여 학습인식률을 높이고자 한다.

Fig. 2. AT&T Face Database

Recognition rate by Learning Data(%)

Feature of 

data 

the number of Data

280 320 360 400

1) 10.36 4.69 5 14.5

2) 27.5 52.5 60 49

3) 98.93 99.38 100 99.75

Table 1. Recognition rate by Learning Data

Recognition(%) rate by Test Data(400)

Feature
the number of Learning Data 

280 320 360 400

3) 90.25 92.25 96.75 99.75

Table 2. Recognition rate by Test Data(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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