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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체데이터란 인간개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유의 생체신호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데이터를 한 팩터 분석 모델에 텐서 개념을 용하여, 2차 텐서로 표 된 데이터를 한 생성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로부터 분류에 핵심이 되는 정보를 안정 으로 추출하여 

유사도 함수를 만들고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벡터 

형태의 데이터에 한 생성 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생체데이터가 가지는 특성  개개인의 클래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제한 이고 차원이 높은 

은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에 핵심 인 정보를 안정 으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

행되어 왔다[1,3]. 한편, 최근 상 데이터와 같은 고차원 

데이터에 한 새로운 근 방법으로 벡터의 개념을 확장

한 텐서 개념을 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표 으로 텐서 분석[4], 텐서 PCA[2], 텐서 LDA[2]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생성 모델에 텐서 개념을 용

하여 2차 텐서로 표 된 생체 데이터의 생성 모델을 제안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류에 핵심 인 정보를 추출하여 유

사도 함수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생체 상데이터의 분

류를 효과 으로 수행하는 분류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2. 텐서 기반 데이터 생성 모델

   본 논문에서는 [1,3]에서 개발된 환경요인과 클래스 요

인을 가지는 데이터 생성 모델을 텐서 형태로 확장한다.   

텐서는 벡터를 일반화한 기하학 인 물리량을 말한다. 1차 

텐서는 벡터, 2차 텐서는 행렬이 되고 그 이상의 차원을 

n차 텐서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상데이터가 가진 

지역  특성을 표 하기 해 2차 텐서를 사용한다. 

  [3]에서 개발된 데이터 생성 모델을 2차 텐서 모델로 확

장하여 표 하면 다음 식과 같다. 

     
 


  

여기서 Xk는 클래스 Ck에 속하는 하나의 상 데이터를 2

차원 입력 형태 그 로 두고 2차 텐서로 본 것이며, 이에 

맞게 클래스 요인 Ξk와 환경요인 Δ도 2차원 텐서로 주어

진다. 클래스 요인 Ξk는 클래스에 의존하여 고유하게 정해

지는 값이며, 환경요인 Δ는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

터를 획득할 때 가해지는 다양한 노이즈를 결정하는 것으

로, 따라서 모든 클래스에 공통 인 분포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어서 같은 클래스로 부터 얻어지는 두개의 데이터 

텐서의 차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랜덤 변수 Y를 정의하면, 

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이 때 같은 클래스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의 차를 구하게 

되면 같은 클래스의 경우 하나의 고유한 값으로 정해진다

고 가정할 수 있는 클래스 요인이 상쇄되어 환경 요인만 

남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게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 집합 

Y를 이용하여 환경요인 Δ의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유사도 

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 

3. 유사도 함수

   본 논문에서는 [3]에서와 마찬가지로 Y의 확률 도 

함수 p(Y)를 추정하여 유사도 함수를 정의한다. 추정된 

p(Y)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의 차에 한 분

포를 나타내므로, p(X-X')의 값이 클수록 X  와 X'가 같

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데이터의 유사도 함수 S(X,X')는 p(X-X')에 비례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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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 할 수 있다. 

   [3]에서는 환경 요인 Δ가 정규분포를 가지는 경우의 

최우도 추정에 의한 유사도 함수 정의 방법과, SVM을 이

용하여 유사도 함수를 직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여기서는 간단히 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경우의 

유사도 함수를 제안하다. 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그 

차로 이루어진 확률변수 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3]과 달리 2차 텐서 형태의 확률 변수 Y에 

한 정규분포를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행렬 정규분포

(matrix normal distribution)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Μ는 Y의 평균 행렬이고, Ώ는 Y의 각 행을 하나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의 공분산행렬, Σ는 Y의 각 열을 하나

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의 공분산 행렬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주어야 하는 라미터는 Μ, Ώ, Σ이다. 

   평균 행렬 Μ은 단순히 Y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계산

되는 표본평균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분산 행렬에 해서

는 먼  Y의 각 열 yi을 하나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의 표

본 분산과 각 행 yi을 하나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의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그 로 사용하는 신, [2]에서 제

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Y의에 한 직교변환 행렬 Uy 와 

Vy를 각각 구하여 이에 의해 변환된 값 Z = Uy
TYVy를 

얻어 사용한다. 이 게 하면 Z의 공분산 행렬 ΏZ와 ΣZ는 

각각 공분산 행렬 Σy와 Σ
y
의 고유치를 각 원소로 가지

는  각 행렬로 얻어지므로, 역행렬의 계산이 간단해지

고, 한 추정 라미터의 수가 어들어 데이터에 한 

오버피 을 피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 게 추정된 라미

터를 이용하면 두 데이터 X와 X'의 유사도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정의된 유사도 함수를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상 데이터

를 그 로 사용하지 않고 먼  텐서PCA를 사용하여 데이

터 행렬(텐서)의 크기를 인 후에 그에 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사도 함수 계산법을 용한다. 유사도 함수를 이

용한 분류를 해서는 K-근 이웃 분류기를 사용한다. 

4.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실제 생체인식 데

이터에 해 기존의 PCA  텐서PCA 방법, 그리고 [1]에

서 사용된 방법 (DataPair 방법)과의 비교 실험 하 다. 

실험데이터는 두 가지를 사용하 다. 첫 번째 FERET 데

이터[5]는 50명의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각각 서로 다른 

각도의 9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지며, 상의 크기는 70 x 

50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과 포즈를 인식하 는데, 사람

인식을 해서는 개인당 3개의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사

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테스트하 다. 포즈인식은 25명에 

한 데이터로 학습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테스트하 다. 

두 번째 PICS 데이터[6]는 69명의 서로 다른 사람의 4가

지 표정에 한 상으로, 하나의 데이터는 90 x 80의 이

미지이다. 이 데이터로 표정인식을 수행하 는데 20명의 

한 데이터(80개)로 학습하고 나머지 49명에 한 데이터

로 테스트하 다. 

   표 1에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호 안의 값은 최

의 인식률을 보인 차원을 나타낸다. 체 으로 텐서를 사

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성능 향상을 효과를 가져

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류 상이 되는 클래스에 나

타난 특징이 지역 인 특성을 가지는 포즈인식과 표정인

식의 경우 보다 성능 향상의 효과가 두드러짐을 볼 수 있

다. 

PCA DataPair 텐서PCA Proposed

FERET
person 97.0(117) 96.7(14) 99.0(14x3) 99.7(15x1)

FERET
pose 36.4(65) 40.0(27) 36.4(21x4) 48.0(7x11)

PICS
expression 35.7(65) 37.6(79) 37.8(15x1) 56.6(25x1)

표 1 인식결과 ( 호 안은 축소된 차원)

5.결론

   최근 상데이터의 분류  특징추출 분야에서 심을 

모으고 있는 텐서 개념과 데이터 생성 모델을 결합하여 

새로운 생체 데이터 분류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이후 보다 정교

한 분포 추정  유사도 함수 개발에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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