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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인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를 이용한 얼굴 인식 방법을 소개한

다. 일반적으로, SURF를 이용한 물체 인식은 특징점 추출 및 정합만을 수행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URF를 이용한 얼

굴 인식 방법은 특징점 추출 및 정합뿐만 아니라 얼굴 영상 회전 및 특징점 검증을 추가로 수행한다. 얼굴 영상 회전은 특징

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되며, 특징점 검증은 정확하게 정합된 특징점들을 찾기 위해 수행된다. 비록 본 논문에서 제안

한 SURF를 이용한 얼굴 인식 방법은 PCA를 이용한 방법보다 연산 시간이 더 요구되었지만, 인식률은 보다 더 높았다. 이러

한 실험 결과를 통해,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도 얼굴 인식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based face recognition method which is one of typical

interest point extraction algorithms. In general, SURF based object recognition is performed in interest point extraction and

matching. In this paper, although, proposed method is employed not only in interest point extraction and matching, but also

in face image rotation and interest point verification. image rotation is perform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est points

and interest point verification is performed to find interest points which were matched correctly. Although proposed SURF

based face recognition method requires more computation time than PCA based one, it shows better recognition rate than

PCA algorithm. Through this experimental result, I confirmed that interest point extraction algorithm also can be adopted

in face recognition.

Keywords : face recognition, SURF, face image rotation, interest point extraction, matching, verification

Ⅰ. 서  론

2차원의 얼굴 영상을 이용하는 얼굴 인식은 크게 전

역 방식 (holistic methods)과 지역 방식 (local

methods)으로 나누어진다[1].

먼저, 전역 방식은 얼굴 영상의 전체 지역에 해당하

는 화소들로 구성된 벡터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얼굴

영상은 많은 수의 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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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는 벡터의 차원 수는 높게 된다. 이렇게 높

은 차원의 벡터는 연산 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식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벡터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2],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3]

및 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4]
등의 방법이 소개 되었다.

반면에 지역 방식은, 얼굴 영상의 일정 지역에 해당

하는 화소들로 구성된 벡터를 이용 한다. 전체 지역이

아닌 일정 지역에 해당하는 화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방식에서 사용하는 벡터의 차원 수는 전역 방식보

다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이렇게 낮은 차원의 벡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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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시간이나 차원의 저주 같은 문제에 상대적으로 영

향을 덜 받는다. 하지만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

문에, 서로 다른 다수의 벡터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한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interest point

extraction algorithm)은 2차원 영상의 일정 지역에 해

당하는 화소를 이용하여, 영상의 특징이 될 수 있는 특

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때 특징점은 코너

(corner) 및 블랍 (blob)을 의미한다. 특징점 또한 마찬

가지로 벡터이지만, 각자 고유의 스케일과 방향이 할당

된다. 이 스케일과 방향에 상대적으로 특징점이 구성되

기 때문에, 스케일이나 회전 변화에도 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으로는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5]
와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6] 등이 있으며, 이들은 물체 인식[7～8],

위치인식
[9～10]
,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11～12]

등에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얼굴 인식과 관련된 연구[13～14]에도 응용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중 하

나인 SURF를 얼굴 인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은 물체를 인식하는

데 더 많이 응용되었다. 서로 다른 물체의 경우에는 형

태 및 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는 반면에, 서로 다른 사람

의 경우에는 얼굴의 형태 및 구조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 인식은

물체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물

체 인식 방법에서 사용하는 특징점 추출 및 정합

(matching)에 얼굴 영상 회전 및 특징점 검증

(verification)을 추가하였다.[15]

얼굴 영상 회전은 실험에서 사용되는 시험 영상 및

학습 영상을 90°씩 360°회전 시켜 4배수로 늘리는 과정

이다. 이렇게 늘어난 시험 영상과 학습 영상으로 특징

점 정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합된 특징점 수가 증가

하게 된다. 특징점 검증은 정합된 특징점의 위치 및 방

향 차이를 이용하여 특징점이 올바르게 정합되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올바르게 정합된

특징점의 수가 계산이 되며, 이를 이용하여 얼굴 인식

결과를 결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SURF가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Ⅲ장에서

SURF를 이용한 얼굴 인식 방법을 단계 별로 설명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되는 얼굴 영상들과 이

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설명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인 SURF는 크게 특징점 추출

와 특징점 서술로 나누어진다. 먼저, 특징점 검출에서는

식 1과 같은 근사 헤시안 행렬 (approximated hessian

matrix)의 행렬식 (determinant)을 이용하여 코너의 여

부를 판단한다. 이때 코너는 행렬식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이며, 극값 (maximum)이라고도 한다.

≈ 



 
 




 (1)

근사 헤시안 행렬을 구성하는 D는 가우시안 커널

(gaussian kernel)의 2차 편도 함수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의 근사식을 의미하며, 각각의 근사식

은 그림 1과 같이 필터 (filter)의 형태로 영상에 회선

(convolution)된다. 이때 필터의 흑색 영역은 -2, 백색

영역은 1, 그리고 회색 영역은 0의 가중치가 적용 된다.

필터들은 그림 2와 같이 스케일이 일정하게 증가되

기 때문에 다양한 스케일의 코너가 검출될 수 있다.

특징점 서술에서는 검출된 특징점의 위치 주변의 화

소 값을 이용하여 특징점의 방향을 계산한다. 이는 그

그림 1. 근사 헤시안 행렬의 필터 (Dxx, Dyy, Dxy)

Fig. 1. Filters of approximated hessian matrix.

Dxx, Dyy, Dxy).

그림 2. 필터들의 스케일 변화 (Dxx, Dyy, Dxy)

Fig. 2. Scale change of filters (Dxx, Dyy, Dxy).

(324)



48 SURF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인식 연구 강민구 외

그림 3. 하르 웨이블릿 필터 (x 방향, y 방향)

Fig. 3. Haar wavelet filters (x direction, y direction).

그림 4. 기울기와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한 특징점의

방향 계산

Fig. 4. Orientation calculation of interest points using

gradients and sliding window.

림 3과 같이 x 방향과 y 방향으로의 1차 도함수에 해당

하는 하르 웨이블릿 필터 (haar wavelet filter)로 회선

한 결과인 기울기 (gradient)의 크기 (magnitude)와 방

향 (orientation)을 이용한다. 근사 헤시안 행렬의 필터

와는 다르게 흑색 영역은 1 그리고 백색 영역은 -1의

가중치가 적용되며, 스케일이 2 x 2로 고정된다.

기울기가 계산되는 화소 값들의 범위는 특징점의 스

케일에 따라 다르며, 계산된 기울기들은 그림 4의 사각

형에 해당 한다. 그리고 특징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

는 부채꼴 모양의 슬라이딩 윈도우 (sliding window)가

360° 회전하면서 윈도우 내부의 기울기들을 모두 더하

여 다수의 벡터를 생성한다. 이 벡터들 중에서 가장 크

기가 큰 벡터의 방향이 특징점의 방향이 된다.

방향이 계산된 특징점은 최종 단계인 벡터 형태의 서

술자 (descriptor)로 구성된다. 이는 그림 5와 같이 특징

점의 위치와 방향을 기준으로, 주변의 화소 값들을 이

용해 20 x 20의 기울기들을 다시 계산한다. 이때 화살

표는 특징점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계산된 기

울기들은 5 x 5의 기울기 16개로 분할된다.

5 x 5의 기울기는 표 1과 같이 분류된 다음 합이 계

산된다. 이때 dx는 x 방향의 기울기이며 dy는 y 방향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즉, x 방향과 y 방향에 따라 기울기

를 나눈 다음, 모두 합한 값과 절댓값을 취한 후 합한

그림 5. 서술자 구성을 위한 기울기 분할

Fig. 5. Gradient partition for descriptor configuration.

dx dy

∑ dx ∑ |dx| ∑ dy ∑ |dy|

표 1. 64차원 서술자의 기울기 구성

Table 1. Gradient configuration of 64 dimension descriptor.

dx ≥ 0 dx < 0 dy ≥ 0 dy < 0

∑ dy ∑ |dy| ∑ dy ∑ |dy| ∑ dx ∑ |dx| ∑ dx ∑ |dx|

표 2 128차원 서술자의 기울기 구성

Table 2. Gradient configuration of 128 dimension

descriptor.

값을 계산함으로써 총 4개의 값이 계산된다. 나머지 5

x 5 기울기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총 64개의

값이 계산되며, 이를 이용해 64차원의 서술자를 구성하

게 된다.

표 2와 같이, 방향과 절댓값뿐만 아니라 값의 크기도

고려하여 분류하게 되면 총 8개의 값이 계산된다. 이를

이용하여 구성된 서술자는 128차원이 된다.

SURF의 특징점 검출 및 서술에서 가장 많이 반복

되는 회선 작업은 화소 값의 합을 계산하는 연산이 주

를 이룬다. 때문에 식 2와 같이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계산한 적분 영상 (integral image)
[16]
에서 회선을 수행

하면, 필터의 크기와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 


  

 ≤ 

 (2)

Ⅲ. SURF를 이용한 얼굴 인식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인식 방법에서는 그림 6

과 같이 학습 영상과 입력 영상을 회전시켜 영상의 수

를 증가시킨 다음, SURF를 이용해 특징점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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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URF를 이용한 얼굴 인식 방법

Fig. 6. Face recognition based on SURF.

그림 7. 얼굴 영상 회전 및 SURF를 이용한 특징점 추

출 과정

Fig. 7. Face image rotation and interest point extraction

using SURF.

추출된 특징점은 정합된 특징점을 계산하는 특징점 정

합에 이용되며, 정합된 특징점은 검증된 특징점 수를

계산하는 특징점 검증에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검증된 특징점 수에 해당하는 학습 영상이 얼굴 인식

결과가 된다.

얼굴 영상 회전 및 SURF를 이용한 특징점 추출 과

정은 그림 7과 같이 얼굴 영상을 90°, 180° 및 270°로

회전시킨 다음 SURF를 통해 특징점을 추출한다. 이때,

얼굴 영상에 표시된 원들은 추출된 특징점을 의미한다.

얼굴 영상 회전을 통해 4장으로 늘어난 학습 영상과

시험 영상은 그림 8과 같이 각각 한번씩, 총 16번의 정

합을 통해 정합된 특징점이 계산된다. 회전을 통해 얼

굴 영상의 수를 늘린 다음 특징점을 추출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 않고 추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특징

점을 추출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합된 특징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인식률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8. 회전된 얼굴 영상들의 특징점 정합 과정

Fig. 8. Interest point matching of rotated face images.

그림 9. 특징점 정합 결과 (학습 영상, 시험 영상)

Fig. 9. Result of interest point matching (training image,

test image).

특징점 정합은 학습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들을 시

험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들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특징점끼리 정합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특징점은 k 차

원의 벡터이기 때문에, 특징점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유사한 특징점을 찾는 최근접 이웃 탐색 (nearest

neighbor search)을 수행한다. 실험에서는 유클리디언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특징점 간의 유

사도를 측정하며, 유사도가 일정 임계값보다 작다면 정

합에 실패하게 된다. 특징점 정합 결과는 그림 9와 같

으며, 선으로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원이 정합된 특징점

을 의미한다.

학습 영상과 시험 영상의 인물이 동일한 경우의 정합

된 특징점 수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그림 10과 같이 조명 조건이 악화된 경

우에는 정합된 특징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

니라, 잘못 정합된 특징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정합된 특징점 수는 얼굴 영상 회전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잘못 정합된 특징점 수 또한 증가하기 때문

에 인식률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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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조명 조건에 따른 정합된 특징점 수의 감소

Fig. 10. Decrease of interest points by illumination

condition.

그림 11. 특징점 검증 과정

Fig. 11. Interest point verification.

잘못 정합된 특징점을 제거하기 위해선 그림 11과 같

이 정합된 특징점이 올바르게 정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합된 특징점

간의 위치 차이인 거리와 방향 차이인 각도를 이용한

다. 즉, 정합된 특징점 간의 거리와 각도가 일정 임계값

보다 작다면 올바르게 정합된 특징점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이를 정합된 특징점 전체에 적용하면 올바르게

정합된 특징점 수, 즉 검증된 특징점 수가 계산되며 검

증된 특징점 수가 가장 높은 학습 영상에 해당하는 인

물이 인식 결과가 된다.

Ⅳ. 실험 및 결과

Extended Yale Face Database B
[17]
는 서로 다른 28

명의 사람이 9개의 포즈 (Pose)와 64가지의 조명 조건

(illumination condition) 에서 촬영된 640 x 480의 그레

이 스케일 영상 1612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20명이 정면을 바라보는 1개의 포즈와 37가지 조명 조

건에서 촬영된 영상 740장이 실험에 사용된다. 표 3은

실험에 사용되는 얼굴 영상들의 조명 범위이다.

양각 방위각

-40° ∿ +45° -60° ∿ +60°

표 3. 실험을 위한 얼굴 영상의 조명 범위

Table 3. Illumination range of face images for

experiments.

그림 12. 얼굴 영상의 전처리 과정

Fig. 12 Preprocessing of face images.

1인당 학습 영상의 수 1인당 시험 영상의 수

1 36

3 34

5 32

7 30

표 4. 실험에 사용되는 학습 및 시험 영상의 수

Table 4. Number of training and test images in

experiments.

양각

+10 5 5

+5

0 3 1 3

-5

-10 7 7

-10 -5 0 +5 +10

방위각

표 5. 학습 영상의 조명 범위

Table 5. Illumination range of training images.

740장의 얼굴 영상들은 그림 12와 같이 전처리가 수

행된다. 이를 위해 두 눈의 위치에 해당하는 A, B와 입

의 위치에 해당하는 C를 임의로 정한 다음 D와 E의 위

치를 구한다. 이때 D는 A와 B의 중간 위치이며 E는 C

와 D의 중간 위치이다. 마지막으로 구해진 E를 중심으

로 하는 160 x 160의 사각형 내부의 화소 값들이 전처

리된 얼굴 영상이 된다.

전처리된 얼굴 영상은 표 4와 같이 학습 영상과 시험

영상으로 나누어진 다음 실험에 사용된다.

1인당 사용되는 학습 영상의 조명 범위는 표 5와 같

다. 예를 들어 1인당 사용되는 학습 영상의 수가 5일 때

는 1, 3 그리고 5에 해당하는 5장이 학습 영상이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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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 차원 수 인식률

64 57.50 %

128 60.28 %

표 6. 특징점 정합을 이용한 얼굴 인식 결과

Table 6. Results of face recognition using interest point

matching.

서술자 차원 수 인식률

64 72.22 %

128 74.31 %

표 7. 얼굴 영상 회전 및 특징점 정합을 이용한 얼굴

인식 결과

Table 7. Results of face recognition using face image

rotation and interest point matching.

서술자 차원 수 거리 임계값 각도 임계값 인식률

64 10 10 71.81 %

128 10 10 69.31 %

표 8. 특징점 정합 및 검증을 이용한 얼굴 인식 결과

Table 8. Results of face recognition using interest point

matching and verification.

지 32장은 시험 영상이 된다.

가장 간단한 SURF 기반 얼굴 인식 방법은 표 6과

같이 특징점 정합 결과인 정합된 특징점 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인식률은 서술자의 차원수가 128일 때 약

3% 정도 높았다.

표 7은 얼굴 영상 회전을 통해 얼굴 영상의 수를 증

가시킨 다음, 특징점 정합 결과를 이용했을 때의 인식

률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 영상 회전을 적용한 결과, 인

식률이 약 14%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은 얼굴 영상 회전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특징

점 정합 후 검증한 결과를 이용했을 때의 인식률을 보

여주고 있다. 거리 및 각도 임계값으로 5, 10 및 15를

사용하면서 64 및 128차원의 서술자를 사용하는 총 18

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징점 검증을 적용한 결과,

인식률이 약 11% 이상 상승했으며, 표 6 및 7과는 반대

로 서술자가 64차원 일 때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표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했을 때의 인

식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얼굴 영상 회전, 특징점 정

합 및 검증을 모두 적용한 것이며, 표 8과 동일한 방식

으로 총 18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서 수행한 실험

결과들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얼굴 영상 회전과 특

징점 검증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거리 및 각도 임계값은

서술자 차원 수 거리 임계값 각도 임계값 인식률

64 10 10 85.83 %

128 10 10 82.36 %

표 9. 얼굴 영상 회전, 특징점 정합 및 검증을 이용한

얼굴 인식 결과

Table 9. Results of face recognition using face image

rotation, interest point matching and verification.

1인당 학습 영상 수 인식률 수행 시간

1 85.83 % 1.27 s

3 93.09 % 4.62 s

5 94.22 % 7.47 s

7 94.50 % 10.75 s

표 10. 1인당 사용되는 학습 영상 수에 따른 SURF 기

반 얼굴 인식 결과

Table 10. Results of face recognition based on SURF

according to number of training images per

person.

10이고 서술자의 차원 수는 64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은 1인 당 사용되는 학습 영상의 수에 따른

SURF 기반 얼굴 인식의 인식률 및 수행 시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 얼굴 인식 방법은 표 9의 방법과 동일

하다. 1인당 3장의 학습 영상을 사용 했을 때의 수행 시

간은 3배 이상 증가 하였지만 인식률은 8% 이상 상승

하였다. 반면에, 5장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수행 시간에

비해 증가하는 인식률의 폭이 낮았다.

마지막 실험으로, PCA (pricipal component analysis)
18]
를 이용한 얼굴 인식을 수행하였다. PCA는 고차원의

벡터를 저차원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SURF와는 정

반대 방법으로 벡터를 구성하며, 대표적인 전역 방식의

얼굴 인식 방법에 사용 된다. PCA를 이용한 것을 제외

하고는 표 10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으

며,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 벡터에 따라

인식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19]
고유 벡터를 다양하

게 구성하여 표 11과 같이 인식률 및 수행 시간을 측정

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지역 방식의 얼굴 인식 또한

전역 방식 못지않은 인식률을 보일 수 있지만, 수행 시

간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행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특징점

정합 시 수행되는 최근접 이웃 탐색의 유클리디언 거리

계산이다. 예를 들어 학습 영상의 특징점 수가 m 이고

시험 영상의 특징점 수가 n 이라고 할 때, 거리 계산은

mn 회 수행된다. 즉, 특징점 정합의 평균 수행 시간은

O(n2)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SURF[6]에서는 식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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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학습 영상 수 인식률 수행 시간

1 65.83 % 1.70 ms

3 83.53 % 5.05 ms

5 84.84 % 8.37 ms

7 91.17 % 11.06 ms

표 11. 1인당 사용되는 학습 영상 수에 따른 PCA 기반

얼굴 인식 결과

Table 11. Results of face recognition based on PCA

according to number of training images per

person.

같이 근사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 (eigenvalue)의 합인

대각합 (trace)의 부호가 동일한 경우에만 거리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계산량을 감소시킨다.

∇
     (3)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소개한 얼굴 인식의 수행시

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리 계산량을 최소화해야 한

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징점 정

합에서 두 특징점 간의 위치 및 방향 차이가 임계값 보

다 작은 경우에만 거리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치

및 방향 차이 계산은 거리 계산 보다 수행 속도가 빠르

고 임계값을 통해 거리 계산량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행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게다

가 두 특징점 간의 위치 및 방향 차이는 특징점 검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식률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인 SURF를 이

용한 얼굴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SURF를 통해

특징점을 추출한 다음, 특징점 정합을 통해 계산된 정

합된 특징점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을 수행하게 된다.

조명 조건이 나쁜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게 되면,

추출되는 특징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정합된 특징점 수 또한 감소시키며, 결국에는

인식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영상과 시험 영상을 90°씩 360°회전시켜 얼굴 영

상의 수를 4배로 늘리는 얼굴 영상 회전을 적용하여 추

출 되는 특징 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추출된 특징점은 정합을 통해 각 학습 영상에 해당하

는 정합된 특징점이 계산된다. 그러나 특징점 정합 또

한 조명 조건이 나쁜 상태에서 수행되면 정합된 특징점

의 수가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합된 특징점 중 잘

못 정합된 특징점의 비율이 증가 하면서 인식율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

된 특징점 간의 위치 차이 및 방향 차이를 이용하여 특

징점이 올바르게 정합되었는지 확인하는 특징점 검증을

적용하여 잘못 정합된 특징점을 제거 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얼굴 영상 회전 및 특징점 검증을

추가로 적용하면 인식률이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1인 당 사용되는 학습 영상의 수를 늘리면 인식

률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향후에는 PCA를 이용한 얼굴인식 방법을 1단계로

수행한 다음, SURF를 이용한 얼굴인식 방법을 2단계

로 수행하는 혼합형 얼굴인식 방법
[20～21]

을 연구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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