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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SURF 특징점에서의 Gabor 기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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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or Descriptors Extraction in the SURF Feature Poi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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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굴 인식은 여러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고,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물체 인식

에 주로 사용되어온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이 얼굴 인식에도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인 SURF를 이

용한다. 사람은 얼굴의 형태 및 구조가 유사하므로 물체를 인식하는 경우보다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SURF를 이용한 얼굴인식의

정확도는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SURF를 통해 추출한 특징점에서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해 기술어를 추

출하는 얼굴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SURF 기반의 얼굴 인식에 비해 정확도가 약 23%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Face recognition has been actively studied and developed in various fields. In recent years, interest point extraction algorithms 
mainly used for object recognition were being applied to face recognition. The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algorithm was 
used in this paper which was one of typical interest point extraction algorithms. Generally, the interest points extracted from 
human faces are less distinctive than the interest points extracted from objects due to the similar shapes of human faces. Thus, the 
accuracy of the face recognition using SURF tends to be low. In order to improve it, we propose a face recognition algorithm 
which performs interest point extraction by SURF and the Gabor wavelet transform to extract descriptors from the interest points. 
In the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s around 23% better recognition accuracy than SURF-based conven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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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굴 인식은 얼굴, 음성, 지문 등과 같은 인간의 신체적 특

징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인 생체 인식

에 응용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얼굴 인식 기술은 다른 생체

인식 기술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특별한 동작이나 행위를 요

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는 신원 확인과 같은 보안시스템, 비디오게임, 로
봇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가 많아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1][2]. 

2차원 얼굴 영상을 이용한 얼굴 인식은 크게 전역 방식

(holistic methods)과 지역 방식(local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3]. 전역 방식은 얼굴 영상의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화

소들로 구성된 벡터를 이용한다. 데이터 집합의 통계적 특

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차원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공간분

석 방법인 Eigenface 방법과 Fisherface 방법, Gabor 웨이블

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방법 등은 잘 알려진

전역적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얼굴 영상은 많은

수의 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벡터의 차원이 높

아서 연산 시간의 증가뿐 아니라 인식률을 감소시키는 차

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

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벡터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LDA(Linear Dis- 
criminant Analysis) 및 ICA(Independent Component A- 
nalysis) 등과 같은 방법이 제안되었다

[4][5]. 
지역 방식에 기반을 둔 얼굴 인식 방법은 얼굴 영상의

일정 지역에 해당하는 화소들로 구성된 벡터를 이용하며

영상의 객체 인식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전체 지역이 아

닌 일정 지역에 해당하는 화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벡터의

차원은 전역 방식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연산시간이나 차

원의 저주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다. 하지만 일정 지역의 해당 화소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술어를 추출할 때 기술어는 영상의 주요 부분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별성(distinctness)이 보장되어

야 하며, 동시에 조명, 거리변화에 따른 얼굴 크기의 차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강인해야 한다
[6]. 

지역 방식에서는 영상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코너(corner) 

및 블랍(blob)과 같은 특징점을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통

해 추출해낸다. 추출된 특징점은 고유의 스케일과 방향을 가

지기 때문에 스케일이나 회전 변화에 강인하다. 대표적인 특

징점 추출 알고리즘으로는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 등이 있

으며, 물체인식, 위치인식 등에 주로 사용되었고, 최근 들어

얼굴 인식에도 사용되고 있다
[7].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물체

의 경우에는 형태 및 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어 특징점 간에

분별력이 있는 반면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의 형태 및 구조가

유사해 물체의 경우보다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

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얼굴 인식에 응용함에 있어 추출되는

특징점의 분별력과 강인성(robustness)을 높여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URF를 이용한 얼굴 인식에서보

다 더 강인한 기술어를 추출하기 위해 SURF를 이용해 특

징점을 찾고 해당 특징점에서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

해 기술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얼굴 전체 화소가

아닌 특징점으로 추출된 화소에서만 기술어를 추출함으로

써 강인한 기술어를 추출하면서 수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 
SURF에서는 미리 결정된 스케일과 간단한 방법의 기술어

추출 방법을 사용하지만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기

술어 추출 방법에서는 다양한 스케일과 여러 방향 성분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얼굴 영상에서 더 강인한 기술어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기술어 추출 방법들을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제안하

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실험 환경

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입증한

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의 기술어 추출 방법

전역 방식 중 한 방법인 PCA(Principal Component A- 
nalysis)는 패턴인식, 통계학, 신호처리 분야 등에서 많이 쓰

이는 패턴 분류 방법으로, 고차원의 입력 데이터에서 원하

는 수만큼의 주성분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이용해 데이터

를 표현하며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한 분석이 가능하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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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CA는 다차원 데이터 집합의 차원 축소뿐만 아니라, 주성

분 요소들이 데이터 집합에서 차례로 변동이 큰 방향의 벡

터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분산을 갖는 부분공간(subspace)
을 보존하는 최적의 선형변환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

적으로 고차원인 얼굴 영상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줄여서 수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인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PCA를 이용한 기술어 추출 방법에서는

얼굴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고유벡터

(eigenvector)의 집합을 사용한다. 인식후보들의 얼굴 영상

을 벡터 집합으로 구성하고, 공분산 행렬의 고유벡터를 계

산한다. 그리고 인식하고자 하는 얼굴 영상이 입력되면 기

존에 구한 고유벡터에 대한 사영을 취해 그 성분값을 구한

다. 이는 입력된 얼굴 영상에 대한 각 고유 얼굴 가중치이

며, 이렇게얻은 가중치를 이용하여 입력 얼굴 영상을 표현

하는 고유 얼굴 성분 벡터를 구할 수 있다
[9]. PCA는 얼굴

영상 전체 지역의 화소를 이용하여 고유의 얼굴 성분 벡터

를 구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따라서 다른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의 결합을 통하여 강인한 얼굴인식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전역방식으로는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방

법이 있다. 기술어 추출에 사용되는 Gabor 필터는 인간의

시각적 인식 체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각각의 신경

세포들의 기능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함수로써, 인간

대뇌의 시각피질을모델로 설계되었다. 다양한 스케일과 방

향을 갖고 기술어를 추출하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 특징 벡터

들보다 조명의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인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으며, 얼굴 인식 분야에서널리 사용되고 있다
[10].  

Gabor 기술어는 입력되어진 얼굴 영상과 Gabor 필터와

의 컨벌루션에 의하여 얻어진다. Gabor 기술어는 입력 영

상의 전체 화소에서 구하며 하나의 화소의 기술어는 40차
원이 된다

[11].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얼굴인식은

정확도가 상당히 높지만 시간 측면에서 상당히 오래 소요

된다. 따라서 지역화하여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하는

제안이 꾸준히 있어왔다
[12].

특징점 추출 방법인 SIFT는 최근 얼굴인식에도 적용되고

있다. SIFT는 공간영역에서 선택된 특징점 후보들 중에 다

양한 스케일에서 스케일 변환에 영향을 받지 않을 특징점을

선택하기 때문에 방향 및 크기의 변화에 강인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먼저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scale-space DoG 
(Difference of Gaussian)를 구성한다. DoG 함수는 가우시

안평활화(Gaussian smoothing)와 부분샘플링을 통하여 구

한각기 다른 스케일을 가지는 이미지피라미드(image pyr-
amid)간의 차로 구해지며, 다음 식 1로 정의될 수 있다

[13].

  
  

(1)

위 식에서 는 상수이고 는 영상의  픽셀에

서의 명도값, 그리고 는 분산 를 가지는 2변량
가우시안 함수이다. 

DoG에서의극대, 극소점이 SIFT의 특징 후보점이 되며, 
이후 선정된 특징점 후보 픽셀들 중에밝기의 대비가 낮거

나 에지에 걸쳐있는 후보들을 제거하면 최종 특징점이 정

해진다. 특징점이 확정되면 특징점 부근의 4x4 영역 내부

픽셀의 기울기 값을 8방향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이

를 기술어로 사용한다. 각 4x4 영역에서의 기울기의 크기

와 방향  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an 
 

 (3) 

위의 식으로 계산한 기울기는 주 방향(principle direc-
tion)에 맞춰 정렬하며, 이러한 정렬을 통해 회전변화에 강

인한 128차원의 기술어를 얻는다[14]. 
SIFT는 크기, 방향, 회전변화에 강인한 기술어를얻을 수

있지만 기술어를 추출하는데 많은 양의 특징점 정보를 계

산하고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이 있다. 이를 개선한 방법으로 SURF가 있다. SURF는
SIFT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연산

속도 측면에서 개선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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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얼굴 인식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face recognition

III. 제안하는 기술어 추출방법

SURF를 이용한 얼굴 인식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속도는

빠르지만 기술어를 구성하는데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SURF의 기술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보완하

여 얼굴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SURF기반의 기술어 추출 방법에서는 특징점을검출

하면서 정해진 스케일에 따라 하나의 주 방향과 영역의 크

기가 결정되게 된다. 결정된 해당 특징점의 주변영역에서

방향의 기울기와 방향의 기울기 성분의 합을 이용해 기

술어를 구성한다. 정해진 하나의 방향과 크기가 기술어를

구성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기술어 추출 방법에서는

특징점에서 여러 방향 성분과 여러 스케일의 조합으로 이

루어진 커널을 컨벌루션하여 기술어를 추출한다. 다양한

방향과 스케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Gabor 웨이블릿 변환 기

반의 기술어는 SURF 기반의 기술어보다 더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

이 SURF의 근사화시킨 헤시안 행렬과 비 최대 억제법

(non-maximum suppression)을 이용해 특징점을검출한 후, 
Gabor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해 기술어를 생성하고 정합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얼굴 영상이 입력되면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인 SURF를

이용해 특징점을 추출한다. SURF는 근사 헤시안 행렬

(approximated hessian matrix)의 행렬식(determinant)을 이

용한다. 우선 고속화를 위해 적분 영상(integral image)을 생

성한다. 적분영상은 원점으로부터 각 픽셀의 위치까지의

영역 내의모든픽셀값들을 더한 것이다. 식 4는 () 화
소 위치에서 적분영상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는
원본 영상에서   위치의 픽셀 값을 의미한다. 

∑ 
  

 ≤ 


 

≤ 

 (4)

적분 영상을 한번 생성하면 그림 2와 같이 어떤 크기의

사각영역이든 4번의 연산만으로 지정한 사각형 내의모든

픽셀값의 합을 구해낼수 있다. 이를 이용해 근사화한헤시

 

그림 2. 적분 영상에서의 화소 합 계산
Fig. 2. The pixel sum calculation from integr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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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사 헤시안 행렬의 필터 ( )
Fig. 3. Filters of approximated hessian matrix ( )

안 행렬의 필터와의 컨벌루션을 수행할 때, 필터의 크기와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15]. 
적분영상을 생성한 후 근사화한헤시안검출기를 이용한

다. 헤시안검출기는헤시안 행렬에 기반을 둔 특징점탐색

알고리즘으로서 정확성이좋고, 행렬식을 이용하여 특징점

이 될 수 있는 코너, 블랍의 여부를판단한다. 근사 헤시안

행렬은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의 2차 편도 함수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의 근사식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근사식은 그림 3과 같이필터의 형태로 영상에컨벌

루션(convolution) 된다. 이때 필터의흑색 영역은 -2, 백색
영역은 1, 그리고 회색영역은 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필터

들은 스케일이 일정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케일의

코너가검출됨으로서 크기에 불변한 특징을 얻을 수 있다. 
필터들의 크기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스케일 공간을 구성하

고, 비최대억제법 (Non-maximum suppression)을 이용하여

화소 주변 26화소의 값들과 비교해 극값을 가지는 특징점

을 추출한다.
특징점을 추출한 후, 각각의 특징점에서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해 기술어를 추출한다. 사용되는 Gabor 필터는

다양한 스케일과 다양한 방향을 갖는다. 스케일이클 때는

영상 전체의 정보를 잘 나타내고, 스케일이 작을 때는 이미

지의 지역적인 정보를 잘 나타낸다. 또한 특정 주파수 성분

과 방향성을 가지는 영상 구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의 지

역적인 정보를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필터이다. Gabor 
필터는 시간 영역의 해상도 정보와 주파수 영역의 성분을

나타내는 STFT(Short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사인

파에 의해 변조된 가우시안 커널 함수의 형태를 가진다. 2
차원 Gabor 필터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 식 5와 같다.

  exp


′′
cos

′
 (5)

여기서  는 Gabor 웨이블릿 커널에서 중심점을 원점

으로 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  cos sin , 
′  sin  cos  이고, 는 웨이블릿의 방향, 는
웨이블릿의 파장, 는 웨이블릿의 이동된 정도, 그리고 

는 가우시안커널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4는 Gabor 웨이

블릿커널집합이다. 가로축이 방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세
로축이 스케일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4. Gabor 웨이블릿 커널 집합
Fig. 4. The set of Gabor wavelet kernels

기술어는 위의 Gabor 웨이블릿 필터와 SURF를 이용해

추출한 특징점의 주변화소와의컨벌루션으로 얻어지며, 한
화소의 기술어는 40차원이 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Gabor 웨이블릿 필터의 크기를 25x25로 고정하여 사용하

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 결정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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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RL 데이터베이스의 예
Fig. 5. The example of ORL database

이렇게 추출된 기술어를 정합하여 동일한 얼굴임을 확인

한다.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해 기술

어들의 거리를 계산하고, 두얼굴 영상간의 유사성을 구한

다. 정합 시헤시안 행렬의 trace를 통해얻어지는 라플라시

안(Laplacian) 부호의 비교를 통해 정합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얼굴을 인식하는데 있어 인식률 뿐 아니라 수행시간 또

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수행시간은 기술어 추출

시간과 정합 시간을 합한 것인데, 입력된 영상의 기술어와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어를 비교하는 정합시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표 1에서는 기존 방법들과 제안하는 방법의 한

영상에서의 기술어 개수를 나타내었다.  는 한 영상에서

특징점의 수, 는 한 특징점에서 기술어의 수를 의미한

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값을 곱하면 한 영상에서 기술어의

수가 된다. SIFT, SURF, 제안하는 방법의 특징점의 수는

데이터베이스의 각 영상에서 실험을 통해 구한 특징점 수

의 평균을 낸 값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표 1과 같이 다른

방 법 Gabor SIFT SURF128 SURF64 제안하는

방법

 10304 60.9 27.8 27.8 27.8

 40 128 128 64 40

 × 412160 7797.8 3555.8 1777.9 1111.2

표 1. 영상의 특징점과 기술어의 수
Table 1. The number of interest points and descriptors in a image

방법들에 비해 한 영상의 기술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정합

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행시간이

감소된다.

Ⅳ. 실험 및 결과

1. 실험 환경

이 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지니는 OR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비교실

험을 수행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Cambridge의 Olivetti 
Research Laboratory에서 제작된 ORL 데이터베이스이다. 
영상의 크기는 92x112이고 40명에 대하여빛의 위치 변화, 
안경착용 유무, 표정 변화(눈의 변화, 웃음 유무) 등에 따라

각 10장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일정

하게 나타나는 규칙은없고, 모든얼굴 영상은검은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안경, 수염 등이 있는 얼굴들이 많이 분포

되어 있고좌우 회전을 통해 변형된 얼굴 영상도 다소 존재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얼굴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16].

ORL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앞서 설명한 기존의 기술어

추출 방법인 PCA, Gabor 웨이블릿 변환, SIFT, SURF128, 
SURF64 기반의 얼굴 인식과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얼굴

인식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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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PCA Gabor SIFT SURF128 SURF64 제안하는

방법

Te  (ms) 5.76 498.36 21.94 4.11 4.07 186.04

Tm  (ms) 58.50 384479.68 3920.77 2275.12 1255.61 879.18

TeTm  (ms) 64.26 384978.04 3942.72 2279.23 1259.68 1065.22

표 2. 기존 방법들과 제안된 방법의 소요시간 비교
Table 2. The processing time comparison between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그림 6. 기존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 비교
Fig 6. The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서 MPEG-7 검색 성능 평가 지수인 ANMRR(Average 
Normalized Modified Retrieval Rank)를 이용한다

[17].

2. 실험 결과

다음 표 2는 기존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의 수행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Te는 각 방법에 의해 기술어가 추출되는

시간이고, Tm은 정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최

종적으로 기술어 추출시간과 정합시간을 더한 시간이 각

방법들의 얼굴 인식 수행시간이 된다. 얼굴 인식은 많은 데

이터베이스와 정합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수행시간은불리

할 수밖에 없다. 표 2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수행시간이

PCA를 제외한 방법들 중 가장 적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방법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

능 비교는 그림 6과 같다. 표 2에서 PCA는 수행시간이 상

당히 적게걸리지만 아래그림 6에서 보면 다른 인식 방법

들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Gabor와 SIFT는 성능은좋으니 수행시간이 너무오래걸린

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은 Gabor와 SIFT에는 못 미치지

만 SURF보다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SURF보다 성능이 좋고, PCA를 제외한 다른 방

법과 비교해 수행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이

인식률과 수행시간을 동시에 고려할 때 얼굴 인식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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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이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얼굴 인식에 관한 연구로 SURF 알고리즘의

특징점 추출과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기술어를 결

합하여새로운 얼굴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고, 기존 얼굴 인

식 방법들의 성능과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방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PCA는 정면얼굴과 같은

특징패턴에 대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며 클래스를 잘 축약

하여 표현하므로 인식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효과가 있다. 그러나 얼굴의 전체 영상을 사용

하기 때문에 클래스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시점변화나 조

명변화에 대해서검출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Gabor 웨이블릿 변화를 이용한 얼굴 인식은 비교한 기

존 방법들 중 성능은 가장 높으나 영상내의모든화소에서

기술어를 추출하기 때문에 기술어 추출시간, 정합시간이

너무오래걸린다. SIFT는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의 크기나

회전, 이동 등의 변화가 있더라도 일정한 특징점을 추출하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어를 추출함에 있어 수

행시간이 오래 걸리고 128차원이란 높은 차원의 기술어의

비교로 인해 정합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SURF 
또한 대상의 크기, 회전, 이동 등의 변화에서도 일정한 특징

점을 추출할 수 있고, SIFT보다빠르게 기술어를 추출해낸

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다른 얼굴 인식 방법보다 인식

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지닌다. 
또한 최근에는 하나의 특징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복

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기술어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융합

하는 기술어 추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18]. 이러한 이종

특징 기반 방식은 서로 다른 특징 벡터가 상호 보완적이라

는 가정하에 각자 독립적으로 기술어를 추출한 후 융합하

는 방식이다. 이런방식은좋은 성능과 함께조명 변화에서

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알고

리즘의 복잡도가 증가하거나 계산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SURF 알고리즘의빠르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정확도 측면의 단점을 개선하

고자 SURF를 이용해 찾은 특징점에서 Gabor 웨이블릿 변

환을 이용해 기술어를 추출하고, 정합하는 얼굴 인식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SURF 알고리즘에서는 특징점을 검출

하면서 구한 정해진 스케일에 따라 하나의 주 방향과 영역

의 크기가 결정되고, 기술어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과 크기를 고려해 기술어를 구성하는

Gabor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SURF를 이용한 얼굴 인식보다 정확도

가 약 23%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SURF 알고리즘보다 높은 얼굴 인식 성능과

동시에 더 빠른 수행속도를 보여주었다.  
향후 얼굴 인식은 좀 더 강인한 기술어 추출을 목표로

하여 사용하는 Gabor 필터를 25x25 의 고정된 크기가 아닌

SURF를 이용해 특징점을 추출할 때의 스케일을 반영한 크

기의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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