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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한 필터를 이용한 패턴 인식 데이터베이스 품질분석MACE

A Pattern Recognition Database Quality Analysis

Using Extended MACE Filter

이현숙 배유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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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1
데이터베이스의 는 인식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를Quality . Quality

측정하여 인식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전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를 지문인식에 적용하여 에 따라 결과값을. Correlation DB Quality Correlation
비교한다 필터는 노이즈에 강하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턴인식에 적. Correlation , Shift Invariant
용하여 그 성능을 측정하고자 한다 필터 중 명확한 결과값을 갖는 필터를 사용한다. Correlation MACE .
또한 이미지의 를 모두 로 만들어 적용하였을 때 결과값을 비교한다Quality Normal Correlation .

2 Correlation Filter
은 이미지에서 주어진 과 되는 위치를 찾는 것을 말한다 은Correlation templet matching . Correlation

에서 수행되어 지기 때문에 입력되는 이미지들을 주파수로 변환하여 처리하게 된다frequency Domain .
다음은 을 나타내는 수식이다Correlation outpu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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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에 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의 단점을MACE filter sidelobe noise peak SDF filter

보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중 하나이다 는 사전에 정한 값을 원점에 강제로 나타나게filter . MACE filter
하고 트레이닝 이미지들로부터의 결과값에 를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되어진, average Correlation energy
필터이다 필터를 이용한 은 를 또렷하게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MACE Correlation Output peak . peak
의 추출이 쉽고 물체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터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 MA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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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자인된 필터이고 는 를 의미한다 는 트레이닝 이미지들의 평균파워h MACE , X training images . D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대각행렬이다.

4 Database Sample Quality
지문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는 크게 지문이미지로 분류되어진다 이미지는Normal, Wet, Dry . Normal

융선이 선명하며 융선과 골 사이의 화소값 차이가 뚜렷한 이미지를 말한다 이미지는 습기가 많은, . Wet
손가락의 지문으로 이웃하는 융선의 구분이 쉽지 않은 이미지를 말하며 이미지는 건조한 손가락의, Dry
지문으로 융선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뚜렷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4)

실험 결과 및 분석5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광학식 센서 를 이용하여 한 사람 당 개의 이미지를 입력하‘VIRDI FSH01’ 150

여 사용하였다 하나의 이미지의 사이즈는 이다 개의 이미지는 이미지. 224X256 . 150 Normal, Dry, Wet
각 개씩을 포함한다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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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를 사용하여 디자인된 필터를 이용하여 한 사람에 해당3 Training images(no.1~3 images) MACE
하는 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을 계산하였다 번 이미지는 이150 Correlation Output . 1~50 Normal Images
며 번 이미지는 번 이미지는 이다, 51~100 Dry Images, 101~150 Wet Images .

개의 이미지가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 속하므로 모두 높은150 , True Class , Correlation peak
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개 이미지의 의 분포를 보면value . 150 Correlation peak value ,
번 즉 에서 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51~100 , Dry Images peak value .
를 로 변환 후 을 하였을 때의 성능 변화에 대해 테스트하였다dry image normal image Correlation .
의 특징은 이미지의 의 값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높은Dry image gray value mean . gray value

를 갖는 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pixel .
므로 이미지 전체 이 에 분포되어있는 것을 평활화 를 통해 고루 분포pixel high gray value (equalization)
시켜준다 를 로 변환시킬 수 있다 변환 후 테스트 해본 결과 낮은. dry image normal image . Correlation

가 나왔던 부분 번 이미지 에서 좀 더 높은 가 나타남이 확인되peak value dry image (51~100 ) peak value
었다.

그림 개의 지문 이미지 중 이미지에 평활화 적용 전과 후1. 150 Dry Correlation output peak value
(no.1~50 images : normal, no.51~100 images : dry, no. 101~150 images : wet)

표 평균 변화 비교1. Correlation output peak value
Image No. Quality 변환 전 평균peak value 변환 후 peak value Mean

1~50 Normal 0.1289 0.1289

51~100 Dry 0.0156 0.0515

101~150 Wet 0.0762 0.0762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6
필터를 이용하여 지문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 따른MACE Database Quality Correlation

을 실험 해 보았다 그 결과 중 이미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타입에 비해 낮은Output . Quality Dry
를 갖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런 이미지가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peak value . Dry Dry

이미지 평활화를 통해 이미지를 이미지에 가깝게 변환한 후 적용해 본 결과 가 전체Normal peak value
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필터를 이용한 지문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Correlation
해 이 아닌 를 이용하려고 한다 또한 노이즈에Fourier Transform FrFT(Fractional Fourier Transform) .
대한 필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지에 노이즈를 포함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노Correlation ,
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해야 한다 을 이. Correlation
용한 패턴인식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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