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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문분류는 사 에 정의된 클래스로 입력된 지문을 분류하여 자동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비교해

야할 지문의 수를 여 다. 지지벡터기계(support vector machine; SVM)는 패턴인식 분야에서 리 사

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문분류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SVM은 이진클래스 분류기이기 때문

에 다 클래스 문제인 지문분류를 해서 한 분류기 생성과 결합 기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일

다(one-vs-all; OVA) 방식으로 구성된 SVM을 naive Bayes(NB) 분류기를 이용하여 동 으로 구성하

는 분류방법을 제안한다. 지문분류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특징인 FingerCode와 지문의 구조  특징인 

특이 과 의사융선을 사용하여 OVA SVM과 NB 분류기를 학습하고, 포섭구조의 분류기를 구성하여 효과

인 지문분류를 수행한다. NIST-4 데이타베이스에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여 5클래스 분류에 해서 

90.8%의 높은 분류율을 획득하 으며, OVA 략의 SVM을 다 클래스 분류문제에 용할 때 발생하는 

동 문제를 효과 으로 처리하 다. 

키워드 : 지문분류, SVM, FingerCode, naïve Bayes 분류기, 특이 , 의사융선, 동  분류

Abstract Fingerprint classification reduces the number of matches required in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s by categorizing fingerprints into a predefined class. Support vector 

machines (SVMs), widely used in pattern classification, have produced a high accuracy rate when 

performing fingerprint classific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SVMs to multi-class fingerprint 

classification systems, we propose a novel method in which SVMs are generated with the one-vs-all 

(OVA) scheme and dynamically ordered with naïve Bayes classifiers. More specifically, it uses 

representative fingerprint features such as the FingerCode, singularities and pseudo ridges to train the 

OVA SVMs and naïve Bayes classifiers.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validated on the NIST-4 

database and produced a classification accuracy of 90.8% for 5-class classification. Especially, it has 

effectively managed tie problems usually occurred in applying OVA SVMs to multi-class 

classification.

Key words : fingerprint classification, support vector machine, FingerCode, naïve Bayes classifier, 

singularity, pseudo ridges, dynamic classification

1. 서 론 지문분류는 자동지문인식시스템에서 매우 요한 부

분으로, 많은 사람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일 일 매칭

의 횟수를 여 사용자 인식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돕는

다[1,2]. 많은 연구에서 지문을 whorl(W), left loop(L), 

right loop(R), arch(A)와 tented arch(T)의 5클래스로 

분류한 Henry 시스템을 채택한다[3]. Henry 시스템은 

지문을 심 과 삼각주의 상  치와 수에 따라 분

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들이 융선의 흐름으로부터 

특이 을 정확히 추출하고자 한다[4]. Karu와 Jain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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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ingerCode 생성과정[8] 

이 을 바탕으로 하는 휴리스틱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

하 고[5], Nyongesa 등은 심 과 삼각주의 상  

치를 사용하 다[2]. Zhang과 Yan은 지문을 분류하기 

해 특이 과 함께 의사융선을 정의하여 사용하기도 

하 다[6]. 비록 특이 은 지문분류에 명확한 기 이 되

지만, 많은 경우 지문 상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

이 을 정확히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6,7].

지문분류에서 높은 분류율을 얻기 해서 Finger-

Code, 융선분포, 방향성 상 등의 다양한 특징이 제안

되었다. Jain 등은 Gabor 필터를 이용하여 융선의 방향

성 흐름을 추출하여 정의한 FingerCode를 제안하 고

[8], Park 등은 고속 Fourier 변환으로 여과된 방향성 

정보를 사용하 다[9]. Chong 등은 지문의 융선으로부

터 추출한 기하학  정보를 사용하 고[10], Cappelli 등

은 지문을 그래  모델로 정의한 방향성 상을 제안하

다[3]. Nagaty는 지문으로부터 블록화된 방향성 상

을 이용한 일련의 기호를 추출하 으며[7], Chang과 

Fan은 10개의 기본 인 융선의 패턴을 정의하고 이들의 

분포를 지문분류에 사용하 다[11]. 이러한 지문특징들

은 특이  보다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분류의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보다 강건한 지문분류기를 생성하기 해 

다양한 특징과 분류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4,12]. Senior는 지문의 융선구조를 인식하기 해 

은닉 Markov 모델과 결정트리를 사용하 고[4], Yao 

등은 회귀  신경망과 SVM을 이용하여 다양한 특징을 

결합하 다[12]. 다양한 종류의 특징과 방법을 효과 으

로 결합한다면 지문분류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 일 뿐

만 아니라 상에 포함된 다양한 잡음에 해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지문특징으로 학습된 NB 

분류기와 SVM을 효과 으로 결합하는 지문분류 방법

을 제안한다. 높은 분류성능을 해서 FingerCode를 이

용하여 SVM을, 특이 을 사용하여 NB 분류기를 OVA 

략으로 학습한다. 입력된 지문 상에 해 NB 분류기

로부터 계산된 각 클래스의 확률에 따라 SVM을 순차

으로 구성하여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SVM

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동 문제를 해결한다. 

NIST 데이타베이스 4를 상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특이 을 이용한 NB 분류기의 경

우 85.4%의 분류정확률을, FingerCode를 이용한 SVM

의 경우 1.8%의 거부율에 해서 90.4%의 분류정확률

을 획득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1.8%의 거부율에 해

서 90.8%의 분류정확률을 획득하 으며, 입력된 지문에 

해 다수의 지지벡터기계가 만족하는 동 의 경우를 

효과 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 다.

2. FingerCode기반 지지벡터기계를 이용한 

지문분류

2.1 FingerCode

Jain이 1999년에 제안한 FingerCode는 NIST 데이타

베이스 4에서 추출된 표 인 지문 특징으로 지문분류

와 인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8]. 추출 알고리즘은 

먼  지문 상을 심 을 기 으로 부채꼴 모양의 48

개 역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지문 상에 4방향(0°, 

45°, 90°, 135°)의 Gabor 필터를 용하여 각 방향에 평

행한 융선을 강화한다. 필터 방향과 평행하지 않은 융선

은 그림 1과 같이 흐려진다. 필터 처리 후, Gabor 필터

의 각 방향에 해 48개 구역의 표 편차를 계산하여 

총 192차원의 특징벡터인 FingerCode를 생성한다. 

FingerCode를 기반으로 Jain 등은 k 최근  이웃과 신

경망을 이용하여 1.8%의 거부율에서 90%의 분류정확률

을 획득하 으며[8], Yao 등은 오류정정부호(error- 

correcting code; ECC) 략을 이용한 SVM을 사용하

여 90%의 분류정확률을 획득하 다[12].

2.2 SVM을 이용한 지문분류

통계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SVM은 패턴인식

이나 회귀모델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4,15]. 

SVM은 수식 (1)과 같이 비선형  변환함수를 이용하여 

입력된 샘 을 고차원의 특징공간으로 투사하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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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에 한 인식오류를 최소화하는 최  평면을 

찾는다[15].

   ))(, ),...(()(:), ,...(: 11 xxxFxxxX nn ΦΦ=Φ→=  (1)

학습 데이타의 수가 n일 때, 클래스 이블 ci∈{1,-1}

를 가지는 샘  xi에 해 SVM은 수식 (2)와 같이 샘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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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의 αi는 xi가 평면을 구성하는 지지벡터일 

때에는 0이 아니며, 커  함수 K(x, xi)는 비선형 매핑 

함수의 내 으로 쉽게 계산된다. 표 1은 SVM에서 많이 

사용되는 커 함수를 보여 다.

표 1 SVM에서 사용되는 표 인 커 함수

선형 다항식 가우시안 시그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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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은 기본 으로 이진분류기이기 때문에, 지문분류

와 같이 다 클래스문제에서는 OVA(one-vs-all), 별

(pairwise)이나 완 코드(complete code)와 같은 다수의 

분류기를 생성하는 략이 필요하다[16,17].

1) OVA 략: M(클래스 수)개의 SVM을 학습하며, 

각 SVM은 샘 을 응하는 클래스와 나머지 클래스로 

분류한다. j번째 SVM의 결정함수 dj(x)는 수식 (2)의 ci

를 수식 (3)의 ti와 교환하여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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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 략: 하나의 SVM이 한 의 클래스를 분류

하며, 클래스의 모든 의 수인 MC2(=M(M-1)/2)만큼

의 SVM을 필요로 한다. 각 SVM의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타의 수가 기 때문에 학습이 빠르다. 분류하

고자 하는 클래스 j, k = {1, …, M}(단, j ≠ k)에 

해서 결정함수 dj(x)는 수식 (2)의 ci를 수식 (4)의 ti와 

교환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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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 코드 략: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모든 이

진조합에 해 SVM을 구성한다. 특히 5클래스 분류 문

제에서는 OVA와 이 다(two-vs-all) 략을 모두 고

려한 것이 된다. 모든 클래스가 두 개의 집합 {j}와 {k}

으로 나뉘어질 때, 결정함수 dj(x)는 수식 (2)의 ci에 수

식 (5)의 ti를 입하여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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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필요한 SVM의 구성이 완료되면, 복수의 분류

기 출력을 결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표 으로는 다

수결투표(majority voting), 승자독식(winner-takes-all), 

ECC, 행동지식공간(behavior knowledge space; BKS)

과 결정 템 릿(decision template; DT) 등이 있다.

1) 다수결투표: 개별 분류기가 가장 많이 선택한 클래

스로 입력된 샘 을 분류한다[18]. Condorect의 이론을 

통해 검증되었으며[19], 다양한 이론  분석이 [20,21]에 

있다. 단순하지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분류기의 결

과가 동 을 내는 경우를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승자독식: 다수결투표의 한계 을 해결하기 해서 

제안되었으며, 수식 (6)에서와 같이 분류기 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분류기의 결과를 입력된 샘 의 클래스

로 선택한다. ‘최 치’로도 알려져 있으며, indi,j(x)는 지

시자로 이블 i가 j번째 SVM의 양의 클래스이면 1, 음

의 클래스이면 -1이고, 그 지 않으면 0을 값으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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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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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C: 이 방법은 코드행렬 E ∈ {-1,0,1}
M×L

(M: 

클래스 수, L: 분류기 수)를 기반으로 동작한다[22,23]. 

Ei,j는 행렬 E의 i번째 열, j번째 행의 요소를 가리키는

데, (Ei,j = -1 는 1)는 j번째 분류기를 학습할 때 클

래스 i의 샘 이 양이나 음의 이블을 가지는지는 의미

한다. 만약 Ei,j가 0이면 i번째 클래스를 가지는 샘 은 j

번째 분류기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 테스트 샘 은 수

식 (7)에서와 같이 코드행렬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이블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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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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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Esig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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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KS: 이 방법은 분류기 출력의 모든 가능한 조합

을 테이블 
LM L

T ×−∈ }1,1{ (M: 클래스 수, L: 분류기 

수)에 장하는데, 각 항별로 학습 데이타에서 가장 빈

도가 높은 하나의 클래스 이블을 가진다. 만약 학습 

데이타가 없는 경우에는 이블을 가지지 않는다. 테스

트 샘 은 테이블 T에서 분류기들의 출력과 같은 패

턴을 가지는 항의 클래스로 분류된다[24]. 테이블 T에서 

해당하는 패턴이 학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류에 

실패한다.

5) DT: 학습 데이타로부터 결정 로 일을 계산한 

다음 이 값을 평균화하여 각 클래스에 결정 템 릿을 

생성한다. L개의 분류기를 가지고 M 클래스 분류를 수

행하려할 때, i번째 샘 의 결정 로 일은 수식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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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동  분류방법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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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dy,z(xi)는 z  클래스에 속한 샘  xi에 해 y번

째 분류기가 가지는 분류값을 나타낸다. 학습 데이타로

부터 결정 로 일이 생성되면, 수식 (9)에서와 같이 

각 클래스에 해서 이들 로 일을 평균화하여 결정 

템 릿을 계산한다. indc(xi)는 샘  xi의 클래스가 c이면 

1의 값을 가지고 그 지 않으면 0을 값으로 갖는다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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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단계에서는 입력된 샘 의 결정 로 일과 각 

클래스의 결정 템 릿과의 유사도를 계산하며, 가장 유

사한 결정 템 릿의 클래스로 분류한다. Kuncheva는 해

 거리와 유클리드 거리를 포함한 11가지 유사도 측정

기 을 DT에 용하 고, 기존의 표 인 결합 방법인 

다수결 투표나 BKS 등보다 높은 성능을 획득하 다[25].

3. 동  지문분류

정 인 분류모델에 기반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SVM을 입력 샘 의 확률  분류결과에 따

라 히 구성하는 동  지문분류 방법을 제안하여 다

클래스 분류에 해 기존의 OVA SVM이 가지는 불

명확함인 동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한다. 특이 , 의

사융선과 FingerCode 등의 다양한 지문 특징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SVM을 포섭구조로 구성하여 분류 

의사 결정을 명확히 한다. 포섭구조는 다 의 출력이 활

성화될 경우 하나의 한 출력을 선택하기 해 로

이나 에이 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27],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분류기로부터 획득된 분류 결과

를 결합하는데 사용한다. 각 분류기로부터 얻어진 분류 

결과의 평가 순서는 NB 분류기로부터 얻어진 각 클래

스에 한 확률값에 따라 결정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NB 분류기와 OVA 

SVM으로 구성된다. NB 분류기는 입력된 지문 상의 

각 클래스에 한 사후 확률 prob = {pW, pL, pR, pA, 

pT}을 특이 과 의사융선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OVA 

SVM은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FingerCode를 이용

하며 샘 의 각 클래스에 한 소속도 o-svm  = {mW, 

mR, mL, mA, mT}을 측정한다. 동 과 거부의 경우를 

처리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포섭구조의 형태로 

OVA SVM을 순차 으로 선택하여 평가하는데, 이 순

서는 NB 분류기에서 측정된 각 클래스에 한 사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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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률 으로 구성되는 OVA SVM을 이용한 동  지문분류의 의사코드

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NB 분류기에 의해 보다 높

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에 한 OVA SVM이 그 지 

않은 것보다 먼  평가된다. 

새로운 샘 이 입력되면, 먼  각 클래스에 한 소속 

확률을 NB 분류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된 확률에 

따라 OVA SVM을 포섭구조로 구성하고, 만족하는 

OVA SVM이 있을 때까지 그 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

행한다. 하나의 OVA SVM이 입력된 샘 을 응하는 

클래스에 속한다고 결정하면 그 샘 은 해당 클래스로 

분류된다. 만약 어떤 OVA SVM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에는 NB 분류기에서 계산된 확률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클래스로 분류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방법이 동

작하는 의사코드를 보여 다. 입력된 샘 에 해 OVA 

SVM이 동 으로 히 구성되어 동 이나 거부의 경

우를 효과 으로 해결한다.

NB 분류기는 지문의 표 인 구조  특징인 특이

과 의사융선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특이 은 심 와 

삼각주로 지문의 기본 인 특징인데, 심 은 융선의 

곡률이 최 인 으로 보통 지문 심에 치하고 삼각

주는 세 개의 다른 방향의 융선이 만나는 지 으로 삼

각형의 모양을 보인다[5,6]. 통 으로 심 과 삼각주

의 수와 치는 지문 분류의 기 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들 특이 은 보통 지문 상의 방향성 지도를 바탕으

로 심 과 삼각주의 치를 계산하는 Poincare 색인

을 이용하여 추출한다[1,6]. 보통 특이 은 지문 상의 

심부에 치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NIST 데이

타베이스 4에 해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고려한다.

∙512×480 상의 가장자리는 보통 배경 역을 포함하

기 때문에 가장자리로부터 40 픽셀까지는 특이 을 

뽑지 않는다.

∙ 상의 가장자리로부터 80 픽셀까지는 심 을 뽑지 

않는다.

∙삼각주는 보통 상의 아래 부분에 치하기 때문에 

에서 160 픽셀까지의 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심 이 가장 가까운 삼각주로부터 8 픽셀 이

내에 치하면 이들 심 과 삼각주는 제거된다.

∙ 심 과 삼각주는 최  2개씩만 뽑으며, 상의 심

에서부터 가까운 순서 로 선택한다.

심 과 삼각주의 수는 각각 NC와 ND로 표시하고, 

상 간에 가장 가까운 심 을 C로 명한다. 심

이 없는 경우에는 C는 상의 간을 의미한다. 그림 

4(a)는 두 개의 심 을 가진 지문 상을 보여주며, 아

래의 심 이 C로 사용된다. 삼각주는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D1과 D2로 정의된다.

종종 지문 상의 품질이 떨어져 특이 이 정확히 뽑

히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특이  이외

에 다른 특징도 함께 사용한다. Zhang 등은 특이 기반 

지문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의사융선을 제안하

다[6]. 의사융선은 C로부터 양방향으로 융선의 방향에 

따라 연결된 들로 구성되며, 본 논문에서는 100개의 

으로 의사융선을 정의한다. 의사융선을 추출하기 해

서 먼  그림 5와 같이 16방향으로 지문 상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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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특이 과 의사융선(□= 심 , △=삼각주, ○=의

사융선 끝 )

  

             (a)                      (b)

그림 5 의사융선에 사용된 16방향 지표

을 측정한다.

dir이 재 치 p에서의 융선방향을, dirb는 이 의 

방향을 의미할 때, 다음 융선방향 dirn은 수식 (10)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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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선의 진행방향이 계산되면 p는 그림 5(b)와 같이 

그 방향에 따라 다음 으로 이동하여 융선을 추 한다. 

만약 dp가 수식 (12)를 만족하면 의사융선은 회 (turn)

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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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융선의 추 은 100번 반복하거나 의사융선이 ‘회

’으로 결정되면 완료된다. 그림 4(b)와 같이 의사융선이 

오른쪽으로 흐르면 ‘left loop’로 분류되고, 그림 4(a)와 같

이 의사융선이 ‘회 ’으로 간주되면 ‘whorl’로 분류된다.

특이 과 의사융선을 지문분류에 사용하기 해서,  

C와 다른 들 사이의 상  치와 거리를 사용하며,  

C와 특정  P의 상  치 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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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이의 거리 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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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cation          (b) distance value

그림 6  C와 P의 상  치와 거리

본 논문에서는 심 과 삼각주의 수(NC, ND), 이들

의 상  치와 거리(D1L, D1D, D2L, D2D)와 심 과 

의사융선 끝 과의 상  치와 거리(R1L, R1D, R2L, 

R2D)를 NB 분류기를 이용한 지문분류에 사용한다. NB 

분류기는 5개의 상호독립 인 클래스(W,R,L,A,T)와 앞

서 정의한 10개의 지문특징(NC, ND, D1L, D1D, D2L, 

D2D, R1L, R1D, R2L, R2D)으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노

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모든 특징들과 연결되어 있다. 

표 2는 NB 분류기 구축에 사용된 지문특징에 해서 

보여 다.

NB 분류기는 샘 로부터 측된 값을 바탕으로 각 

클래스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데[28], 이를 해 변수

들의 사  확률분포와 특징과 클래스 사이의 조건부 확

표 2 NB 분류기에 사용된 특징

특징 정의 상태

NC, ND 심 과 삼각주의 수 0,1,2

D1L, D2L 삼각주의 치 0,1,2,3,4,무

R1L, R2L 의사융선 끝 의 치 0,1,2,3,4,회

D1D, D2D  C와 삼각주 사이의 거리 1,2,3,무

R1D, R2D  C와 의사융선 끝 과의 거리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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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분포를 먼  설계해야 한다[29]. 확률분포는 nT개의 

상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타로부터 계산되는데, 변수 

A의 i번째 상태를 Ai이고 count(Ai)는 변수 A가 i번째 

상태를 가지는 경우의 빈도를 나타낼 때, 사  확률 

P(Ai)는 수식 (17)과 같이 계산된다.

                T

i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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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
)( =

 (17)

만약 변수 A가 B를 부모 노드로 가지면, 조건부 확

률 P(Ai|Bj)는 수식 (18)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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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 이론에 따라 n개의 특징값이 증거로 주어진 

때 각 클래스의 사후확률은 수식 (19)와 같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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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9)의 분모는 클래스의 사후확률 계산에서 항

상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만을 고려한다면 클래스의 사

후확률은 특징들 사이의 독립성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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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해 지문

분류의 표 인 평가 데이타인 NIST 데이타베이스 4

를 사용하 다[13]. 이 데이타는 4,000장의 스캔된 상

(해상도: 512×512)으로 구성된다. 2,000개의 손가락에서 

각각 두 장의 상을 취득하 고, whorl (W), right loop 

(R), left loop (L), arch (A)와 tented arch (T)의 5개

의 클래스가 균등하게 분포한다. 지문 상의 모호성 때

문에 350개의 지문(17.5%)은 두 개의 클래스 이블을 

가지기 때문에, SVM과 NB 분류기의 학습에는 첫 번째 

이블만을 사용하 고, 테스트에서는 두 개의 이블을 

함께 고려하 다. 실험에서는 각 지문의 첫 번째 상인 

(F0001～F2000)를 학습 데이타로, 나머지 상을 테스

트 데이타로 사용하 다. Jain이 제안한 FingerCode는 

-1에서 1로 정규화하여 사용하 으며, FingerCode 생성

에서 발생하는 거부로 인해 학습 데이타에는 1.4%의 거

부 상, 테스트 데이타에는 1.85%의 거부 상이 포함되

었다. LIBSVM 패키지(http://www.csie.ntu.edu.tw/～

cjlin/libsvm)로 SVM 모듈을 구성하 고 σ2(=0.0625)값

의 가우시안 커 을 사용하 다[30].

4.2 FingerCode를 이용한 SVM기반 지문분류

다 의 SVM을 생성하고 결합하는 기존 방법의 성능

을 먼  분석하 다. 승자독식, 해  거리와 유클리스 

거리를 사용한 ECC와 DT, BKS를 사용하 고 표 3은 

그 분류결과를 보여 다. 승자독식와 ECC가 90.1%의 

분류정확률로 다른 방법에 높은 결과를 얻었으며, OVA 

략으로 SVM을 구성하 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획

득하 다. 표 4는 OVA SVM을 이용한 승자독식 략

의 혼동행렬을 보여 다.

표 3 다양한 SVM기반 분류방법 비교

결합 략 OVA 략 별 략 완 코드 략

승자독식 90.1 87.7 90.0

ECC (HM) 90.1 88.6 90.0

ECC (EU) 90.1 88.6 90.0

BKS 88.8 89.4 89.3

DT (HM) 89.6 87.6 89.6

DT (EU) 89.8 88.3 89.5

표 4 승자독식기반 OVA SVM의 혼동행렬

실제 클래스
분류 결과

W R L A T

W 382 6 6 0 0

R 7 365 2 5 17

L 10 0 365 13 10

A 3 4 2 356 47

T 2 8 12 40 302

4.3 제안하는 방법

NB 분류기와 SVM을 이용한 제안하는 방법은 지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다루어 지문분류 성능을 높이고

자 하 다. 주된 분류는 성능이 뛰어난 SVM을 이용하

고 NB 분류기는 SVM을 동 으로 구성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그림 7에서와 같이 NB 분류기만을 이용하

을 때에는 성능이 높지 않지만, 동 으로 분류모델 구

성에 이용될 때 90.8%의 분류정확률을 획득하여 제안하

는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높은 성능을 획득하 다. NB 

분류기와 SVM의 분류결과를 내 으로 결합한 경우 

90.2%의 분류정확률을 얻었다. 이는 제안하는 방법이 

SVM과 NB 분류기를 효과 으로 결합하 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양한 지문특징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높은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5는 제안하는 방법의 

혼동행렬을 보여 다. 

그림 8은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을 

보여 다. 기존의 승자독식을 이용하는 OVA SVM은 

‘tented arch’로 잘못 분류한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은 

NB 분류기가 SVM을 효과 으로 보완하여 이 상을 

‘arch’로 정확히 분류하 다.



포섭구조 일 다 지지벡터기계와 Naive Bayes 분류기를 이용한 효과 인 지문분류  893

그림 8 제안하는 방법의 애매모호한 지문 상 분류과정

그림 7 분류 성능 비교

표 5 제안하는 방법의 혼동행렬

실제 클래스
분류 결과

W R L A T

W 373 10 10 0 0

R 4 374 0 6 15

L 5 0 377 8 9

A 0 6 4 365 40

T 1 8 15 39 295

4.4 련연구와의 성능비교

본 논문에서는 Jain 등[8], Yao 등[12], Park[9], Zhang

과 Yan[6]이 제안한 기존의 표 인 지문분류 방법과

의 성능비교를 수행하 다. 그림 9는 NIST 데이타베이

스 4에 한 기존 방법의 분류정확률과 제안하는 방법

의 분류정확률을 보여주며, 결과는 각 방법의 거부율에 

응하는 분류정확률을 표시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부분의 거부율에서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분류 성능을 

획득하 다. 특이 과 의사융선을 사용하는 Zhang과 

Yan의 방법은 동작이 매우 빠르지만 지문 상에 포함

된 잡음에 약한 성능을 보 지만[6], 제안하는 방법은 

지문의 구조  특징과 함께 FingerCode를 사용하여 

상에 포함된 잡음에 한 향을 최소화하 다. 제안하

는 방법은 Jain의 연구에 해서는 특이 을 추가로 고

려하면서 OVA SVM의 성능을 극 화하 으며, 상  

계 그래  모델을 사용한 Yao의 방법에 비해서는 특

징을 쉽게 추출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B 분류기와 OVA SVM을 효과 으

로 결합한 지문분류 방법을 제안하 으며, NIST 데이

타베이스 4에 해 기존의 방법에 비해 높은 분류 성능

을 획득하 다. 특이 , 의사융선, FingerCode 등의 다

양한 지문특징을 이용하여 5클래스 분류 문제에 하여 

90.8%의 분류 정확률을, 4클래스 분류에 해서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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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IST 데이타베이스 4에 한 성능비교

의 분류 정확률을 획득하 다. 이는 단일 분류모델을 통

해 얻은 분류 성능에 비해 향상된 것이며, OVA SVM

이 가지는 동 의 문제도 효과 으로 해결하 다. 향후

에는 다양한 다 부류 문제에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

여 보다 범용 인 성능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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