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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거리에서의 얼굴 식별은 낮은 영상 해상도를 비롯하여 블러와 잡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모바일 장치에서 실시간 처리를 하기위하여 느린 수행속도와 제한된 메모리

등 모바일 계산환경을 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모바일 환경에서 주파수 영역의 정

합 필터를 이용한 얼굴 식별 방법을 제안한다. 얼굴 식별은 선형(linear) 및 위상

(phase-only) 필터, 순차적인 검증 단계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얼굴 후보 윈도우 영역은 선

형 필터와 위상 필터를 수행하여 검출하고 순차적인 검증 단계는 피부색 테스트와 경계 마

스크 필터링 테스트로 구성한다. 제안된 방법은 Android 플랫폼에서 Java을 이용하여 모바

일 폰에서 개발하였다. 예비실험 결과는 모바일 환경에서 얼굴 식별이 실시간으로 성공적으

로 수행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얼굴 인식은 대상의 표정과 포즈 변화, 조명 등 예기치

못한 환경적 변수의 영향이 크다. 더욱이 원거리에서 획득

된 영상은 카메라 혹은 물체의 움직임에 의하여 혹은 또

는 초점이 맞지 않을 경우 블러가 발생하고 다양한 환경

적인 요소에 따라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1].

최근 상관기반(correlation-based) 필터가 얼굴 식별에

사용되었다[2-5]. 상관기반 필터는 얼굴영역을 입력영상에

서 검출할 수 있고 동시에 식별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런

방법은 주파수 영역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얼굴 영역을

전체 검색하는 방법보다 수행시간이 빠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의 정합 필터와 순차적으로

오류를 제거하는 기술을 이용한 얼굴 식별 방법을 제안한

다[3,4]. 선형 혹은 위상 필터의 높은 출력 값을 선택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5]. 순차적인 테스트 단계는

피부색 테스트와 경계 마스크 필터로 구성한다[6,7]. 피부

색 테스트는 얼굴 색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얼굴 영역을

검증하고 경계 마스크 필터 테스트는 저해상도에서 얼굴

형태의 정보를 고려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모바일 환경

에서 Java와 Android 플랫폼으로 구현되었다. 실험 결과

는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 얼굴의 식별이 가능함을 보인

다.

2. 원거리 얼굴 식별

얼굴 식별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정합 필터, 피부색

필터, 경계 마스크 필터로 구성한다. 상관기반 필터인 선

형 및 위상 필터는 첫 번째 얼굴 후보 검출 단계로 각각

주파수 도메인 영역에서 수행하여 얼굴 후보 영역을 생성

한다. 선택된 후보 윈도우는 얼굴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검증되고 마지막 경계 마스크 필터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

얼굴 영역이 식별된다. 그림 1은 원거리 얼굴 식별 시스템

의 전체 흐름도이다.

그림 1. 원거리 얼굴 식별 흐름도

그림 2는 크기가 25⨯25인 경계 마스크를 보여준다. 경계

마스크는 저해상도 영상에서 얼굴 형태를 테스트하기 위

하여 고안되었다[7].

그림 2. 경계 마스크 샘플 (25⨯25)

3. 실험 결과

실험 결과에서는 삼성 갤럭시 S2 LTE (1.5 GHz 듀얼

코어, 1GB DDR2 메모리)를 사용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는 Java SE JDK와 안드로이드 2.3.3 SDK를 이용하

여 구현하였다. 그림 3은 구현한 GUI와 파라미터 설정 과

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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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a) GUI, (b) 설정 과정

실험 영상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5m

거리를 두고 실험하였다. 그림 4(a)는 참조 얼굴 영상 템

플릿이고 그림 4(b)는 입력 영상이다. 템플릿은 원 영상으

로부터 25⨯25 화소로 조정된 영상이고 입력 영상의 크기

는 200⨯200 화소이다. 그림 4(c)는 그림 4(b)로부터 획득

된 Canny 에지영상이다.

(a) (b) (c)

그림 4. (a) 참조 영상, (b) 입력 영상, (c) Canny 에지영상

그림 5(a)와 5(e)는 각각 선형 필터와 위상 필터에 의한

결과를 컬러맵을 이용하여 보여준다. 그림 5(b)와 5(f)는

각각 그림 5(a)와 5(e)로부터 선택된 후보 윈도우들이다.

윈도우의 중심은 얼굴 후보로 선택된 출력 피크에 해당된

다. 그림 5(c)와 5(g)는 피부색 테스트에 의해 검증된 후

보 윈도우들이고 그림 5(d)와 5(h)는 경계 마스크 필터링

테스트에 의한 최종 얼굴 영역들이다. 표 1은 각 단계 후

전체 윈도우 수와 오류 영역의 윈도우 수를 나타낸다. 표

2는 모바일 폰에서 10번 수행하였을 때의 평균 수행 시간

이다. Canny 에지 영상의 수행시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

여 생략하였다.

(a) (b) (c) (d)

(e) (f) (g) (h)

그림 5. (a) 선형 필터 결과, (b) 후보 윈도우, (c) 피부색

테스트 검증, (d) 경계 마스크 필터 테스트 검증, (e) 위상

필터 결과, (f) 후보 윈도우, (g) 피부색 테스트 검증, (h)

경계 마스크 필터 테스트 검증

표 1. 윈도우총수와오류윈도우수 (전체윈도우/오류윈도우)

정합 필터 피부색 필터 경계 마스크 필터

선형필터 29/2 29/2 9/0

위상필터 4/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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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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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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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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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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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형필터 0.046 0.076 0.059 0.029 0.059 0.031 0.011 0.004 0.289 0.604

위상필터 0.027 0.077 0.059 0.104 0.055 0.019 0.013 0.00040.064 0.418

표 2. 모바일 장치에서의 평균 수행 시간 (단위: 초)

6. 결론

본 논문은 모바일 환경에서 원거리 얼굴 식별 방법을

제한하였다. 얼굴 식별 방법을 위하여 정합 필터와 순차적

인 얼굴 검증 단계를 수행하여 실시간 얼굴을 검출하고

식별한다. 본 연구에서 입력 영상의 배경은 단순하고 포즈

와 표정이 고정되었으나 향후 학습 과정을 추가하여 복잡

한 상황에서 얼굴인증을 실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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