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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현재 보안 및 감시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면서 ID카드, 열쇠 혹은 물건들을 이용하지 않고, 신체

의 특징을 이용한 생체 인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얼굴인식은 지문, 홍채, 망막, 음성, 정맥 등과 같은

다른 생체 인식 기술에 비하여, 비접촉성 방법이라는 사용

상의 편리함, 위생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얼굴 인식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명 효과, 얼굴 방향 및 표정 변화, 얼

굴의 크기, 화장 및 장신구 착용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인식률이 저조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LRF(Laser

Range Finder)카메라를 사용하여 :Laser로 피사체의 거리

를 측정하여 얼굴 인식률의 향상을 가져온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논문에서는 320*240영상에 얼굴 영역을 취득한 후 실

험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PCA(Principal Componennt Analysis)방법 즉 다차원의

값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운 것은 가까워 보이도록 2차원이나 3차원, 혹은 다른

차원으로 투영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PCA방법을

사용하여 얼굴 인식률을 비교한다.

그림 1.영상 획득(150cm, 120cm, 100cm, 50cm)

거리 테스트 인원(*5장) PCA 실험(%)

50cm 50 * 5 93.30

100cm 50 * 5 95.00

120cm 50 * 5 94.30

150cm 50 * 5 94.00

표 1. 거리에 따른 인식율

표1은 영상을 학습하여 사람당 5장(정면, 위, 아래, 좌,

우)의 테스트 영상으로 제안된 방법에서 거리에 따른 얼

굴인식률을 비교한 결과이며, 얼굴영상에서 인식률을 실험

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100cm의 거리에서 인식률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률의 향상을 위해서 LRF카메

라의 laser를 이용한 거리 측정을 해서 적절한 거리에서

피사체의 영상을 획득하여 얼굴 인식률을 향상시킨다.

향후 거리별로 얼굴인식의 얼굴의 방향 및 각도별로 연

구를 진행하여 얼굴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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