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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얼굴인증을 위해 개인별 주요 블록에 대한 LBP 매칭 기반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주어진 사

진으로부터 개인별 주요 블록을 구성하기 위하여 유사도가 높은 블록을 찾아 블록별 확률 분포를 계산하고 임계값을 적용하여 사람마

다 다른 블록의 개수를 얼굴인증에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일 반경 LBP 기반 얼굴인증 방법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중 반경

LBP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개인별 주요 블록을 결정한다. 실험 결과 다중 반경 LBP 히스토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단일 반경 LBP 히
스토그램만 사용하여 얼굴인증을 수행할 때보다 타인의 인증을 수락하는 오인수락율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방법과의 성능 비

교에서 제안한 방법이 블록의 개수는 기존 방법의 44.59%만 사용하면서 인증 오류율은 평균 7.72% 낮은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face authentication method based on LBP matching of individual major blocks in mobile 
environment. In order to construct individual major blocks from photos, we find the blocks that have the highest similarity and use 
different numbers of blocks depending 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by applying threshold. And, we use multi-radius LBP 
histograms in the determination of individual major blocks to improve performance of generic LBP histogram based approach. By 
using the multi-radius LBP histograms in face authentication, we can successfully reduce the false acceptance rate compare to the 
previous methods. Also, we can see that the proposed method shows low error rate about 7.72% compare to the pervious method 
in spite of use small number of blocks about 44.59%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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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Special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2013년 7월 (JBE Vol. 18, No. 4, July 2013)
http://dx.doi.org/10.5909/JBE.2013.18.4.515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51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2013년 7월 (JBE Vol. 18, No. 4, July 2013)

Ⅰ. 서 론

최근 모바일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화면의 잠금과 해제, 
정보의 암호화 등 인증과 보안에 관련된 여러 방법들이 개

발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편리한 휴대성을 바탕으로

모바일 금융 결제를 위한 서비스부터 다양한 클라우드 저

장소의 접근을 위한 개인 정보도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에는 쉽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휴대에 관한 주의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개인인증 강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인증 방법으로

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얼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일

부 적용되고 있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인증 방법은 사

용되는 비밀번호의 길이에 따라 보안강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복잡하면 입력과 기억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인

증이 가능하고 사용 초기에 사용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나, 패턴 모양이 액정에 남을 수 있으며 패턴들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오입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

의 얼굴정보를 이용한 인증 방법은 숫자를 입력하거나

특정 패턴을 입력하는 방법보다 복제 및 도용이 어렵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정확한 개인인증을 위한 특징추출 방법과 빠른 인증방법

이 연구되어야 한다.
얼굴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입력 받은 영상에서 개인의

얼굴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징 추출과 선택, 
그리고 이를 이용한 높은 성능의 인증 알고리즘이 필요하

다. 기존에 얼굴 영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징 추출 방법으

로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방법으로 차원을 축소하고 분류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며, Gabor 특징

추출을 이용한 방법도 얼굴인식에 적용되어 성능 개선을

보이고 있다
[1,2,3]. 그리고 두 영상의 특징점 매칭을 위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도 객체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얼굴인식과 동일 인물 클러스터링과 같은 얼

굴정보를 이용한 여러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4,5]. 최근

에는 직물 식별을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LBP(Local Binary 
Pattern)[6]

가 얼굴인식과 인증, 표정인식 분야에도 적용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7,8,9].

LBP를 이용한 대표적인 얼굴인식 방법
[7]
에서는 입력된

영상에서 얼굴영역을 N×N 블록으로 나눈 후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영상들과의 각 블록별 거리를 계산

하여 거리의 합이 가장작은 영상을 인식 결과로 한다. 그리

고 이 방법의 성능 개선을 위해 눈, 코, 입과 같은 블록의

위치에 대해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 또한 LBP를 구하는데 있어서 이웃하는 반경의 개

수를 변경하여 전체적인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도 제안되

었다
[10,11]. LBP를 이용한 표정인식 연구에서는 분별력이

높은 LBP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9], 

조명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연구되었다
[12,13]. 

뿐만 아니라 LBP를 계산하는 블록의크기 확장과 같은 다

양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LBP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모

바일 환경에서 얼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인증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동일 사용자의 얼굴 영상으로부터

개인별 주요 블록을 구성하여 개인의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의 수락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블록별 분포 확

률을 고려한 임계값을 적용하여 개인별 주요 블록 결정에

서 불필요한 후보로 결정되는 블록들을 제거하며, 다중 반

경의 LBP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여 주요 블록들에서의 분별

력을 높여 단일 반경의 LBP를 이용한 연구
[15]

에서 보다 향

상된 성능을 얻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I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II장에서는 얼

굴인증으로 사용된 LBP와 다중 반경 LBP를 간략히 살펴

본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개인별 주요 블록의 다

중 반경 LBP 매칭을 이용한 얼굴인증 방법을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성능 평가를 수

행하며,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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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얼굴 영상과 이에 대한 LBP 연산 결과의 예
Fig. 3. Facial image and examples of its result for LBP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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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3 블록에 대한 LBP 연산
Fig. 1. LBP operation for 3×3 blocks

Ⅱ. LBP(Local Binary Pattern) 

LBP 연산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특정 픽셀을 중심으로

주변픽셀들과의 화소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크거나 같으

면 1을, 그렇지않으면 0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주변픽셀들

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낸 2진 값들은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10진 값으로 변환된다. 픽셀 (xc,yc)에 대한 LBP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1)

  i f≥ 
 i f 

(2)

식(1)에서 ic는 픽셀 (xc,yc)의 화소값을 나타내고, ip는

픽셀 (xc,yc)에서 반경이 R 만큼 떨어져 있는 P개의 주변

그림 2. LBP 연산의 예 (LBP8,1, LBP8,2, LBP8,3)
Fig. 2. Examples of LBP operation

픽셀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1)에서의 함수 s(x)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LBP는 주변 픽셀의 개수 P와 반경

R을 이용하여 LBPP,R로 표현한다. 그림 2는 주변 픽셀의

개수 P가 8이고 반경 R이 각각 1, 2, 3인 경우의 예를 나

타낸다.
식(1)에 의해 변환된 픽셀 (xc,yc)에서의 LBPP,R 값은

0~255의 값을갖는데, 그 중에서 점, 선분의 끝, 에지와 코

너등의 의미 있는 패턴을 나타내는 58개의 ULBP(uniform 
LBP)와 그 외의 의미 없는 패턴(nonuniform patterns)들을

하나로 하여 총 59개의 패턴으로 표현된다. 그림 3은 얼굴

영상과 이에 대해 반경 R을달리하여 얻은 LBP 연산 결과

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3에 사용된 얼굴영상에 대해서

LBP8,1의 연산을 수행할 경우 의미 있는 패턴을 나타내는

58개의 패턴만으로전체 픽셀의 96% 정도를 표현할 수 있

었으며, LBP의 반경이 변경됨에 따라 히스토그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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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장의 사진으로부터 개인별 주요 블록의 결정
Fig. 4. Determination of individual major blocks from P photos

도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다.
LBP를 특징으로 사용하여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

력 영상으로부터 두 눈의 위치를 기준으로 얼굴영역을 절

단하여 N×N 블록으로 나눈 후 각 블록들에서 LBP 히스토

그램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 블록들에서 구성된 LBP 히스

토그램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특징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

어, 얼굴영역을 7×7 블록으로 분석하였다면 연결된 히스토

그램의 길이는 2,891(7×7×59)이 된다. 그리고 다중 반경을

사용할 경우 히스토그램의 길이는 사용하는 반경의 개수만

큼 비례하여 길어진다.

Ⅲ. 제안하는 얼굴인증 방법

제안하는 얼굴인증 방법은 크게 얼굴영역 검출과 LBP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는 전처리 단계, 얼굴영역에서 주요

블록을 구성하는 단계, 그리고 결정된 주요 블록들간의 거

리를 계산하여 개인의 얼굴을 인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1. 전처리 과정

얼굴 영상이 입력되면 먼저 얼굴영역 검출을 진행하며

두 눈의 위치를 기준으로 영상을 회전시킨다. 그리고 카메

라로 입력되는 얼굴 영상의크기가 항상 동일하지않기 때

문에 두 눈의 위치를 특정좌표에 위치시킨후 160×200 픽
셀의크기가 되도록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한다. 본 연구에

서 두 눈의 검출은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의 적용을 고려하

였으나, 정확한 눈 검출이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어렵기

때문에 두 눈의 위치는 수작업으로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160×200 픽셀의 영역을 N×N 블록으로 나눈 후 각 블록들

에서 LBP 히스토그램을 얻는다. 

2. 개인별 주요 블록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주요 블록 구성을 위해 얼굴영역

을 7×7 블록으로 나누어 LBP 히스토그램을 구성한다. 분
석 과정에서 LBP의 반경 R을 1부터 3까지 1씩증가시키며

다중 반경 LBP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다중 반경 LBP는
알려진 바와 같이 사용되는 히스토그램의 길이는늘어나지

만, 얼굴인식과 인증의 성능을 향상 시킬수 있다
[10,1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 반경 LBP를 개인별 주요 블록 구성

에 사용하여 단일 반경을 사용한 개인인증 방법
[15]

의 성능

을 높이고, 반경에 따른 주요 블록 구성과 이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한다.
개인별 주요 블록은 P장의 사진으로부터 7×7 블록에 대

해 식(3)으로 정의되는 chi square statistic ()을 계산한

후 각 블록의 거리를 가장 가까운 블록들로부터 정렬하여

K개의 유사한 블록으로 결정한다. 식(3)에서 S와 M은 각각

저장되어 있는 비교 사진들에 대한 LBP 히스토그램을 나

타내며, i는 LBP 히스토그램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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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8 명에 대한 주요 블록의 예 (M개의 블록을 결정하기 위한 임계값이 0.15인 경우)
    Fig. 6. Example of major blocks for 8 persons (when the threshold was 0.15 for the determination of M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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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8 명에 대한 7×7 블록의 확률 분포
 Fig. 5. Probability distribution of 7×7 blocks for 8 persons

  다음으로 유사한 K개의 블록들에 대해 7×7 블록 상의

누적 히스토그램을 구성한다. 누적 히스토그램은 P장의 사

진인 경우 특정 블록이 최대 P(P-1)/2 개의 빈도 값을갖는

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블록 결정을 위한 K의 값으로전체

블록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였다. 주요 블록의 결정은

49(7×7블록)개의 블록에 대해 5개에서 25개까지 5개씩 변
화시켰으며, 이를 비율적으로 나타내보면 전체 블록 49개
에서의 약 10%에서 50%의 블록에 해당된다. 그림 4는 주

어진 P장의 사진으로부터 개인별 주요 블록을 결정하기 위

한 과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유사도 계산에 의한 주요 블록을 구성하면 개인

별로 특정 블록의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블록들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개인

인증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인증에 사용

되는 블록의 개수도 줄어들어 모바일 환경에서 연산 속도

를 높일 수 있다. 그림 5는 P장의 사진에 대해 10개의 유사

한 블록들로 얻은 누적 히스토그램을 P(P-1)/2로 나눈 각

블록별 주요 블록 결정 확률을 나타낸다.

3. 주요 블록을 이용한 얼굴인증

제안하는 개인인증 방법은 기존의 N×N 블록에 대해 거

리 계산을 하는 방법과달리 개인별 주요 블록 구성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개인별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M개의 블

록들에 대해서만 거리를 계산한다. 유사도가 높은 M개의

블록은 7×7 블록의 확률 분포에 임계값(threshold)을 적용

하여 구한다. 각 블록들은 [0,1]의 값을갖는데, 이 값은 각

블록이 개인별 주요 블록 구성에 사용되는 중요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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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에 사용한 얼굴영상의 예
Fig. 7. Example of facial images used in experiment

낸다. 따라서 K개의 주요 블록을 구성할 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요 블록들을 임계값을 적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그
림 6은 그림 5와 같이 구성된 주요 블록에 임계값 0.15를
적용하여 얻은 M개의 주요 블록을 나타낸다. 그림 6에서

흰색으로처리된 블록들이 임계값을 적용하여 얻은 M개의

주요 블록이다.
개인별 M개의 주요 블록과 입력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

증 테스트에서는 M개의 블록들에 대해서 계산된 에 임

계값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을 위한 임계값 결정 방법에 개인

별로 주어진 P장의 사진을 이용한다. 주어진 P장의 개인별

사진에서 동일 사진 간의 거리 계산을 제외한 P(P-1)/2 사

진들에서 주요 블록들에 대한 를 계산하고, 계산된 값들

의 평균 를 인증의 임계값으로 사용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1. 실험 데이터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8명의 사람이 스마트 폰에 장착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촬영한 사진을 실험에

사용한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는 상황을 고

려하여 조명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7은 실험에서 사용한 얼굴 영상

들의 일부를 나타낸다. 그림에서볼수 있듯이 조명의변화

와 표정, 안경의 착용 등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

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서는 8명의 사람이 수집한 사진들 중에서 개인별

로 25장의 사진을무작위로 선별하여 10회 반복 실험을 수

행하였다. 각 실험에서 개인별 주요 블록 구성을 위한 P장
의 개수는 5, 10, 15, 20으로 5장씩 변화시켰으며, 유사한

블록의 개수를 나타내는 K는 5에서 25까지 5개씩 증가시

켰다. 그리고 구성된 유사 블록들의 누적 히스토그램에서

0.0~0.5까지 0.1의 간격으로 임계값을 적용하여 성능 평가

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임계값은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

성된 개인별 주요 블록의 히스토그램에서 중요한 블록과

덜 중요한 블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2. 실험 결과 및 분석
   
얼굴인증 성능 평가의 척도로는 식(4)와 같이 정의되는

HTER(Half Total Error Rate)을 사용하였고, 오인거부율

(FRR: False Rejection Rate)과 오인수락율(FAR: False 
Acceptance Rate)이 HTER 계산에 사용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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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사진수
LBP8,1 LBP8,1+LBP8,2 LBP8,1+LBP8,2+LBP8,3

FRR FAR HTER FRR FAR HTER FRR FAR HTER

기존

방법
[7]

5 0.1325 0.3428 0.2376 0.1394 0.3274 0.2334 0.1419 0.3114 0.2267

10 0.0608 0.3825 0.2217 0.0592 0.3590 0.2091 0.0717 0.3419 0.2018

15 0.0375 0.3816 0.2372 0.0337 0.4132 0.2235 0.0325 0.3913 0.2119

20 0.0325 0.4500 0.2413 0.0275 0.4200 0.2238 0.0225 0.3971 0.2098

제안한

방법

5 0.1894 0.2630 0.2262 0.1975 0.2407 0.2191 0.2037 0.2213 0.2125

10 0.0833 0.2804 0.1818 0.0883 0.2575 0.1729 0.1050 0.2264 0.1657

15 0.0437 0.3214 0.1826 0.0413 0.2929 0.1671 0.0475 0.2645 0.1560

20 0.0400 0.3564 0.1982 0.0375 0.3143 0.1759 0.0375 0.2779 0.1577

표 1. 얼굴인증 성능 비교 (K : 5,  임계값 : 0.1 인 경우)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face authentication (when the K was 5 and the threshold was 0.1)

방법 사진수 LBP8,1 LBP8,1+LBP8,2 LBP8,1+LBP8,2+LBP8,3

기존방법
[7] 5, 10, 15, 20 49 49 49

제안한 방법

5 27.62 27.46 27.34

10 19.88 19.82 19.66

15 20.19 19.94 19.30

20 20.99 20.44 19.95

표 2. 얼굴인증에 사용된 평균 블록의 개수 (K : 5,  임계값 : 0.1 인 경우)
Table 2. The average number of blocks used in face authentication (when the K was 5 and the threshold was 0.1)

표 1은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
[7]
에 대해 다중 반경 LBP

를 적용함에 따라 얻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표 1에서의

성능은 M개의 주요 블록을 결정할 때 K가 5이고, 임계값이

0.1일 때의 실험 결과이다. 그리고 표 2는 기존 방법과 제안

한 주요 블록을 이용한 방법에서 사용되는 블록의 평균 개

수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다중 반경 LBP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 방법과 제안한 주요 블록 구성에 의한 방법 모두

HTER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오인거부율 FRR은 조금 높지만 오인수락

율 FAR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에서 오

인거부율이 높아진 이유는 N×N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개

인별 주요 블록들만 사용하여 개인 인증에 사용되는 블록

의 개수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별 주요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사도가 낮은 블록을 인증에서

사용하지않기 때문에 오인수락율을 낮출 수 있었다. 모바

일 환경에서는 정확한 개인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허락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오

인수락율이 낮은 것은 보안상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림 8은 M개의 개인별 주요 블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임계값에 따른 HTER의 변화를 나타낸다. 주요 블록 구성

에 사용되는 K가 작은 경우에는 임계값의 변화에 따라

HTER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요 블록으로

사용되는 개수가 적음과 동시에 임계값이커져서 오인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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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블록 결정을 위한 임계값에 따른 제안한 방법의 성능 비교 (P : 사진수,  K : 주요 블록 결정 계수)
Fig. 8. Performance comparison depending on the threshold for the determination of major blocks

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K의 개수가 안정적으로

주요 블록을 구성할 수 있는 값인 경우에는 임계값의 영향

이 비교적 덜하여 안정적인 HTER을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별 주요 블록 기반의

얼굴인증 방법을 얼굴인식 분야에서널리 사용되는 450장
의 Caltech Faces[16]

를 사용하여 인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참여한 8명의 모델을 바탕으로 10회 반복한 실험한

결과 제안한 방법의 오인수락율은 LBP의 반경 변화에 따

라 최소 3.34%에서 최대 10.91%까지 나타났다. Caltech 
Faces를 이용한 인증 실험을 바탕으로 조명변화가크지않

은 데이터에 대해 제안한 방법의 높은 인증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얼굴정보를 이용한 개인

인증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개인인증을

위해 주어진 사진에서 개인별 주요 블록을 구성하였고, 유
사도가 높은 블록들 간의 매칭 방법으로 기존 방법과 비교

하여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개인별

주요 블록 매칭 방법의 성능 개선을 위해 다중 반경 LBP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단일 반경의 LBP 히스토그램

을 사용할 때 보다 향상된 결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는 개인별로 다른 LBP 반경의 순서와 개수를

고려한 개인인증의 성능 향상 방법, 그리고 다중 반경 LBP 
적용에 따른 히스토그램의 길이를 줄이는 방안에 관하여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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