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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PC 환경에서의 얼굴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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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analysis of face recognition on an conventional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 With face 

images acquired by the embedded camera of UMPC, 

we detected the facial region by using Adaboost 

face detector. The detected image was normalized 

into a 32×32 pixel sized image for face recognition. 

We performed face recognition based on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s experimental 

results, the TER (Total Error Rate) of face 

recognition was 19.77%.

I. 서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과 같

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의 향으로 모바

일 환경에서 개인 정보보호기술의 요성이 증 되었

다[1]. 기존의 연구로 휴 가 가능하고 이동성이 뛰어난 

UMPC 환경에서 홍채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연구가 있었다[1]. 홍채 인식의 경우, 인식 성

능은 우수하지만 사용자가 을 직  카메라에 치시

켜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홍채 상 취

득 시 사용되는 외선 조명이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문제 이 있다[1].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UMPC 환경에서 얼굴인식 알고리

즘을 구 한 실험결과  분석내용을 소개하고자 한

다. 얼굴 인식의 경우,  상을 사용하는 홍채 인식

에 비해 상 취득 시에 사용자의 움직임에 한 제한

이 으므로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반가시 선 환경에서 인식을 수행함으로써 외선 

조명에 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었다. 

II. 얼굴 검출  인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UMPC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 상을 취득

한 후, 기존의 Adaboost 알고리즘에 의한 얼굴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 역을 추출한다[4-6]. Adaboost 

알고리즘에 의해 검출된 역에는 얼굴 역 이외의 

다른 역들이 함께 검출되는 에러(False Alarming 

Error)를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UMPC에서 실시

간으로 이러한 검출 에러를 감소시키기 하여, 검출

된 역의 크기가 일정한 크기 이상일 때 얼굴 역이

라고 결정하 다. 검출된 얼굴 박스 내 미리 정해진 

역 내에서 이진화  라벨링 등을 통해   입의 

치를 검출하 다. 이 치를 기반으로 얼굴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정규화 하 다. 최종 으로 얼굴인식을 

해 본 논문에서는 검출한 얼굴 역을 (32×32) 픽셀 

크기의 상으로 정규화 하 다.

정규화 된 얼굴 상으로부터 (1×1024)의 1차원 벡

터를 만든 학습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고유벡터와 고유

값(eigenvalue)을 계산하고, 최종 으로 고유얼굴

(eigenface)을 얻었다[2][3]. UMPC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직  손에 들고 얼굴 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 떨림

에 의한 상의 흐려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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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해 얼굴 인식을 해 5장의 상을 취득

하고, 그  고유값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가 최소가 되는 1장의 상을 선택한 후, 등록

하 다. 이후 등록된 상과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

하여 최종 으로 인식 상자의 신원을 확인하 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을 해 인텔코어

1.2GHz CPU에 512MB SDRAM, 30GB 하드디스크 등

으로 구성 된 Sony사의 VGN-UX17LP 모델의 UMPC

를 사용했다
[1][6]. UMPC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

용하여 총 38명의 사람으로부터 (640×480) 픽셀 크기

의 정면 얼굴 상을 총 491장만큼 입력받아 얼굴 인

식 성능을 실험하기 한 얼굴 상 데이터베이스를 구

성하 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7∼11

장의 상을 취득하 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

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장, 안경을 착용

한 상태에서 10장을 취득하 다. 얼굴인식에서의 표정 

변화를 고려하여 각 사람마다 무표정 5장, 웃는 표정 

3장, 찡그린 표정 1장, 화난 표정 1장의 상을 입력받

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 으며, 정면얼굴만을 상

으로 하 다. 19명의 사람으로부터 245장의 얼굴 상

을 가지고 고유얼굴을 학습시켰다. 얼굴인식에 사용할 

고유얼굴의 개수를 EER(Equal Error Rate)이 최소일 

때의 FAR과 FRR의 합인 TER(Total Error Rate)이 

최소가 되는 지 에서 결정하 으며, 그 결과로 70개

의 고유얼굴을 사용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 다. 학습

시킨 고유얼굴을 기반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얼굴

상을 가지고 제안하는 얼굴 인식 방법의 성능을 측

정하 다. 그 결과, TER은 19.77% 다. 그림 1은 

UMPC에서의 얼굴 인식 동작 화면과 취득된 얼굴 

상의 이다.

         (가)                      (나)     

그림 1. 얼굴 인식   검출 된 얼굴 상

(가) UMPC에서 얼굴 인식 동작 

(나) 검출 된 얼굴 상의  

처리시간은 입력 상에서 Adaboost face detector로 

얼굴을 검출하는데 300 ∼ 400ms, 검출된 얼굴 크기 

정규화에 1∼2 ms, PCA 고유값 계산하는데 1∼2 ms, 

구해진 고유값들로 등록된 계수들과의 유클리디안 거

리 기반 본인인증여부 단하는데 0.00031 ms 정도 소

요되어, 체 으로 당 2장∼3장 정도 인식할 수 있

는 처리 성능을 나타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UMPC 환경에서 얼굴인식 알고리즘

을 구 한 실험결과  분석내용을 소개하 다. 

UMPC는 휴 하고 다니면서 얼굴 인식을 수행하기 때

문에 입력된 얼굴에 조명의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얼굴 상을 

취득하여 실험함으로써 조명 변화에 강인한 얼굴 인식 

방법에 한 연구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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