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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에 지능 인 사기나 해킹, 리 서명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날이 발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생체인

증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범 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얼굴인증은 다른 생체인증에 비해

서 거부감이 고 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받고 있다.

얼굴인증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으며, 다양한 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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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얼  다양한 생체  에  거 감  고 변 가 어려워  각 받고 다. 얼  알고리  

어떻게 알고리  만드느냐에 라  확 과 도에 많  차 를 가 다. 눈동 를  및 검 하여 얼  

검   함께 를 함 로  탐률  개 하고 확하게 얼 로  할 수 도록 알고리  연

하 다. Cascade를 통해  얼  검 하고 심 역 로 지  후 얼  역  균등하게 4등 하여 검 는 객체

 표 값  한다. 한 검  눈에  눈동 를 검 하  하여 진화를 진행하고 Hough 변환  통해 눈동

를 검 한다.  눈동  심 표를 하고 계산하여  매칭  통해 얼   한다. 눈동 를 

과 함께 얼  를 계산하여 확하고 화  얼  알고리  연 한다.

주 어 : 눈동  검 , 얼 , 얼 역검 , 생체 , 눈동  

Abstract Facial authentication has the limelight because it has less resistance and it is hard to falsify among 

various biometric identification. The algorithm of facial authentication can bring about huge difference in 

accuracy and speed by the algorithm construction. Along with face-extracted data by tracing and extracting 

pupil, the thesis studied algorithm which extracts data to improve error rate and to accurately authenticate face. 

It detects face by cascade, selects as significant area, divides the facial area into 4 equal parts to save the 

coordinate of object. Also, to detect pupil from the eye, the binarization is conducted and it detects pupil by 

Hough conversion. The core coordinate of detected pupil is saved and calculated to conduct facial 

authentication through data matching. The thesis studied optimized facial authentication algorithm which 

accurately calculates facial data with pupil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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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얼굴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 알고리즘들은

얼마나 정확하며, 최 화되어있는지가 가장 요하다. 이

러한 이유로 많은 얼굴인식 인증 알고리즘이 개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생체 데이터는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노출될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얼굴인증은 어떤 알고리즘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알고리즘을

용하면 그 데이터는 달라진다[1,2,3].

홍채를 이용한 생체인증보다는 안 하지 않지만 동

자를 이용한 얼굴인증은 얼굴을 장치에 착시키지 않아

거부감도 없고 인증속도도 훨씬 빠르다.

본 논문은 동자를 찾아내어 기존의 얼굴인증 알고

리즘보다 정확하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얼굴에서의 검

출한 데이터와 동자의 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연

구하 다[4,5,6].

2. 련연

2.1 생체

생체인증이란 사람의 개인에 신체 이나 행동 인 고

유한 특징을 장치를 이용해 측정하여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한다. 신체 인 특징은 표 으로 지문, 얼굴, 손의

모양, 정맥, 홍채, DNA, 귀, 체온, 냄새 등이 있으며, 행동

특징으로는 음성, 서명, 키보드의 패턴, 걸음걸이 등이

있다[7,8,9]. 하지만 생체인증도 완벽하게 안 하지는 않

다. 최근에는 생체정보의 유출과 련한 피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신체 정보가 유출 되었을 시 문제

가 되는 것은 유출된 정보가 바 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채나 지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손이나

을 바꿔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장 이 있으나

이러한 단 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을 이용한 생체인증을 이용하는데

얼굴인증은 가장 거부감이 없고, 안 한 생체인증이다.

한 얼굴인증은 각 알고리즘마다 추출되는 데이터가 다

르기 때문에 생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생체 정보

보다 안 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빛의 세기나 카메라의 각도 등 많은 향을 받

는 생체인증이기도 하다[10].

2.2 생체

사람이 쉽게 같은 종류라고 인식하는 객체들도 각각

의 크기와 모양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 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Papageorgiou et

al. 은 객체의 공통 인 특징의 기술을 해 Haar

wavelet의 사용을 제안하 고, Viola와 Jones는 이를 확

장시킨 Haar-like feature를 제안했다[11,12].

얼굴인증을 할 때 필요한 객체인 썹, 입, 코, 등은

공통 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Haar-like-feature는 이러

한 객체들의 공통 특징을 악하여 객체의 여부를

단한다. 얼굴의 코, , 입 등 객체의 부분에 어두운 부분

과 밝은 부분의 픽셀 밝기를 계산하여 XML의 값을 가지

고 객체의 여부를 단하게 된다[13,14].

객체의 상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도우를 씌운

뒤 값을 구한다. 그 후 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택된 객체들을 그룹화 시킨 후 장한다[15]. Harr

Like Feature가 정지 상이나 사진보다 동 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에서 말했던 다양한 연산 검출들

이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16,17,18,19,20].

3. 본론

3.1 눈동   반  얼  특징  

[Fig. 1]은얼굴의특징 을추출하는 체 인흐름도이

다. 카메라를 통해서 원 상을 장한다. 원 상은 랫

폼에 따라서 정 인 사진, 실시간 상 등 상황마다 다르

기 때문에 입력된 원 상은 그 이 필터를 이용하여 그

이 상으로 변환한다. 그 이 상으로 변환한 내용

에 해서 선행 학습을 거친 Haar Cascade를 사용하여

얼굴을 검출한다. 검출된 얼굴을 심 역으로 지정한다.

[Fig. 1] Face Recogni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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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ce Division

심 역으로 지정된 얼굴 역에 해서 상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얼굴 역을 분할한다. 얼굴

역을 균등하게 4등분 하고 X1, Y1 역에서 검출되는

내용에 해서만 역 후보에 올린다. 왼쪽 과 오

른쪽 을 따로따로 검출하고 좌표 값을 장한다. 코를

검출할 경우 왼쪽 의 심 과 오른쪽 의 심 사

이인 X2, Y2 의 역에서 검출되는 내용에 해서만 코

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동자를 검출하기 해서는 역 후보로 장되

어 있는 역을 이진화 시켜야 한다. 이진화를 진행하고

Edge를 추출 한다. 추출된 상에서 Hough 변환을 통해

원을 검출하게 되면 동자를 추출 할 수 있다. 추출된

동자는 배열에 장하고 동자의 심좌표를 계산하

여 같이 장한다.

얼굴의 특징 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할 때 단순 길

이로 장할 경우 카메라와 사용자의 거리에 따라서 얼

굴의 특징 의 길이가 항상 변한다. 그 기 때문에 얼굴

의 비율로 특징 들을 장해야 한다. 우선 과 사이

의 거리와 과 코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한다.

        (1)

과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 식(1)을 이용해

서 과 사이의 거리와 과 코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거리를 구한다음 과 코를 연결 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

의 넓이를 구해서 인증을 한 값으로 이용한다.

     , s = 

   
(2)

헤론의 공식인 식(2)를 이용해서 왼쪽 과 오른쪽 ,

코의 심 을 연결했을 경우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도출한 값들을 이용하여 개인 얼굴에 한

인증 값을 생성하고 장한다.

단순히 역으로 얼굴의 특징 을 찾아 인증 값을

생성 할 수 있지만 Haar는 주변 환경에 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이진화

처리와 Edge 검출을 통해 검출한 동자를 기반으로 얼

굴의 특징 을 추출하면 정확도가 향상 된다. 하지만 사

용자가 카메라를 향해 보고 있지 않으면 동자를 찾기

힘들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3.2 얼 등록

알고리즘을 통해 얼굴의 특징 을 추출하고 인증 값

을 생성한다. 인증 값을 생성할 때 주변 환경의 향을

배제 할 수 없다. 그래서 얼굴을 등록 할 때 의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하고 생성된 인증 값들의 평균값을 데이터

베이스에 장한다. 이때 최 , 최솟값을 제외하고 나머

지 값들로 평균치를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얼굴 특징 추출을 10회 반복 한다.

알고리즘을 10회 반복하고 최 , 최솟값을 제외하고 8개

의 값의 평균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4. 검

동자를 검출하여 얼굴을 인식시킬 때 카메라의 성

능에 따라 측정 거리가 달라지며, 카메라와의 거리가 0.3

~ 0.8 m 정도의 거리에서 추 해야 동자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 기존에 얼굴인증에서는 을 검출하

고, 심좌표를 구하여 사용하 으나 동자를 검출하면

의 원보다 심좌표가 정확하게 잡 개개인을 식별하

는데 더욱 정확하다.

기존의 얼굴인증은 안경을 착용한 사용자의 안경이

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동자를 검출

하게 되면 안경의 착용 여부와 계없이 정확하게 동

자의 심좌표를 찾아낼 수 있어 데이터가 기존의 방식

보다 일정하고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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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upil Tracking

5. 결론

동자 추 기반 하르유사특징을 이용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도 얼굴을 인증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기

존의 인증보다 더욱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 얼굴을

인증할 때 개개인을 식별할 시의 단 인 조명, 객체의 각

도 등 다양한 환경 요소들로 인한 인식률의 하를 동

자 검출 과정과 얼굴 검출 과정의 연산을 통하여 인식률

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자를 검출할 때 을

작게 떠서 동자가 일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의

속도가 오히려 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도

으로 을 작게 뜨는 경우가 아니면 동자가 잘 검출

되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이러한 단 들을 보완하고 다

양한 분야에 융합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수 있는 연구

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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