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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

용자들이 이동을 할 때 위치 정보와 이동에 방해되

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었지만 주변

에 있는 물체와 사람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었다. 또한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사용자

의 청각을 통하여 전달하여 사용자의 청각을 제한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시각 장애인의 청각을 방해 하지 않으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얼굴 인식 시스

템을 제안한다. [4]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진동패턴을 통

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진동패

턴의 규칙이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였다. 제안된 시

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인식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

달해주기 위해 특정 규칙이 있는 진동 패턴을 생성

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또한 초음파 센서를 이용

하여 얼굴 검출기를 효율 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Ⅰ장의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 제안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얼굴 인식 및 알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실험 환경 및 

결과, 마지막으로 Ⅳ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제안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얼굴 인식 

및 알림 시스템

1. 제안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제안된 얼굴 인식 및 알림 시스템은 시각 장애

인들을 돕기 위하여 사진안의 얼굴 정보를 진동 형

태의 촉각신호로 변환시키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1

은 제안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전

자 지팡이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는 사용자 앞에 있

는 장애물을 검출하고 언제 얼굴 검출을 시작할지 

모바일 컴퓨터에게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한다. 장애

물이 검출되면 안경 형태의 USB 카메라는 사용자

의 시선 방향을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은 모바일 컴

퓨터로 전달되고, 모바일 컴퓨터에서 영상안의 얼굴

이 검출된다. 얼굴이 검출된 경우, 영상안의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한다. 검출과 인식 과정이 끝난 후, 

모바일 컴퓨터는 인식된 결과를 지팡이에 부착된 

제어장치에 전달한다. 얼굴의 인식 결과에 따라 제

어장치는 지팡이에 부착된 진동모터를 제어하기 위

해 정해진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용자

는 진통 패턴으로부터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

인지 알 수 있다.

그림 1. 제안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Fig. 1 Overall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2. 제안된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a) 안경 형태의 USB 카메라

(b) 모바일 컴퓨터 (c) 전자 지팡이

Fig. 2 The hardware component of the 

proposed system

(a) Glasses type USB camera

(b) Mobile computer (c) electronic 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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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시스템의 하드웨어 장치 구성

제안된 얼굴 인식 및 알림 시스템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경 형태의 USB 카메라, 모바일 

컴퓨터, 전자 지팡이로 구성된다.

USB 카메라는 시각장애인을 대신하여 시각 정

보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다. 모바일 컴퓨터는 카메

라로부터 받은 이미지 내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얼

굴이 검출된 경우 누구인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다. 전자 지팡이는 진동 패턴을 통하여 사용자

에게 얼굴 식별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림 2와 같이 

카메라와 모바일 컴퓨터는 USB (Universal Serial 

Bus)로 연결되어 있고, 모바일 컴퓨터와 전자 지팡

이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전자 지팡이는 블루투스 모듈, 마이크로 컨트롤

러, 진동 모터, 초음파 센서, 배터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3은 제안된 시스템의 전자 지팡이의 구

성요소를 나타낸다. 초음파 센서는 장애물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신호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다. 블루투스 모듈은 모바일 컴퓨터와 마이크로 컨

트롤러가 블루통신이 가능하게 해준다. 마이크로 컨

트롤러와 블루투스 모듈은 동기/비동기형 직렬통신 

(USART)을 통해 통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마이

크로 컨트롤러는 장애물이 감지된 경우 얼굴 검출

기를 제어하는 신호를 모바일 컴퓨터에 전송하여 

얼굴 검출을 1초 동안 하게한다. 얼굴이 검출된 경

우에는 인식된 결과에 따라 진동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PWM 모듈을 통해 제어신호를 발생 시킨다 

[5]. 진동 모터는 전압이 인가되면 진동을 발생시키

는 장치로서 [6],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제어신호에 

따라 진동 패턴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인식된 결

과를 알린다.

3. 얼굴 인식 및 검출 알고리즘

얼굴 검출 및 인식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

구되어져 왔다 [7]. 합성곱신경망 [8]과 같은 심화 

학습을 통한 검출 및 인식 방법들은 최근 높은 성

능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이 

제한된 컴퓨팅 파워를 가진 환경에서는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모바

일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검출 및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3.1 MCT 기반의 Adaboost를 이용한 얼굴 검출  

Adaboost는 이미지에서 얼굴을 검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9]. Adaboost 알고리즘은 그림 4

와 같이 약한 분류기 (weak classifier)를 결합하여

그림 3. 전자 지팡이의 구성요소

Fig. 3 The component of an electronic cane

그림 4. AdaBoost 알고리즘

Fig. 4 AdaBoost algorithm  

높은 성능을 가지는 강한 분류기 (strong 

classifier)를 생성하여 분류 성능을 높이는 알고리

즘이다.

빠른 얼굴 검출을 위해 P. Viola는 Haar-like 

특징 기반 Adaboost 얼굴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10]. 이 방법은 몇 가지 종류의 Haar-like 기반의 

약 분류기와 적분이미지, 그리고 cascade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얼굴 검출이 가능한 속도를 

보이며 정확도도 높아 많이 사용된다. [11]은 P. 

Viola [10]의 Adaboost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MCT (modified census transform) 특징을 추가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 변화에 

강건한 얼굴 검출기를 만들기 위해 MCT 특징을 이

용한 Adaboost기반 얼굴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MCT (modified census transform) 특징은 3x3 

크기의 지역영역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전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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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주변 화소의 변화량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특

징을 추출한다. 따라서 조명 변화에도 강건한 특징

을 추출할 수 있다 [12, 13].

3.2 압축 센싱 기반의 얼굴인식

얼굴 인식 성능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압

축 센싱 기반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L1 

norm 기반의 압축 센싱 방법은 분류과정에서 최적

화 과정을 거쳐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데이터 차

원의 수에 따라 최적 값을 탐색하는 시간이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4].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L2 최소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4]는 L2 norm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

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L2 norm을 이용한 얼굴 인식 방법은 입력된 데

이터와 복원된 데이터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를 찾는 것이다.

   
arg
∈ ∥∥ (1)

식 (1)은 입력 데이터의 클래스를 찾는 방법을 

나타낸다. 는 입력된 테스트 데이터이다. 는 전

체 클래스의 집합을 나타내고, 는 각 클래스, 는 

입력된 데이터와 차이가 최소가 되는 클래스이다. 

는 학습 데이터 행렬 에서 클래스의 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는 소행렬이다. 는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렬 의 소행렬이다. 는 식 (2)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2)

     (3)

(2)은 를 QR 분해 [15]를 함으로서 식 (3)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테스트 이전에 을 

 (직교행렬)와  (상삼각행렬)로 미리 분해해 놓

음으로써 빠른 속도로 인식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얼굴 인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과 테스트

에 사용하였다 [16].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특징 [16]은 영상에서 형태를 

추출하기에 효율적이며 지역적으로 특징을 추출함

으로서 조명 변화와 같은 전체적인 잡음에 강건한 

효과를 보인다.

4. 진동패턴 설계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시각 장애인에게 시각 정

보를 촉각정보로 전달해주기 위해 진동 모터를 사

용하였다. 진동모터는 인식된 얼굴 정보에 따라 정

해진 진동 패턴을 발생시킨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발생되어지는 진동 패턴이 규칙적으로 정해지지 않

아 사용자가 각 패턴의 정보를 학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효율적인 진동 패턴 발생 방법을 제안한다. 진동 

패턴은 학습된 사람의 번호에 따라 재생되도록 설

계되었다. 진동 모터에서 발생되어지는 진동 패턴은 

검출 여부를 알리는 긴 진동과 인식된 정보를 알려

주는 짧은 진동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검

출되면 긴 길이의 진동이 발생되어지고, 그 다음 인

식된 사람에 따라 짧은 주기를 가지는 진동들이 발

생된다. 예를 들어, 그림 5 (b)에 나타낸 것처럼 사

람 3이 검출된 경우, 긴 길이의 진동 패턴 (On: 0.5

초, Off: 0.5초)이 3번 발생되어 사람이 검출되었음

을 알리고, 짧은 주기의 진동 패턴 (On: 0.2초, Off: 

0.2초)이 인식된 사람의 레이블에 맞게 3번 발생된

다. 사람 6이 검출된 경우에는 긴 진동이 한번 발생

하여 사용자에게 사람이 검출된 것을 알리고, 짧은 

진동 6번을 발생시켜 6번 사람이 검출되었음을 알

린다.

그림 5. (a) 실험 장비 (b) 진동 패턴

Fig. 5 (a) experimental equipment

(b) vibra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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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각 정보가 촉각 정보로 변환되는 과정

Fig. 6 The process that visual information is 

transformed to tactile signals

Ⅲ. 실험 및 결과

1. 실험 환경 및 방법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은 실내 환경에서 평가 되

었다. 그림 5. (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참가자

는 안대를 착용하고 얼굴 인식 및 알림 시스템을 

이용하여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진동 패

턴을 통해 누구인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총 6명이 

얼굴 인식 및 알람 시스템에 학습이 되었고, 9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가 하였다. 실험은 그림 6과 같

이 사용자와 시험 대상이 약 1m 거리에서 5~10초 

동안 마주보게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640*480의 해상도를 가지

는 카메라가 사용되었고, 인식기에 입력되는 이미지

의 크기는 64x64로 하였다. 또한, 한번 얼굴 검출

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평균 약 42ms, 얼굴 인식에 

소모되는 시간은 7ms였다. 본 실험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장애물이 감지되면 얼굴 검출을 1초 

동안 반복해서 실행하도록 하였고 얼굴 인식과 진

동 패턴 발생은 제안된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서 1

회만 동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림 6에 나타난 

시각 정보가 초각 정보로 변환되는 과정은 한명의 

실험 대상 테스트에서 한번만 진행된다. 또한 사용

자와 시험 대상이 5~10초 동안 마주보고 있으므로 

얼굴 검출에는 약 평균 100장 이상의 이미지가 사

용된다. [1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daboost를 

사용하는 방법은 높은 성능의 얼굴 검출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10, 11]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신뢰

Distance

The number of successful face 

detection /

The number of data (%)

1.2 (m) 54/60 (90)

2 (m) 54/60 (90)

3 (m) 48/60 (80)

Total 156/180 (86.6)

표 1. 얼굴 검출 성능

Table 1. the performance of face detection

Distance

The number of successful face 

recognition /

The number of data (%)

1.2 (m) 54/54 (100)

2 (m) 49/54 (90.7)

3 (m) 48/48 (100)

Total 151/156 (96.7)

표 2. 얼굴 인식 성능

Table 2. the performance of face recognition

Particip

ants

Face 

recognition 

success rate

Vibration 

pattern 

recognition 

success rate

Notification 

success 

rate

1
83.33%

(5/6)

100.00%

(5/5)

83.33%

(5/6)

2
100.00%

(6/6)

100.00%

(6/6)

100.00%

(6/6)

3
100.00%

(6/6)

100.00%

(6/6)

100.00%

(6/6)

4
100.00%

(6/6)

66.67%

(4/6)

66.67%

(4/6)

5
100.00%

(6/6)

100.00%

(6/6)

100.00%

(6/6)

6
83.33%

(5/6)

100.00%

(5/5)

83.33%

(5/6)

7
100.00%

(6/6)

66.67%

(4/6)

66.67%

(4/6)

8
83.33%

(5/6)

100.00%

(5/5)

83.33%

(5/6)

9
100.00%

(6/6)

83.33%

(5/6)

83.33%

(5/6)

Total
94.44%

(51/54)

90.20%

(46/51)

85.19%

(46/54)

표 3. 얼굴 인식 및 알림 시스템의 실험 결과

Table 3.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of face 

recognition and notification

하고 사용하였다. 표 1은 제안된 시스템에서 사용된 

얼굴 검출기의 성능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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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에 실  경우  어나지 않았다 (마주

보고  5~10  동안 얼  검  어나지 않

 경우).

 2  안  시스 에  사  얼  식

  보여 다. 1과 2  라가 사람  

  경우   보여 다.

2. 실험 결과

 3  안  얼  식  알림 시스  실

험 결과  보여 다. 얼  식 공   컴

퓨 가 스트 상 에  얼 식  얼마나  

수 지 보여 다. 만약  컴퓨 가 얼  

식  공 지 못 다 , 진동  다  사람

 나타냄  사  앞에  사람  

지 맞  수 없다. 진동  식  사 가 진

동 에  재생 어지   얼마나  맞

지에  결과 다. 알림 공  체  시

스   나타낸다. 

참가  1  경우,  컴퓨 가 습  사람

들   못 식 여 실험 참가 가 진동 

  맞췄지만 결과   식

지 못  경우가 었다. 참가  4  경우 컴퓨

 든 사람   식 여  진동 

 생 시 주었지만, 실험 참가 가 2가지  

맞 지 못 다.

Ⅳ. 결 론

본 에  시각 애 들   얼  식 

 알림시스  안 다. 실험  사  실험 

상  마주보  상  가 고  평가

다. 진동   식  90.20%, 체 알림 

공  85.19% 다. 실험결과  얼  식별 보

 각 신  변  시 주  안  시스  시

각 애 들에게 도움   수 다  것  보여

다. 그리고    얻  애  검  

결과  여 얼  검  동 타  

어   얼  검  시스   

수 었다.  

안  시스     얼  

식  상 시 야 고 진동 알림   

 쉽게 거나 다  식  각 보  

공  수   개 여야 다. 또  사

가 게 사  수 도  다양  에  

얼  검  가  알고리  개 여야 다.

후 연   시각 애 들에게  많

 시각 보  달 주   얼  보 에 

지 , 애  등  식  알 주  알고리  

연  것 다. 또   사  경  개  

여 다양  각도에  얼  검  수  알

고리 과  많  보   달 주  

여  생  같  보 달 에  

연 도 수 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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