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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및 그의 영상 식별 방법

(57) 요약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및 그의 영상 식별 방법이 개시된다. 이 장치는,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함께 광학적으로 센싱하고,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영상 센싱부 및 영상 센싱부로부터 입력한 전

기적인 신호로부터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을 인식하는 영상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

므로 종래보다 공정상으로 훨씬 더 쉽게 적외선 성분 셀을 구현할 수 있고, 구현된 적외선 필터를 이용하여 센싱된 영상의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므로 객체의 주변 조명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객체 성분을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적외선 성분

과 가시광선 성분을 함께 투과시키는 영상 센싱부를 이용하여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홍채 식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컬러 영

상을 획득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즉, 두 가지의 기능들을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장비를 소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학적으로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영상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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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을 광학적으로 센싱하는 단위 셀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갖는 영상 어레이를 구비하고,

상기 단위 셀들은

상기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해당하는 가시광선 성분을 투과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색 성분 셀; 및

상기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적외선 성분만을 투과시키는 적외선 성분 셀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장치는

상기 영상 어레이로부터 투과되는 성분들을 연산하여 상기 가시광선 성분과 상기 적외선 성분을 분리하는 성분 분리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색 성분 셀은 상기 적외선 성분도 투과시키고, 상기 적외선 성분 셀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성분들도 투과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3.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함께 광학적으로 센싱하고, 상기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

환하는 영상 센싱부; 및

상기 영상 센싱부로부터 입력한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상기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을 인식하는 영상 처리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센싱부는

상기 영상을 광학적으로 센싱하는 단위 셀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갖는 영상 어레이를 구비하고,

상기 단위 셀들은

상기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해당하는 가시광선 성분을 투과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색 성분 셀; 및

상기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적외선 성분만을 투과시키는 적외선 성분 셀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센싱부는

상기 영상 어레이로부터 투과되는 성분들을 연산하여 상기 가시광선 성분과 상기 적외선 성분을 분리하는 성분 분리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색 성분 셀은 상기 적외선 성분도 투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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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성분 셀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성분들도 투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7.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부는

상기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여 영상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영상 신호로서 출력하는 영상 제어부;

상기 영상 신호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된 객체 성분을 식별하는 영상 식별부; 및

상기 영상 제어부, 상기 영상 센싱부 및 상기 영상 식별부를 제어하는 주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식별부는 상기 식별된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

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9.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부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사용자 신호를 발생하고, 발생된 사용자 신호를 상기 주 제어부로 출력하는 사용자 조작부;

상기 영상 식별부에서 상기 영상을 식별한 결과를 상기 사용자에게 표시부; 및

상기 주 제어부의 제어하에, 상기 가시광선 및 상기 적외선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영상으로 발광하는 발광부를 더 구비하

고,

상기 주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영상 제어부, 상기 영상 센싱부, 상기 영상 식별부 및 상기 발광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10.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제어부는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입력한 제1 제어 신호를 상기 영상 센싱부로 출력하고, 상기 주 제어부로부터 제2 및 제3 제어 신호

들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제어 신호 발생부;

상기 전기적인 신호에 포함된 상기 가시광선 성분을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백색 밸런싱 처리하고, 백색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는 백색 밸런싱 처리부; 및

상기 전기적인 신호에 포함된 적외선 성분 및 상기 백색 밸런싱 처리부로부터 입력한 상기 백색 처리된 결과중 하나를 상

기 제3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선택하고, 선택된 결과를 상기 영상 신호로서 출력하는 성분 선택부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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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 센싱부는 상기 제1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영상을 센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

치.

청구항 11.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식별부는

상기 영상 신호로부터 상기 객체 성분을 추출하는 객체 성분 추출부;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들을 저장하는 데이타 베이스;

상기 추출된 객체 성분의 스코어를 상기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템플릿들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인식부;

상기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을 상기 데이타 베이스에 등록하는 등록부; 및

상기 스코어를 임계값과 비교하고, 상기 인식된 객체 성분이 상기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인증하는 인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성분은 사람의 얼굴 및 홍채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

치.

청구항 13.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성분 추출부는

상기 영상 신호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영상 신호에서 상기 적외선 성분을 상기 인식부로 출력하는 저장부;

상기 저장된 영상 신호로부터 상기 얼굴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얼굴을 상기 인식부로 출력하는 얼굴 추출부; 및

상기 추출된 얼굴로부터 눈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눈을 상기 인식부로 출력하는 눈 추출부를 구비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청구항 14.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부는

상기 추출된 얼굴과 상기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여 얼굴 영상을 정규화하는 얼굴 정규화부;

상기 정규화된 얼굴 영상에서 상기 얼굴의 템플릿을 추출하는 얼굴 템플릿 추출부;

상기 추출된 얼굴의 템플릿을 상기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템플릿과 비교하여, 상기 추출된 얼굴의 템플릿에 대한 상기

스코어를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산출하는 얼굴 스코어 산출부;

상기 추출된 눈과 상기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여 상기 홍채 영상을 분리하는 홍채 분리부;

상기 분리된 홍채 영상을 정규화하는 홍채 정규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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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규화된 홍채 영상에서 상기 홍채의 템플릿을 추출하는 홍채 템플릿 추출부; 및

상기 추출된 홍채의 템플릿을 상기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템플릿과 비교하여, 상기 추출된 홍채의 템플릿에 대한 상기

스코어를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산출하는 홍채 스코어 산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

치.

청구항 15.

영상을 인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영상을 인증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함께 광학적으로 센싱하

고, 상기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상기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이 추출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영상에서 상기 객체 성분이 추출된다고 판단되면, 상기 추출된 객체 성분이 사전에 등록된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객체 성분이 상기 허용된 객체 성분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영상이 인증된 영상인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 성분이 상기 허용된 객체 성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상기 객체 성분이 추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기 영

상이 인증된 영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의 영상 식별

방법.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객체 성분이 상기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추출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을 사전에 저장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과 비교하여, 상기 추출된 객체 성분의 스코어를 구

하는 단계; 및

상기 스코어가 임계값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스코어가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객체 성분이 상기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인 것에 해당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의 영상 식별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폰 등과 같은 상업용 이동 단말 장치,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는 전자 지갑, 인물을 감시하는 감시 장비, 스테

레오 비젼, 3차원 얼굴 인식 장치, 홍채 인식 장치, 졸음 방지용 차량 센서, 차간 거리 알림용 차량 센서, 전방에 사람이 있

음을 경고하는 차량 센서 등에서 영상을 센싱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뿐만

아니라 적외선 성분도 센싱하며, 센싱된 결과를 이용하여 영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및 그의 영상

식별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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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하는 종래의 방법들은 영상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왔다. 컬러 필터 어레이

(CFA:Color Filter Array) 패턴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종래의 대표적인 방법이 미국 특허 번호 US3,971,065에

"Color imaging array"라는 제목으로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 개시된 종래의 방법은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3가지 가시광선

성분들 즉, 적색 성분(R:Red), 녹색 성분(G:Green) 및 청색 성분(B:Blue)을 센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영상의 적외선 성분(IR:InfraRed)은 영상의 화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전술한 종래의 방법뿐만 아니라 대개의 종

래의 영상 촬영 방법들은 영상에서 적외선 성분을 가급적이면 제거함으로써 사람의 시각과 같은 깨끗하고 선명한 칼라 영

상을 구현하려고 해 왔다.

종래의 다른 영상 촬영 방법이 "Electronic Color Infrared Camera"라는 제목으로 출원된 미국 특허 번호 US6,292,212

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 개시된 종래의 방법은 일반적인 카메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적외선 성분 제거 필터 또는 옐로

우 성분(Y:Yellow) 투과 필터를 선택적으로 부착한다. 만일, 옐로우 성분 투과 필터가 부착될 경우, 영상에서 3가지의 성

분들 즉, R, G 및 IR이 촬영된다. 그러나 적외선 성분 제거 필터가 부착될 경우, 영상에서 3가지의 성분들 즉, R, G 및 B이

촬영된다. 이러한 종래의 방법은 R, G, B 및 IR을 모두 촬영할 수 없다.

한편, 전술한 종래의 방법들과 달리 적외선 성분을 촬영하는 종래의 방법들 중 하나가 "Pre-subtracting architecture for

enabling multiple spectrum image sensing"라는 제목으로 출원된 미국 특허 번호 US6,657,663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

에 개시된 종래의 방법은 적색 성분(R)을 투과시키는 R 필터와 청색 성분(B)을 투과시키는 B 필터를 오버랩하여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는 적외선 필터를 구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방법은 적외선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 두 개의 R 및

B 필터들을 오버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공정상의 과정을 더 요구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 가시 광선을 이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종래의 방법이 'W. Zhao', 'R. Chellappa', 'P.J. Phillips' 및 'A. Rosenfeld'에

의해 저술되고 "Face Recognition - A Literature Survey"라는 제목으로 ACM Computing Surveys의 Vol. 35, No. 4.

2003년 12월호에 실린 조사 논문(survey paper)의 페이지 399-458쪽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 개시된 종래의 방법은 얼

굴을 인식할 때 얼굴 주변의 조명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게다가, 적외선을 이용하여 홍채를 인식하는 종래의 방법이 "Biometric personal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iris

analysis"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번호 US5,291,560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에 개시된 종래의 방법은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

라 이외에 홍채를 인식하기 위한 별도의 카메라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채를 인식하는 기

능과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대의 카메라들이 요구되므로, 부피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카메라 기능을 내장한 휴대폰과 같은 이동 단말 장치에서 이러한 종래의 홍채 인식 방법을 채택할 경우, 부피 증가의

문제는 더욱 대두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적어도 하나의 가시 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간단히 센

싱할 수 있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영상의 적외선 성분을 센싱한 결과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객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영상의 적외선 성분을 센싱한 결과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의 영상 식별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해, 광학적으로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는, 상

기 영상을 광학적으로 센싱하는 단위 셀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갖는 영상 어레이로 구성되고, 상기 단위 셀들은 상기 영상

의 스펙트럼에서 해당하는 가시광선 성분을 투과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색 성분 셀 및 상기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적외선 성

분만을 투과시키는 적외선 성분 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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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는,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

선 성분을 함께 광학적으로 센싱하고, 상기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영상 센싱부 및 상기 영상 센싱부로

부터 입력한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상기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을 인식하는 영상 처리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또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의 영상 식별 방법은, 영상을 인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영상을 인증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함께

광학적으로 센싱하고, 상기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상기 영상에서 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이 추출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영상에서 상기 객체 성분이 추출된다고 판단되면, 상

기 추출된 객체 성분이 사전에 등록된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객체 성분이 상기 허용된 객체 성분

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영상이 인증된 영상인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 성분이 상기 허용된 객체 성분이 아니

라고 판단되거나 상기 객체 성분이 추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기 영상이 인증된 영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광학적으로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은 광학적으로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의 실시예의 블럭도로서,

영상 어레이(image array)(10) 및 성분 분리부(12)로 구성된다.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의 영상 어레이(10)는 영상을 광학적으로 센싱하며, 단위 셀(cell)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갖는다. 이때, 단위 셀들은 적어도 하나의 색 성분 셀과 적외선 성분 셀로 구성된다. 여기서, 색 성분 셀은 영상의 스

펙트럼에서 해당하는 가시광선 성분을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적외선 성분 셀은 영상의 스펙트럼에 존재하는 적외선 성

분만을 투과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단위 셀들은 가시 광선 성분들 중 적색 성분, 녹색 성분 및 청색 성분들을 각각

투과시키는 복수개의 색 성분 셀들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적외선 성분 셀은 두 개의 색 성분 셀들을 오버랩하

여 적외선 성분 셀을 구현하는 미국 특허 번호 US6,657,663에 개시된 종래의 방법과 달리 적외선 성분을 통과시키는 하나

의 셀로 구현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영상 어레이(10)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영상 어레이(10)의 일부

(20)를 확대한 모습을 나타낸다.

도 2를 참조하면, 영상 어레이(10)는 단위 셀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며, 단위 셀들은 4개의 셀들(A, B, C 및 D)로 이루

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도 2에 도시된 4개의 셀들(A, B, C 및 D)은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광선 성분들 중

에서 적색 성분, 녹색 성분, 청색 성분 및 적외선 성분들을 투과시킬 수 있다. 이때, 단위 셀들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패턴(tiling)을 가질 수 있다.

도 3 (a) ~ (f)들은 도 2에 도시된 단위 셀들이 배열될 수 있는 패턴들의 실시예들을 나타내는 도면들으로서, R은 적색 성

분을 투과시키는 셀을 나타내고, G은 녹색 성분을 투과시키는 셀을 나타내고, B는 청색 성분을 투과시키는 셀을 나타내고,

IR은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는 셀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단위 셀들(A, B, C 및 D)이 적색 성분, 녹색 성분, 청색 성분 및 적외선 성분들을 투과시킬 경우,

영상 어레이(10)는 도 3 (a) ~ (f)에 도시된 6가지의 패턴들중 한 가지 패턴을 취할 수 있다.

도 4 (a) 및 (b)는 도 2에 도시된 단위 셀들이 배열될 수 있는 패턴들의 다른 실시예들을 나타내는 도면들로서, IR은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는 셀을 나타내고, W는 가시광선 성분들중 하나 즉, 단색(monochrome) 성분을 투과시키는 셀을 나타낸

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4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셀들(A, B, C 및 D)로 이루어진 단위 셀들중에서 두

개의 셀들은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적외선 성분(IR)을 투과시키고, 나머지 두 개의 셀들은 가시광선 성분들중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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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단색 성분(W)을 투과시킬 수 있다. 또는, 도 4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셀들(A, B, C 및 D)로 이루어진 단위 셀

들중에서 하나의 셀은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적외선 성분(IR)을 투과시키고, 나머지 세 개의 셀들은 가시광선 성분들

중에서 임의의 단색 성분(W)을 투과시킬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들의 경우, 도 1에 도시된 영상 장치에서 성분 분리부(12)는 마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위 셀들 각각이

하나의 성분만을 투과시키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경우, 영상 어레이(10)를 구현하는 단위 셀들중에서 색 성분 셀은 적외선 성분도 투과시키고,

적외선 성분 셀은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성분들도 투과시킬 수 있다. 이 때, 도 1에 도시된 영상 장치는 성분 분리부(12)

를 더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성분 분리부(12)는 영상 어레이(10)로부터 투과되는 성분들을 연산하여 가시광선 성분과 적

외선 성분을 각각 분리하고, 분리된 가시광선 성분 및 적외선 성분을 출력단자 OUT1을 통해 출력한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영상 어레이(10)에서 단위 셀 A는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 광선의 성분들중 적색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고, 단위 셀 B는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 광선의 성분들중에서 녹색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고, 단위 셀 C는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 광선의 성분들중에서 청색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고, 단

위 셀 D는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 광선의 성분들중 적색, 녹색, 청색 및 적외선 성분들을 모두 투과시킨다. 이 때,

성분 분리부(12)는 다음 수학식 1과 같은 연산을 통해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TA는 단위 셀 A를 투과한 적색 성분(R)과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내고, TB는 단위 셀 B를 투과한 녹색 성분(G)과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내고, TC는 단위 셀 C를 투과한 청색 성분(B)과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내고, TD는 단위 셀 D를

투과한 적색, 녹색 및 청색 성분들(R, G 및 B)과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낸다.

결국, 전술한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는 종래의 전하 결합 소자(CCD:Charge Coupled Device) 방식, 상

보형 모스(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방식 또는 적외선(Infrared ray) 방식 등의 이미지 센싱

부(미도시)의 역할을 하며, 이들을 대신하여 이용될 수 있다.

이하, 영상을 센싱하고 센싱된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을 식별하는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의 구성 및 동

작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의 블럭도로서, 영상 센싱부(40) 및 영상 처리부(42)로 구성된다.

도 5에 도시된 영상 센싱부(40)는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함께 광학적으로 센싱하고, 광학

적으로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결과를 영상 처리부(42)로 출력한다.

도 5에 도시된 영상 센싱부(40)는 도 1에 도시된 영상 장치로 구현될 수 있다. 즉, 영상 센싱부(40)는 영상 어레이(10)로

구현될 수도 있고, 영상 어레이(10) 및 성분 분리부(12)로 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영상 장치 및 도 2에

도시된 단위 셀들에 대한 전술한 실시예들은 도 5에 도시된 영상 센싱부(40)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에 부가하여, 도 5에 도시된 영상 센싱부(40)의 구성 요소인 영상 어레이(10)를 구현하는 단위 셀들중에서

색 성분 셀은 적외선 성분도 투과시킬 수 있고, 적외선 성분 셀은 적외선 성분만을 투과시킬 수 있다. 이 때, 영상 센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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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는 도 1에 도시된 성분 분리부(12)를 더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성분 분리부(12)는 영상 어레이(10)로부터 투과되는

성분들을 연산하여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분리하고, 분리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출력단자 OUT1을

통해 출력한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단위 셀 A는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 광선의 성분들중 적색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투과

시키고, 단위 셀 B는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 광선의 성분들중 녹색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고, 단위 셀 C

는 영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가시 광선의 성분들중 청색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투과시키고, 단위 셀 D는 영상의 스펙트럼

에 포함된 적외선 성분만을 투과시킨다. 이 때, 성분 분리부(12)는 다음 수학식 2와 같은 연산을 통해 가시광선 성분과 적

외선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수학식 2

여기서, TA는 단위 셀 A를 투과한 적색 성분(R)과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내고, TB는 단위 셀 B를 투과한 녹색 성분(G)과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내고, TC는 단위 셀 C를 투과한 청색 성분(B)과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내고, TD는 단위 셀 D를

투과한 적외선 성분(IR)을 나타낸다.

한편, 도 5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42)는 영상 센싱부(40)로부터 입력한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을 인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출력단자 OUT2를 통해 출력한다.

전술한 설명에서, 도 1에 도시된 성분 분리부(12)는 영상 센싱부(40)에 마련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성분 분리부

(12)는 영상 센싱부(40) 대신에 영상 처리부(42)에 마련될 수도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분 분리부(12)는 영상 센싱부(40)에 마련되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본 발명의 영상 장

치를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42)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42A)의 블럭도로서, 영상 제어부(60), 주 제어부(62), 영

상 식별부(64), 표시부(66), 사용자 조작부(68) 및 발광부(70)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도 6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42A)는 영상 제어부(60), 주 제어부(62) 및 영상 식별부(64)만

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영상 제어부(60)는 입력단자 IN1을 통해 영상 센싱부(40)로부터 입력한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여 영상 처리하고, 영상

처리된 결과를 영상 신호로서 주 제어부(62)로 출력한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영상 제어부(60)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60A)의 블럭도로서, 제어 신호 발생부(90), 백색 밸런싱

(white balancing) 처리부(92) 및 성분 선택부(94)로 구성된다.

제어 신호 발생부(90)는 입력단자 IN2를 통해 주 제어부(62)로부터 제1 제어 신호(C1)를 입력하고, 입력한 제1 제어 신호

(C1)를 영상 센싱부(40)로 출력한다. 이 때, 도 6을 참조하면, 영상 제어부(60)는 제1 제어 신호(C1)를 출력단자 OUT3을

통해 영상 센싱부(40)로 출력한다. 영상 센싱부(40)는 영상 제어부(60A)의 제어 신호 발생부(90)로부터 입력한 제1 제어

신호(C1)에 응답하여 영상을 센싱한다. 즉, 제1 제어 신호(C1)를 통해 영상의 센싱이 요구된다고 인식되면, 영상 센싱부

(40)는 영상을 센싱한다. 또한, 제어 신호 발생부(90)는 주 제어부(62)로부터 제2 및 제3 제어 신호들(C2 및 C3)을 입력하

고, 제2 제어 신호(C2)를 백색 밸런싱 처리부(92)로 출력하고, 제3 제어 신호(C3)를 성분 선택부(94)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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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밸런싱 처리부(92)는 전기적인 신호에 포함된 가시 광선 성분을 입력단자 IN3을 통해 영상 센싱부(40)로부터 입력하

고, 입력한 가시 광선 성분을 제어 신호 발생부(90)로부터 입력한 제2 제어 신호(C2)에 응답하여 백색 밸런싱 처리하고,

백색 밸런싱 처리된 결과를 성분 선택부(94)로 출력한다. 이 때, 백색 밸런싱 처리부(92)는 제2 제어 신호(C2)에 응답하여

백색 밸런싱의 여부 및 백색 밸런싱의 정도를 결정한다.

성분 선택부(94)는 전기적인 신호에 포함된 적외선 성분을 입력단자 IN4를 통해 영상 센싱부(40)로부터 입력하고, 백색

밸런싱 처리부(92)로부터 백색 밸런싱 처리된 결과를 입력한다. 이 때, 성분 선택부(94)는 백색 밸런싱 처리된 결과 및 적

외선 성분중 하나를 제어 신호 발생부(90)로부터 입력한 제3 제어 신호(C3)에 응답하여 선택하고, 선택된 결과를 영상 신

호로서 출력단자 OUT5를 통해 주 제어부(62)로 출력한다.

한편, 도 6에 도시된 영상 식별부(64)는 주 제어부(62)를 통해 영상 제어부(60)로부터 영상 신호를 입력하고, 입력한 영상

신호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성분을 추출하며, 추출된 객체 성분을 인식한다. 나아가,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 식

별부(64)는 인식된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인증할 수도 있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영상 식별부(64)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64A)의 블럭도로서, 객체 성분 추출부(110), 데이타 베이

스(112), 인식부(114), 등록부(116) 및 인증부(118)로 구성된다.

도 8에 도시된 객체 성분 추출부(110)는 입력단자 IN5를 통해 주 제어부(62)를 통해 영상 제어부(60)로부터 입력한 영상

신호로부터 객체 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된 객체 성분을 인식부(114)로 출력한다. 객체 성분 추출부(110)는 객체의 추출 여

부를 나타내는 객체 추출 여부 신호를 등록부(116) 및 출력단자 OUT7을 통해 주 제어부(62)로 출력할 수도 있다.

인식부(114)는 객체 성분 추출부(110)에서 추출된 객체 성분의 스코어를 데이타 베이스(112)에 저장된 템플릿들을 이용

하여 산출하고, 산출된 스코어를 인증부(118)로 출력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도 5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42)에서 추출된

객체 성분은 사람의 얼굴 및 홍채중 적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객체 성분이 얼굴일 경우, 인식부(14)의 동작은

"Method and apparatus for extracting feature vector used for face recognition and retrieval"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2003년 10월 15일자로 출원된 미국 출원 일련 번호(serial number)10/685,002을 갖는 건에 개시되어 있다.

도 8에 도시된 데이타 베이스(112)는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을 저장한다.

이하, 도 8에 도시된 객체 성분 추출부(110) 및 인식부(114)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객체 성분이 얼굴 및 홍채라고 가정하지

만,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객체 성분 추출부(110)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110A)의 블럭도로서, 저장부(130), 얼굴 추출부

(132) 및 눈 추출부(134)로 구성된다.

도 9에 도시된 저장부(130)는 주 제어부(62)를 통해 영상 제어부(60)로부터 입력단자 IN6을 통해 입력한 영상 신호를 저

장한다. 즉, 저장부(130)는 일종의 버퍼링 역할을 한다. 이 때, 저장부(130)는 저장하고 있는 영상 신호에서 적외선 성분을

인식부(114)로 출력단자 OUT8을 통해 출력한다.

얼굴 추출부(132)는 저장부(130)로부터 입력한 저장된 영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추출하고, 추출된 얼굴을 인식부(114)로

출력단자 OUT9를 통해 출력한다. 이 때, 얼굴 추출부(132)는 영상 신호로부터 얼굴이 추출되었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얼굴 추출 여부 신호를 출력단자 OUT10을 통해 등록부(116)로 출력하는 한편, 저장부(130)로도 출력한다. 여기서, 얼굴

추출 여부 신호는 전술한 객체 추출 여부 신호에 해당한다. 얼굴 추출부(132)로부터 입력한 얼굴 추출 여부 신호를 통해 얼

굴이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면, 저장부(130)는 다음 프레임에 대한 영상 신호를 얼굴 추출부(132)로 출력한다.

눈 추출부(134)는 얼굴 추출부(132)로부터 입력한 추출된 얼굴로부터 눈을 추출하고, 추출된 눈을 출력단자 OUT11을 통

해 인식부(114)로 출력한다. 이 때, 눈 추출부(134)는 추출된 얼굴로부터 눈이 추출되었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눈 추출

여부 신호를 출력단자 OUT12를 통해 등록부(116)로 출력하는 한편, 저장부(130)로도 출력한다. 여기서, 눈 추출 여부 신

호는 전술한 객체 추출 여부 신호에 해당한다. 눈 추출부(134)로부터 입력한 눈 추출 여부 신호를 통해 눈이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면, 저장부(130)는 다음 프레임에 대한 영상 신호를 얼굴 추출부(132)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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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도 8에 도시된 인식부(114)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114A)의 블럭도로서, 얼굴 정규화부(150), 얼굴 템플릿 추

출부(152), 얼굴 스코어 산출부(154), 홍채 분리부(160), 홍채 정규화부(162), 홍채 템플릿 추출부(164) 및 홍채 스코어

산출부(166)로 구성된다.

도 10에 도시된 얼굴 정규화부(150)는 얼굴 추출부(132)로부터 입력단자 IN7을 통해 입력한 추출된 얼굴과 저장부(130)

로부터 입력단자 IN7을 통해 입력한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여 얼굴 영상을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얼굴 영상을 얼굴 템플릿

추출부(152)로 출력한다. 예를 들면, 얼굴 정규화부(150)는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여 얼굴의 히스토그램을 등화

(histogram equalization)시키는 작업등을 통해 정규화된 얼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얼굴 템플릿 추출부(152)는 얼굴

정규화부(150)로부터 입력한 정규화된 얼굴 영상에서 얼굴의 템플릿을 추출하고, 추출된 얼굴의 템플릿을 얼굴 스코어 산

출부(154)로 출력하는 한편, 출력단자 OUT13을 통해 등록부(116)로도 출력한다. 이 때, 얼굴 스코어 산출부(154)는 입력

단자 IN8을 통해 데이타 베이스(112)로부터 입력한 템플릿과 얼굴 템플릿 추출부(152)에서 추출된 얼굴의 템플릿을 비교

하고, 추출된 얼굴의 템플릿에 대한 스코어를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스코어를 출력단자 OUT14를 통

해 인증부(118)로 출력한다.

홍채 분리부(160)는 눈 추출부(134)로부터 입력단자 IN9를 통해 입력한 추출된 눈과 저장부(130)로부터 입력단자 IN9를

통해 입력한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여 눈 영상으로부터 홍채 영상을 분리하고, 분리된 홍채 영상을 홍채 정규화부(162)로

출력한다. 홍채 정규화부(162)는 홍채 분리부(160)로부터 입력한 분리된 홍채 영상을 정규화하고, 정규화된 홍채 영상을

홍채 템플릿 추출부(164)로 출력한다. 예를 들면, 홍채 정규화부(162)는 홍채의 엣지를 강조(enhancement)하고 홍채의

히스토그램을 등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정규화된 홍채 영상을 구할 수 있다. 홍채 템플릿 추출부(164)는 홍채 정규화부

(162)로부터 입력한 정규화된 홍채 영상에서 홍채의 템플릿을 추출하고, 추출된 홍채의 템플릿을 홍채 스코어 산출부

(166)로 출력하는 한편, 출력단자 OUT15를 통해 등록부(116)로도 출력한다. 홍채 스코어 산출부(166)는 입력단자 IN10

을 통해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입력한 템플릿과 홍채 템플릿 추출부(164)에서 추출된 홍채의 템플릿을 비교하고, 추출된

홍채의 템플릿에 대한 스코어를 비교된 결과에 상응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스코어를 출력단자 OUT16을 통해 인증부

(118)로 출력한다.

한편, 등록부(116)는 객체 성분 추출부(110)에서 초기 상태에서 추출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을 인식부(114)로부터 입력하

고, 인식부(114)로부터 입력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을 데이타 베이스(112)에 등록시킨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등록부(116)는 객체 성분 추출부(110)로부터 입력한 객체 추출 여부 신호를 통해 객체 성

분이 추출되었다고 인식되면, 인식부(114)로부터 입력한 추출된 템플릿들을 데이타 베이스(112)에 등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등록부(116)는 추출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들중에서 유효한 객체 성분의 템플릿들만을

데이타 베이스(112)에 등록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초기 상태에서 인증부(118)는 인식부(114)로부터 입력한 스코어를

임계값과 비교하고, 추출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이 유효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인가를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인증하고, 인

증된 결과를 등록부(116)로 출력한다. 이 때, 등록부(116)는 인증부(118)로부터 입력한 인증된 결과를 통해 인식부(114)

에서 추출된 템플릿이 유효한 템플릿인 것으로 인식되면, 추출된 템플릿을 유효한 객체 성분의 템플릿으로서 결정한다.

또는, 정상 상태에서, 인증부(118)는 인식부(114)로부터 입력한 스코어를 임계값과 비교하고, 추출된 객체 성분이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비교된 결과에 응답하여 인증하며, 인증된 결과를 출력단자 OUT6을 통해 주 제어부(62) 및 표시

부(66)로 각각 출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6에 도시된 주 제어부(62)는 영상 제어부(60)를 통해 제1 제어 신호(C1)를 이용하여 영상 센싱부

(40)를 제어하고, 제2 및 제3 제어 신호들(C2 및 C3)을 이용하여 영상 제어부(60)를 제어한다. 또한, 주 제어부(62)는 영

상 식별부(64)의 동작도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6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42A)는 표시부(66), 사용자 조작부(68) 및 발광부(70)를 더

마련할 수 있다.

표시부(66)는 주 제어부(62)로부터 영상 신호를 입력하고, 입력한 영상 신호에 상응하는 영상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주

된 역할을 한다. 게다가, 표시부(66)는 영상 식별부(64)에서 영상을 식별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도 있다. 사용자

조작부(68)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사용자 신호를 발생하고, 발생된 사용자 신호를 주 제어부(62)로 출력한다. 이를 위

해, 사용자 조작부(68)는 키 버튼(Button)(미도시) 따위로 구현될 수 있다. 이 때, 주 제어부(62)는 사용자 조작부(68)로부

터 입력한 사용자 신호에 응답하여, 영상 제어부(60), 영상 센싱부(40), 영상 식별부(64) 및 발광부(70)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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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주 제어부(62)는 사용자 조작부(68)로부터 입력한 사용자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제2 및 제

3 제어 신호들(C1, C2 및 C3)을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주 제어부(62)에서 발생되는 제1, 제2 및 제3 제어 신호들(C1, C2 및 C3)은 소정값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발광부(70)는 주 제어부(62)의 제어하에, 적외선 및 가시광선중 적어도 하나를 출력단자 OUT4를 통해 영상으로 발

광한다. 예를 들어,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처리부(42)에서 식별되는 영상의 객체 성분이 홍채일 경우, 발광부

(70)는 적외선 성분을 영상으로 발광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의하면, 카메라와 컴퓨터가 연결된 상황에서 본 발명이 적용될 경우, 도 5에 도시된 영상 센싱부(40)

및 도 6에 도시된 영상 제어부(60)는 카메라 등에 속하고, 주 제어부(62), 영상 식별부(64), 표시부(66), 사용자 조작부(68)

및 발광부(70)는 컴퓨터에 속할 수 있다. 또는, 카메라와 컴퓨터가 일체화된 독립형(standalone) 장치에서 본 발명이 적용

될 경우, 도 5에 도시된 영상 센싱부(40) 및 영상 처리부(42 또는 42A)는 독립형 장치에 속할 수 있다.

이하, 영상을 센싱하고 센싱된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을 식별하는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식별 방법을 첨부

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식별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영상을 인증하고자 할 때 영상을 센싱

하는 단계(제180 및 제182 단계들), 추출된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검사하는 단계(제184 ~ 제190 단계들)

및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grab)하는 단계(제192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11에 도시된 영상 식별 방법은 도 5에 도시된 영상 장치가 정상 상태일 때 수행되며, 이를

위해 초기 상태에서, 허용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이 데이타 베이스(112)에 사전에 등록된다고 가정한다.

먼저, 영상을 인증할 것인가를 판단한다(제180 단계). 도 5에 도시된 영상 장치는 영상을 인증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고 영

상을 촬영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만일, 영상을 인증할 것으로 판단되면, 영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성분과 적외선

성분을 함께 광학적으로 센싱하고,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한다(제182 단계). 예를 들면, 제182 단계에서, 객

체 성분이 홍채일 경우, 도 6에 도시된 발광부(70)는 주 제어부(62)의 제어하에 적외선 성분을 영상으로 발광하고, 주 제어

부(62)는 영상 센싱부(40)에서 원하는 영상이 센싱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원하는 영상이 센싱되었다고 인식되면, 발광부

(70)의 발광 동작을 중지시킨다.

도 11에 도시된 제180 및 제182 단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사용자 조작부(68)는 영상을 인증하고자 하는 사

용자 또는 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사용자 신호를 발생하고, 발생된 사용자 신호를 주 제어부

(62)로 출력한다. 이 때, 주 제어부(62)는 사용자 신호에 응답하여 제1 제어 신호(C1)를 영상 제어부(60)를 통해 영상 센싱

부(40)로 출력한다. 따라서, 영상 센싱부(40)는 주 제어부(62)로부터 영상 제어부(60)를 통해 입력한 제1 제어 신호(C1)에

응답하여 제182 단계를 수행한다.

제182 단계후에, 영상 처리부(42)는 영상 센싱부(40)로부터 입력한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영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객

체 성분이 추출되는가를 판단한다(제184 단계). 이를 위해, 주 제어부(62)는 영상 식별부(64) 예를 들면 도 8에 도시된 객

체 성분 추출부(110)로부터 출력되는 객체 추출 여부 신호를 입력하고, 입력한 객체 추출 여부 신호를 통해 제184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인식부(114)는 객체 성분 추출부(110)로부터 추출된 객체 성분이 입력될 때 객체 성분이 추출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객체 성분이 얼굴 및 홍채인 경우, 제182 단계후에,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얼굴이 추출되었는가를 판단하고, 전

기적인 신호로부터 얼굴이 추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추출된 얼굴로부터 눈이 추출되었는가를 판단한다(제184 단계). 만일,

영상에서 객체 성분이 추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영상 처리부(42)는 추출된 객체 성분이 사전에 등록된 허용된 객체 성분인

가를 판단한다(제186 단계).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제186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스코어를 구하는 단계(제200 단계)

및 스코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단계(제202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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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도시된 인식부(114)는 객체 성분 추출부(110)에서 객체 성분이 추출되는가를 검사한다. 이 때, 객체 성분 추출부

(110)에서 객체 성분이 추출되어 입력된다고 인식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인식부(114)는 추출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을 추

출하고, 추출된 템플릿을 사전에 저장된 객체 성분의 템플릿과 비교하여, 추출된 객체 성분의 스코어를 구한다(제200 단

계).

제200 단계후에, 인증부(118)는 인식부(114)에서 산출된 스코어를 이용하여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인가를 판단한

다. 즉, 인증부(118)는 스코어가 임계값 보다 큰가를 판단한다(제202 단계). 여기서, 스코어가 임계값보다 크다는 것은, 객

체 성분이 사전에 허용된 객체 성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객체 성분이 홍채 및 얼굴이라고 가정할 경우, 제202 단계에서, 인증부(118)는 홍채의 스코어를 홍채에 대한

임계값과 비교하고 얼굴의 스코어를 얼굴에 대한 임계값과 비교하는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또는, 인증부(118)

는 홍채의 스코어를 홍채에 대한 임계값과 비교하는 동작을 얼굴의 스코어를 얼굴에 대한 임계값과 비교하는 동작보다 먼

저 수행할 수도 있다. 또는, 인증부(118)는 홍채의 스코어를 홍채에 대한 임계값과 비교하는 동작을 얼굴의 스코어를 얼굴

에 대한 임계값과 비교하는 동작보다 나중에 수행할 수도 있다.

만일, 추출된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인 것으로 판단되면, 영상이 인증된 영상인 것으로 결정한다(제188 단계). 그러

나,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객체 성분이 추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상이 인증된 영상

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다(제190 단계). 본 발명에 의하면, 제188 및 제190 단계들은 도 6에 도시된 주 제어부(62)에서 수

행될 수 있다. 즉, 주 제어부(62)는 인증부(118)로부터 출력단자 OUT6을 통해 출력되는 인증된 결과를 입력하고, 입력한

인증된 결과를 통해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인 것으로 인식되면, 제188 단계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 제어부(62)는

입력한 인증된 결과를 통해 객체 성분이 허용된 객체 성분이 아니라고 인식되면 제190 단계를 수행한다. 또한, 주 제어부

(62)는 객체 성분 추출부(110)로부터 입력한 객체 추출 여부 신호를 통해 객체 성분이 추출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면, 제

190 단계를 수행할 수도 있다.

만일, 영상을 인증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할 것으로 판단되면,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한다(제192 단계). 이를 위해, 영상 센

싱부(40)는 영상을 센싱하고, 영상 처리부(42A)의 영상 제어부(60)는 센싱된 결과를 이용하여 영상 신호를 생성하여 주

제어부(62)로 출력한다. 이 때, 주 제어부(62)는 영상 신호를 표시부(66)로 출력하고, 표시부(66)는 주 제어부(62)로부터

입력한 영상 신호에 해당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전술한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및 그의 실시예들과 도 11에 도시된 영상 식별 방법은 전

술한 바와 같이 객체 성분 예를 들면 얼굴 및/또는 홍채를 인식 및/인증하기 위해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는,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는 컬러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함께 촬영하는 컬러 및 적외선 카메라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게다가, 홍채를 인식하는 카메라와 컬러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별도로 마련하는 종래와 달리,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

치는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객체 성분을 인식할 수도 있고 컬러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

치는 휴대폰과 같은 이동 단말 장치, 범인들의 얼굴과 범인들의 인적 사항을 서로 비교하는 범인 식별 장치 또는 공항에서

여권과 얼굴을 서로 대조하는 공항 이용객 식별 장치, 생체 인증을 통한 출입문 단말 장치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객체 대상인 홍채 및 얼굴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는,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여 영상의 객체가 사진속의 영상인가 실물의 영상인가를 구분하는 데 적용될 수도 있다.

적외선 조명과 센서가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영상을 사용해서 인식할 때, 조명에 강인한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

해서 전술한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및 그의 영상 식별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 및 그의 영상 식별 방법은 종래보다 공정상으로 훨

씬 더 쉽게 적외선 성분 셀을 구현할 수 있고, 적외선 성분을 이용하지 않고 영상의 객체 성분 예를 들면 얼굴등을 식별하

는 종래의 방법이 얼굴 주변의 조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비할 때, 구현된 적외선 필터를 이용하여 센싱된 영상의 적

외선 성분을 이용하므로 객체의 주변 조명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객체 성분을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홍채를 인식하

기 위해 영상 촬영 카메라 이외에 홍채 인식용 카메라를 별도로 요구하는 종래와 달리, 적외선 성분과 가시광선 성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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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투과시키는 영상 센싱부(40)를 이용하여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홍채 식별의 기능 뿐만 아니라 컬러 영상을 획득하는 기

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즉, 두 가지의 기능들을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장비를 소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광학적으로 센싱한 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장치의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영상 어레이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 (a) ~ (f)들은 도 2에 도시된 단위 셀들이 배열될 수 있는 패턴들의 실시예들을 나타내는 도면들이다.

도 4 (a) 및 (b)는 도 2에 도시된 단위 셀들이 배열될 수 있는 패턴들의 다른 실시예들을 나타내는 도면들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영상 처리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영상 제어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8은 도 6에 도시된 영상 식별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객체 성분 추출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0은 도 8에 도시된 인식부의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영상 식별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제186 단계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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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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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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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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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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