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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

이 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는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와 선형 판별 분석(LDA)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장치는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검출부, 상기 얼굴 영상 정보로부터 분석 대상이 될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 상기 부

분 영상 정보로부터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추출하는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하여 상기 얼굴의 최종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선형 판별 분석부, 상기 최종 특징 정보와 기 저장된 최종

특징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식 대상의 얼굴에 상응하는

최종 특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의 판단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 선형 판별 분석(LDA), 얼굴, 인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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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 정보의 프로토타입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아다부스트(AdaBoost)에 의해 수행되는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분 영상 정보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실험에서 추출된 인식률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실험에서 추출된 인식률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0 : 입력부

  421 :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

  423 :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

  425 : 아다부스트 추출부

  427 : 선형 판별 분석부

  430 :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

  440 : 저장부

  450 :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 및 LDA를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상 처리와 패턴 인식에 있어서, 인간의 얼굴은 시각적인 판별과 신원 확인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영상 처리 방법

은 얼굴 검출 과정과 얼굴 인식 과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얼굴 검출은 영상 신호에서 얼굴의 위치, 즉 얼굴이 표시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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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파악하여 얼굴과 배경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얼굴인식의 전처리 과정이다. 얼굴 검출은 생체인식, 영상회의, 무인감

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얼굴 인식은 음성인식 기술과 더불어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이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과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동일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얼굴 인식 방법으로는 기하학적인 특징값 기반, 템플릿 기반, 모델 기반 방법 등이 있다. 이런 방법에는 주로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선형 판별 분석)와 같은 통계학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LDA 기법을 이용한 기술은 얼굴 영상들을

가장 잘 분리 할 수 있는 기저 평면으로 투영시켜서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한 사람의 얼굴에 대하여 존재하는 변

화에 대한 정보와 다른 사람과의 얼굴에 대하여 존재하는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판별식을 만드는 방식이다. LDA 기법은 얼굴 영상의 값을 직접 사용하여 접근하기 보다 특징 값의 개수를

축소하고 강인함을 높이기 위하여 보통 PCA를 병합하여 이용한다.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통계적 방법

을 얼굴 인식분야에 응용한 것으로서, 많은 얼굴 이미지에서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각

얼굴을 나타내는 특징 정보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PCA를 이용하는 경우 얼굴 인식에 필요한 기저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연산량을 요구하므로 속도가

저하된다. 최근 얼굴 인식 기술은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하여 속도 개선을 위해 입력 패턴을 잘 표

현하면서도 연산량이 적은 얼굴 인식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주위 조명의 영향에 구애 받지 않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001년 2월에 Viola가 처음 얼굴 검출에서 사용한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는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인식자

로 쓰인다. 이는 픽셀 자체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개별 영역 안에 있는 픽셀들의 값을 더하여 간단한 영역합을 구하고 그 값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을 계산함으로써 하

나의 특징 정보를 구한다.

  도 1은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 정보의 프로토타입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이미지에서 모서리

의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프로토타입(110, 115, 120, 125), 이미지에서 선의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프로토타입(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이 도시 되어 있다.

  모서리의 특징 정보를 나타내는 프로토타입(110)은 24*24 윈도우에서 다른 위치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 확장을

하였을 때, 43,200개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징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가중치

  RecSum(ri) : 사각형 ri의 넓이

  위의 내용은 레이너 린하트(Rainer Lienhart)와 조헨 메이드(Jochen Mayd)가 2002년 9월 발표한 "빠른 물체 인식에 대

한 하 라이크 피춰의 확장된 세트(An Extended Set of Haar-like Features for Rapid Object Detection)"의 논문에 자세

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아다부스트(AdaBoost)에 의해 수행되는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부스트(Boost)는 데이터들로부터 결과를 도출할 경우 약한 선택 기준들을 합쳐서 정확도가 높은 선택 기준을 만들어 주

는 알고리즘이다.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Boost 알고리즘이며, 단순하면서도 효율

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도 2를 참조하면, 아다부스트 학습 알고리즘은 추출된 특징 정보들(210)을 단계별(220, 230,

240)로 그룹화한다. 각각의 단계에서 부적합 것으로 판별된 특징들은 선택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250)로 분류되어지

며, 각각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얼굴 인식에 결정적인 특징 정보들이 추출된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하 라이크 피춰 정보와 아다부스트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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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목적은 하 라이크 피춰 및 선형 판별 분석(LDA)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여 얼굴 인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위 조명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얼굴 인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는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얼굴 영상에 특정 부위를 설정하고 그 부위에 대한 특징 정보를 생성하여, 가변성이 많은 부위

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지 않음으로써 얼굴 인식률을 높이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은 이하에 서술되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와 선형 판별 분석

(LDA)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장치를 제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와 선형 판별 분석(LDA)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

하는 장치는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검출부, 상기 얼굴 영상 정보로부터 분석 대상이 될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 상기 부분 영상 정보로부터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추출하는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하여 상기 얼굴의 최종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선형

판별 분석부, 상기 최종 특징 정보와 기 저장된 최종 특징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식 대상의 얼굴에 상응하는 최종 특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의 판단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검출부는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할 수 있고,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

로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얼굴 영상 정보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아다부스트 추출부를

더 포함하되, 상기 선형 판별 분석부는 상기 아다부스트 추출부에서 추출된 특징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부분 영상 정보는 사람의 얼굴에서 머리카락과 목 부위를 제외한 영상 정보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는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에 에프엘시(FLC : Fast Lighting Correction)를 수행-

에프엘시는 영상의 밝기 값에서 그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서 밝기 성분을 정규화함-할 수 있으며,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의 이미지를 좌우 반으로 나누어 좌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와 우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를 서로 겹쳐서 원래 이미

지의 정보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는 상기 얼굴 영상의 눈 위치를 기준으로 상

기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와 선형 판별 분석

(LDA)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와 선형 판별 분석(LDA)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

하는 방법은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얼굴 영상 정보로부터 분석 대상이 될 부분 영

상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부분 영상 정보로부터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하여 상기 얼굴 영상 정보의 최종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최종 특징 정

보와 기 저장된 최종 특징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

할 수 있고,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얼굴 영상

정보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추출된 특징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에 에프엘시(FLC : Fast Lighting Correction)를 수행하는 단계-에프엘시는 영상의 밝

기 값에서 그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서 밝기 성분을 정규화함-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의 이

미지를 좌우 반으로 나누어 좌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와 우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를 서로 겹쳐서 원래 이미지의 정보에 가

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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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전체적인 구성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인식 대상인

사람의 얼굴(310), 얼굴 인식 장치(320),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330), 인식 결과를 나타내는 출력부

(340), 사용자 버튼(350)이 도시 되어 있다.

  인식 대상인 사람의 얼굴(310)에 대한 특징 정보는 얼굴 인식 장치(320)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저장되어 있으

며, 본 발명에 따른 얼굴 인식 장치에 의해 특징 정보가 추출되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특징 정보와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

를 판별한다. 카메라(330)는 사람의 얼굴(310)을 촬영하며, 얼굴의 검출 및 인식이 하도록 영상 정보를 제공한다. 출력부

(340)는 인식 결과를 표시하며, 바람직하게는 카메라(330)로부터 수신한 얼굴 이미지를 외부에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 버

튼(350)은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다수의 버튼을 구비하는데, 예를 들어, 리셋 버튼, 재시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검출부(410), 특징 정보

추출부(420),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421),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423), 아다부스트 추출부(425), 선형 판별 분석부

(427),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430), 저장부(440), 출력부(450)가 도시 되어 있다.

  검출부(410)는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421)에 연결되어 있고,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인식 대상의 얼굴 이미지를 수신하여

배경으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420)에 전송한다. 검출부(410)에서는

얼굴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얼굴을 검출할 수 있다. 특징 정보 추출부(420)는 부분 영

상 정보 추출부(421),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423), 아다부스트 추출부(425), 선형 판별 분석부(427)로 구분된다.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421)는 검출부(410)에 연결되어 있고, 검출부(410)에서 생성한 얼굴 영상 정보 중 가변성이 적고

특징이 강하여 분석 대상이 될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한다. 즉, 사람의 머리카락, 목 등은 가변성이 많거나 특징이 되지 않

으므로, 촬영된 얼굴 이미지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을 추출한다.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423)는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421)에 연결되어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간단한 덧셈 연산만을 이

용하여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이는 PCA에 비해 계산 과정이 현저히 적고 트레이닝 셋에 상관없이 특징값을 뽑는데 일정

한 시간만이 요구된다. 아다부스트 추출부(425)도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얼굴 인식에 결정적인 특

징 정보들이 추출된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얼굴 인식을 위하여 트레이닝 셋의 얼굴 영상 정보를 기준으로 질의된 얼굴의

정보에 대한 결정적인 특징 정보들을 추출한다.

  선형 판별 분석부(427)는 아다부스트 추출부(425) 또는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423)에 연결되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

의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판별식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각각의 패턴이 가장 잘 구별될 수 있는 분할 면을 생성하고 이

러한 분할 면으로 투영된 특징 값으로 패턴을 판단한다.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는 선형 판별 분석(LDA)의 입력으로

사용되고, 특징 정보를 트레이닝하여 선형 판별 분석의 기저 벡터를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기저 벡터를 통하여 데이터

셋안에서 얼굴 영상들의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의 특징 정보를 얻는다.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430)는 선형 판별 분석부(427)와 저장부(440)에 연결되고,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의 계

수들 간에 유클리디언 거리를 사용하며, 그 거리가 가장 작은 얼굴 영상이 그 질의한 영상과 동일한 인물의 얼굴로 판단된

다.

  유클리디언 거리는 다음과 같다.

  

  : 유클리디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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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한 얼굴 이미지의 i번째 특징값

  : 데이터 셋 얼굴 이미지의 i번째 특징값

  저장부(440)는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430)에 연결되고, 미리 얼굴 영상에서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의 계수를 추

출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출력부(450)는 입력부(410)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출력하는 화면이며,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

(430)에서 판단한 내용을 출력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는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

른 부분 영상 정보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인식 대상인 사람의 얼굴(510, 610), 추

출된 부분 영상(520),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620)가 도시 되어 있다.

  추출된 부분 영상(520)은 가변성이 많은 머리카락이나 특징이 없는 목 등의 영상은 제외하고, 얼굴 영상의 눈 위치를 기

준으로 추출한다. 이는 저장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 눈 위치에 대하여 정규화 되어 있으므로, 특징 정보간의

수월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620)는 모서리의 특징 정보, 선의 특징 정보를 나타내며, 특징 정보들은 윈도우에서 X와 Y방

향으로 최대 24*24 까지 크기가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특징 정보는 윈도우에서 위치할 수 있는 여러 경우로 자유롭게 변하

기 때문에 많은 특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 6를 참조하면, 선의 특징 정보(620)가 도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험

  이상에서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 의 일반적인 구성을 설명하였으며, 이하에서

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에 대해 실시한

구체적인 실험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3가지 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첫번째 실험은 특징 정

보 수의 변화에 따른 PCA/선형 판별 분석과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의 인식률에 대한 실험이다. 두 번째 실험은 하

라이크 피춰 정보의 개수에 따른 인식률에 대한 실험이다. 세 번째 실험은 트레이닝 시간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얼굴 영상을

검색한 시간에 대한 실험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 구성도이다.

  실험은 2000장의 데이터 셋에서 3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수행하였다. 도 7을 참조하면, 사람별로 5장씩의 영상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약간의 표정의 변화, 포즈 변화 및 조명의 변화가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46*56 크기의 그레이 영상으로서 각 영상들은 눈의 위치에 대해서 정규화 되어 있다. 트레이닝 과정을 통하여 선형 판별

분석의 기저 벡터를 뽑아냈으며 이를 이용하여 테스트 셋으로부터 특징 정보를 뽑아냈다. 테스트 셋은 각 사람마다 3개의

영상 이미지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나머지 2개의 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

중 유클리디안 거리가 가장 작은 사람이 1순위로 뽑혔을 때 질의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조사해서 얼굴 인식률을 조사하

였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실험에서 추출된 인식률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는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의 특징 정보의 개수와 PCA/선형 판별 분석의 특징 정보의 개수를 동일하게 변화시

켰을 때의 얼굴 인식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얼굴 인식에 사용된 특징 정보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인

식률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5개 이상의 특징 정보의 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식률이 98% 정도의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 라이크 피춰의 수 많은 프로토타입이 아다부스트 학습 알고리즘을 통하

여 얼굴을 가장 잘 표현하는 특징 정보로 추출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에 의하면 PCA/선형

판별 분석에 의할 때와 얼굴 인식률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실험에서 추출된 인식률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는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에 의할 때, 하 라이크 피춰 정보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얼굴의 인식률 변화를 측정

한 결과이다. 이 때, 선형 판별 분석에 의해 추출된 특징 정보의 개수는 50개로 고정하였다. 도 9를 참조하면, 하 라이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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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 정보의 개수를 50개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률이 98%로 일정하였으나, 50개 미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률이 일직선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얼굴 인식에서 얼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 라이크 피춰 정

보의 개수를 50개 이상 사용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다음 표는 PCA/선형 판별 분석과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에서의 트레이닝 속도를 비교한 표이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  트레이닝 속도

 PCA/선형 판별 분석  8분 25초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  37.5초

  [표 1] PCA/선형 판별 분석과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에서의 트레이닝 속도 비교

  이 실험에서는 두 알고리즘 모두에 대하여 특징 정보의 개수를 83개 사용하였고, 동일한 얼굴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표1

을 참조하면, PCA/선형 판별 분석을 사용한 경우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트레이닝 속도가 약

1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 라이크 피춰 정보는 단순히 덧셈 연산을 통하여 빠르게 구해질 수 있는 반면,

PCA는 기저 벡터를 구하기 위하여 큰 차원의 행렬연산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레이닝 속도

는 실시간으로 얼굴 인식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다음 표는 PCA/선형 판별 분석과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에서의 검색 속도를 비교한 표이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  검색 속도

 PCA/선형 판별 분석  1181 ms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  93 ms

  [표 2] PCA/선형 판별 분석과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에서의 검색 속도 비교

  이 실험은 PCA/선형 판별 분석과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에 의하여 특징 정보를 추출한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특징 정보와 비교하여 질의한 얼굴과 동일 인물의 이미지를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것이

다. 표2를 참조하면, PCA/선형 판별 분석을 사용한 경우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검색 속도가

약 13배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100명의 사람을 임의로 추출하였고, 각 사람마다 5장의 사진이 있으며,

이 중 3장의 얼굴 사진에 대해서는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고, 나머지 2장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

여 질의를 하였다. 이는 PCA/선형 판별 분석을 거쳐서 나온 기저 벡터는 이미지의 가로, 이미지의 세로, 선형 판별 분석에

서 추출한 특징 정보의 개수를 모두 곱한 행렬이 되기 때문에 입력 영상이 들어온 경우 복잡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의 경우에는 하 라이크 피춰 정보의 개수에 선형 판별 분석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의 개수를

모두 곱한 행렬이 되기 때문에 PCA/선형 판별 분석에 의할 때보다 검색 속도가 빠르다.

  얼굴인식의 절차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단계 S1010에서, 질의된 얼굴 이미지를 수신하고 사람의 얼굴을 배경과 구별하여 검출하며,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로 전송한다. 단계 S1020에서는 수신한 얼굴 영상 이미지에서 얼굴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 즉, 머리카락, 목 등을 제외한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하 라이크 피춰 정보 추출부에 전송한다.

  단계 S1030에서, 부분 영상 정보로부터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추출하고, 단계S1040에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로부터

아다부스트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더 강력한 얼굴 영상 특징 정보를 추출하며, 단계 S1050에서, 추출된 얼굴 영상 특

징 정보를 바탕으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하여 최종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단계 S1060에서, 선형 판별 분석을 통해 추출된 최종 특징 정보와 저장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최종 특징 정보를 검색,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개특허 10-2005-0112219

- 7 -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얼굴 인식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제1실시예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단계 S1130에서, 부분 영상 추출부는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에 대해 빛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

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번째는 질의 대상인 얼굴 전체의 조명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얼굴 영상 정보에 FLC(Fast Lightning Correction)을 수행한다. 이 FLC는 영상의 밝기 값에 평균을 빼고 분산을 나눠서

밝기 성분을 정규화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은 레이너 린하트(Rainer Lienhart)와 조헨 메이드(Jochen Mayd)가 2002년 9월 발표한 "빠른 물체 인식에 대

한 하 라이크 피춰의 확장된 세트(An Extended Set of Haar-like Features for Rapid Object Detection)"의 논문에 자세

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두번째는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비추는 조명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서로 겹쳐서 원래 이미지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과정이다. 위와 같은 전처리를 이용하여 조명의 영향

을 최소화함으로써 질의한 얼굴에 대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하 라이크 피춰/선형 판별 분석을 이용한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은 얼굴 인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효과는 주위 조명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얼굴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는 얼굴 영상에 특정 부위를 설정하고 그 부위에 대한 특징 정보를 생성하여, 가변성이 많은 부위

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지 않음으로써 얼굴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와 선형 판별 분석(LDA)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장치에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검출부;

  상기 얼굴 영상 정보로부터 분석 대상이 될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

  상기 부분 영상 정보로부터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추출하는 하 라이크 피춰 추출부;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하여 상기 얼굴의 최종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선형 판별 분

석부;

  상기 최종 특징 정보와 기 저장된 최종 특징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식 대상의 얼굴에 상응하는 최종 특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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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특징 정보 비교 판단부의 판단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부는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얼굴 영상 정보의 특

징 정보를 추출하는 아다부스트 추출부를 더 포함하되,

  상기 선형 판별 분석부는 상기 아다부스트 추출부에서 추출된 특징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영상 정보는 사람의 얼굴에서 머리카락과 목 부위를 제외한 영상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는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에 에프엘시(FLC : Fast Lighting Correction)를 수행하는 것-에프엘시는 영상의 밝기 값에

서 그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서 밝기 성분을 정규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는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의 이미지를 좌우 반으로 나누어 좌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와 우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를 서로

겹쳐서 원래 이미지의 정보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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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부분 영상 정보 추출부는

  상기 얼굴 영상의 눈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8.

  하 라이크 피춰(Haar-like feature)와 선형 판별 분석(LDA)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얼굴 영상 정보로부터 분석 대상이 될 부분 영상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부분 영상 정보로부터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을 하여 상기 얼굴 영상 정보의 최종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

계; 및

  상기 추출된 최종 특징 정보와 기 저장된 최종 특징 정보를 비교하여 동일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을 검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하 라이크 피춰 정보를 기초로 아다부스트(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얼굴 영상 정보의 특

징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추출된 특징 정보를 기초로 선형 판별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에 에프엘시(FLC : Fast Lighting Correction)를 수행하는 단계-에프엘시는 영상의 밝기 값

에서 그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서 밝기 성분을 정규화함-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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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출된 부분 영상 정보의 이미지를 좌우 반으로 나누어 좌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와 우측 이미지의 영상 정보를 서로

겹쳐서 원래 이미지의 정보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얼굴 인식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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