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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생체 얼굴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얼굴 검출부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하고, 생체 판단부는 조명

의 위치 변화에 따른 상기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써,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 얼굴인지 종이에 인쇄된 얼굴인지 구별할 수 있

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얼굴 검출부; 및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상기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

람의 얼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생체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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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검출부는 에이다부스트(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눈 영역을 검출하는 눈 검출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생체 판단부는 상기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 및 상기 눈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을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

이 실제 사람의 얼굴 영상인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눈 검출부는 정규화된 템플릿 매칭(normalized template matching) 방법의 응용된 모델인 다중 블록 매칭(multi-

block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얼굴 영영에서 눈의 위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판단부는 상기 조명의 위치 변화 전 후의 각각에 대한 상기 얼굴 영역의 영상을 소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흑과 백

의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한 후 상기 이진화 영상의 차이를 기초로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하고, 상기 반사 패턴의 변

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이 실제 사람의 영상인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판단부는,

상기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양 눈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양 눈 영역간의 거리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얼굴 영역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움직임 판단부;

상기 얼굴 영역의 움직임이 없으면 서로 다른 위치의 조명을 통해 촬영된 입력 영상의 얼굴 영역에 대한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하고, 상기 얼굴 영역의 움직임이 있으면 상기 움직임에 따른 상기 얼굴 영역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

하는 패턴 측정부; 및

상기 측정된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이 실제 사람의 얼굴 영상인지 파악하는 생체 얼굴 파악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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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턴 측정부는 상기 얼굴 영역에서 눈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눈에 대한 히스토그램 밝기 분포를 넓은 영역으로 평

활화한 후 소정 임계치를 기준으로 상기 눈의 영상을 흑과 백의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 후 모폴로지 기법(morphological

operation)의 팽창 및 침식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상기 눈의 빛의 반사 패턴을 측정하고,

상기 생체 얼굴 파악부는 유클리드 거리 척도(euclidean distance measure)를 이용하여 상기 눈의 빛 반사 패턴 영상과

미리 저장된 기준 이미지와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상기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 얼굴인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청구항 8.

(a)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b)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상기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에이다부스트(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눈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b) 단계는 상기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 및 상기 눈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을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이

실제 사람의 얼굴 영상인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정규화된 템플릿 매칭(normalized template matching) 방법의 응용된 모델인 다중 블록 매칭(multi-

block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얼굴 영영에서 눈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조명의 위치 변화 전 후의 각각에 대한 상기 얼굴 영역의 영상을 소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흑과 백의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한 후 상기 이진화 영상의 차이를 기초로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하고, 상기 반사 패턴의 변화

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이 실제 사람의 영상인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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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양 눈 영역을 검출하고, 상기 양 눈 영역간의 거리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얼굴 영역의 움

직임을 판단하는 단계;

(b2) 상기 얼굴 영역의 움직임이 없으면 서로 다른 위치의 조명을 통해 촬영된 입력 영상의 얼굴 영역에 대한 빛의 반사 패

턴의 변화를 측정하고, 상기 얼굴 영역의 움직임이 있으면 상기 움직임에 따른 상기 얼굴 영역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 및

(b3) 상기 측정된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이 실제 사람의 얼굴 영상인지 파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는 상기 얼굴 영역에서 눈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눈에 대한 히스토그램 밝기 분포를 넓은 영역으로 평활

화한 후 소정 임계치를 기준으로 상기 눈의 영상을 흑과 백의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 후 모폴로지 기법(morphological

operation)의 팽창 및 침식 영상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상기 눈의 빛의 반사 패턴을 측정하고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b3) 단계는 유클리드 거리 척도(euclidean distance measure)를 이용하여 상기 눈의 빛 반사 패턴 영상과 미리 저

장된 기준 이미지와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상기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 얼굴인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 얼굴 인식 방법.

청구항 15.

제 8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생체 얼굴 인식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

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생체 얼굴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 얼굴인

지 사진인지 파악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얼굴인식 방법은 크게 얼굴의 기하학적 정보를 이용하는 특징 기반 방법과 학습 영상 집합에 의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외형기반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얼굴인식 기술로는 고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저차

원 공간의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줄이는 투영방법으로서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Eigenfaces), 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및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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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는 모든 데이터의 퍼짐(scatter)을 최대화하는 벡터를 기저벡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투영된 저차원 공간의 데이터로부터 다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로 복원하는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PCA는 데이터 공

분산 행렬의 고유값(eigenvalue) 순으로 얻어진 서로 직교(orthonormal)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들을 기저벡터로 사

용하여 데이터를 나타낸다. 반면, ICA는 데이터의 독립성분을 계산하여 데이터를 표현하며 투영된 데이터들 사이의 통계

적인 독립성을 최대화하는 부공간을 찾는 방법이다. LDA는 PCA를 적용하여 구하여진 축소된 벡터 공간에서 인식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굴 벡터들에 대해 클래스 내 분산은 최소로, 클래스 간 분산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선형 변환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상기한 종래의 얼굴인식 기술은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사진의 얼굴인지 판별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다.

종래의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사진과 실제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입력 영상에서 얼굴 구성요소의 움직임을 검출

하거나 입력된 영상의 배경 이미지와 기준 영상의 배경 이미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

은 움직임과 배경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또는 얼굴사진을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력 영상

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사진의 얼굴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영상 입력 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얼굴 영상이 실제 사람 얼굴인지 사진인지를 구

분하며, 특히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사람 얼굴을 구분할 수 있는 생체 얼굴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생체 얼굴 인식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

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장치의 일 실시예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얼굴 검출부; 및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상기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상

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생체 판단부;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방법의 일 실시예는, (a) 입력 영상으로부터 얼굴 영

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b)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상기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상기 입력 영

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Y

이로써,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 얼굴인지 종이에 인쇄된 얼굴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생체 얼굴 인식 장치는 얼굴 검출부(100), 눈 검출부(110), 생체 판단부(120) 및 얼굴 인식부(130)로 구

성된다.

얼굴 검출부(100)는 조명을 포함하는 CCTV, CCD, 화상 카메라 또는 적외선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 입력되는 연속 입

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 입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종래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얼굴 검출부(100)는 에이다부스트(AdaBoost:Adaptive Boost Learning Filter)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단

얼굴 분류기(cascaded face classifier)를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

종래의 얼굴 검출 방법은 움직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움직여야 하거나, 색상 정보에서 살색영역추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컬러 카메라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명변화와 인종, 피부색에 민감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 AdaBoost를 이용한 Cascaded Face Classifi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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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Boost를 이용한 Cascaded Face Classifier 알고리즘은 클래스 내의 변화가 매우 심한 경우에 클래스의 분류를 위해

복잡한 형태의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를 필요로 한다. AdaBoost 알고리즘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분류기 학습

알고리즘으로, 여러 약한 분류기(weak classifier)들의 조합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강한 분류기(strong classifier)를 생성

해내는 방식이며 얼굴 검출을 위한 분류기 학습에 적합하다.

AdaBoost를 이용한 Cascaded Face Classifier 알고리즘은 움직임 정보와 색상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흑백

카메라에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제약을 주지 않고도 고속으로 얼굴 검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눈 검출부(110)는 얼굴 검출부(100)에서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눈의 위치를 찾는다. 본 발명은 검출된 얼굴 영상을 정규화

화는 기준으로 눈을 사용한다. 눈 검출부(110)는 안경 착용과 얼굴 회전, 눈 감음 등의 조건에서 정확히 눈의 위치를 파악

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다중 블록 매칭(MMF:Multi-Block Matching) 기법을 이용한다.

MMF는 정규화된 템플릿 매칭(Normalized Template Matching) 기법의 응용된 모델로서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 패턴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중 대표 영상을 만든 다음 이미지 기반 템플릿 매칭(Image

based Templage Matching)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눈 검출부(110)는 MMF를 이용하여 눈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사이즈

와 조명, 회전 등을 미리 계산하여 템플릿으로 보유하고 이 템플릿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과 템플릿 매칭을 수행함으로써

눈의 위치를 검출한다.

구체적으로, 눈 검출부(110)는 MMF 기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복수 개의 눈 후보를 이용하여 가상의 얼굴 영상을 생성하고

그 중에 실제 얼굴이 들어 있는 후보를 선택해 나간다.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류기(classifier)는 대규모 얼

굴 DB를 대상으로 K-Mean Clustering 방식을 사용하므로 저해상도 고속 눈 검출이 가능하다.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은 구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K라 하며, 처음부터 K 개의 중심벡터를 설정해두고 이

벡터들을 기준으로 하여 클러스터링하고, 클러스터링 된 결과로부터 중심 벡터들을 재설정하는 반복적인 방식의 알고리즘

이다.

생체 판단부(120)는 얼굴 검출부(100)에 의해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

정하여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사진인지를 구분한다. 생체 판단부(120)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

하여는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일정한 빛을 물체에 비췄을 때 각각의 물체의 표면 특성에 따라 빛이 반사되고 흡수되는 패턴이 각각 다르다. 사람의 얼굴

도 눈, 코, 입, 이마, 볼 등에서 빛을 반사 및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며, 눈의 경우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 빛을 가장 잘 반사

한다. 즉, 실제 사람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의 패턴과 종이에 프린트된 얼굴 사진에서 반사되는 빛의 패턴은 서로 다르다

(도 4a 및 도 4b 참조).

종이에 인쇄된 얼굴 사진에 조명을 비췄을 경우, 빛이 반사 및 흡수되는 정도는 종이 표면 특성에 따라 다를 뿐 종이에 인

쇄된 얼굴의 각 부위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즉 종이에 인쇄된 얼굴 사진의 경우 눈, 코, 입, 이마, 볼 등의 부위에서

반사 및 흡수되는 빛의 양이 거의 동일한 반면, 실제 사람의 얼굴인 경우에는 각 부위에서 반사 및 흡수되는 빛의 양이 다

르다.

얼굴 인식부(130)는 생체 파악부(120)에 의해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 얼굴로 판명되면, 검출된 얼굴이 누구

의 얼굴인지 식별한다. 따라서 출입 통제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굴 인식부(130)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검출한 얼굴 영상을 정규화한 후 고유한 얼굴 특징을 추출하여 소정

의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저장된 기준 영상과 비교한다.

얼굴에는 2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인식을 위한 유효 특징 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효 특징들 중에서 조명과 표정변화에

강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대규모 DB를 대상으로 한 얼굴인식모듈 학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

적으로 이미지 공간에서 특징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은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이의 응용된 버전으로 LDA 및 ICA 등이 있다.

도 3은 조명의 위치에 따른 입력 얼굴 영상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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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입력 얼굴 영상은 조명 위치 및 밝기에 따라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도 3의 각 얼굴

영상들에 대해 코사인 디스턴스(cosine distnace)로 유사도를 측정하면 (a)의 영상은 (b)영상보다 (c)의 영상과 비슷하다

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은 사진의 얼굴 영상과 달리 조명 변화에 민감하므로 본 발명은 조명 변환에

따른 얼굴의 빛 반사 패턴의 변화를 기초로 입력 얼굴 영상이 실제 사람의 얼굴 영상인지 사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도 4a 및 도 4b는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얼굴의 빛 반사 패턴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의 (가) 및 (나)는 실제 사람의 얼굴을 조명 위치 변화에 따라 각각 촬영한 얼굴 영상이고, (다) 및 (라)는 얼굴이 프린

트된 종이를 조명 위치 변화에 따라 각각 촬영상 영상이다. 도 4a의 (가) 및 (나)의 경우 조명 위치 변화에 따라 입력되는

얼굴 영상의 빛의 반사 패턴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 및 (라)의 경우에는 조명의 위치 변화에도 빛의 반사 패턴이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 4b는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 4a의 각 영상을 소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흑과 백의 이진

영상으로 변화시킨 영상이다. 도 4b의 이진 영상을 살펴보면, 실제 사람 얼굴의 경우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라 빛의 반사

패턴이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나 ((가) 및 (나)), 종이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다) 및 (라)).

특히 조명을 얼굴 앞면 및 얼굴의 측면에 각각 위치시켜 촬영한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 3차원 입체 형태이므로 빛

의 반사 패턴이 얼굴 앞면 및 측면의 조명의 위치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사진과 같이 2차원 평면인 경우에는

조명의 위치 변화에 무관하게 빛의 반사 패턴이 거의 변화없이 일정하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장치의 구성 중 생체 판단부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생체 판단부(120)는 움직임 판단부(200), 패턴 측정부(210) 및 생체 얼굴 파악부(220)로 구성된다. 이하

에서는 특히 얼굴 영역 중 눈에서의 빛 반사 패턴을 기초로 실제 사람 얼굴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움직임 판단부(200)는 눈 검출부(도 1의 110)에 의해 검출된 양 눈 사이의 거리 변화의 유무를

기초로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 영역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오는 경우 눈 검출부

(110)에 의해 파악된 양 눈사이의 거리는 점점 커지며, 멀어지는 경우 양 눈 사이의 거리는 점점 작아진다. 움직임 판단부

(200)는 연속되는 입력 영상의 이전 영상과 현 영상에서 양 눈 사이의 거리 차이가 소정 임계값 이상으로 변화하면 움직임

이 있다고 판단한다.

도 3, 도 4a 및 도 4b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 사람 얼굴의 경우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라 빛의 반사 패턴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조명의 위치 변화는 실제 조명의 물리적 위치가 변화하는 경우 및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조명에 대해 상대적

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발생한다.

패턴 측정부(210)는 입력 영상에 보이는 얼굴 영역에 대한 움직임이 검출되면, 움직임에 따른 얼굴 영역의 빛의 반사 패턴

의 변화를 측정한다. 또한 패턴 측정부는 입력 영상에서 검출된 얼굴 영역의 움직임이 검출되지 않으면(즉 정지하고 있는

경우), 현재 조명 및 현재 조명과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보조 조명을 순차적으로 온(on)시켜 촬영하여 현재 조명 및 보조

조명에 의해 각각 촬영된 얼굴 영역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한다. 패턴 측정부(210)는 아래 수학식 1을 이용하여

조명의 변화에 따른 얼굴 영역의 빛의 반사 패턴을 구한다.

여기서, ui는 i 번째 얼굴 영상이고, fi는 ui와 ui-1의 차 영상이다.

실제 사람 얼굴과 종이로 인쇄된 얼굴의 차이점은 눈에서 더 명확히 나타난다. 실제 사람 눈의 경우 조명에 의한 빛의 반사

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종이로 인쇄된 얼굴의 눈은 다른 부분과 동일한 정도의 반사가 일어날 뿐이다.

따라서 패턴 측정부(210)는 얼굴 영역 외에 눈의 빛의 반사 패턴을 검출하여 보다 정확하게 생체 얼굴을 판단할 수 있다.

도 5는 조명에 의한 눈의 빛의 반사 패턴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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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턴 측정부(210)는 눈 검출부(110)에 의해 눈의 위치가 파악되면 눈 영역의 빛의 반사 패턴을 측정

한다. 패턴 측정부(210)는 눈에서 조명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을 찾기 위하여 눈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히스토그램

밝기 분포를 넓은 영역으로 평활화함으로써 명암 대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아래 수학식 2를 이용하여 흑과 백으로 이루

어지는 이진 영상( )을 구한다.

여기서, 는 i 번째 눈 영상내에 속해있는 k 번째 화소이며, 와 는 i번째 눈 영상내에 속해있는 화소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수학식 2에서 얻어진 이진화 눈 영상을 아래 수학식 3의 모폴로지 기법(Morphological Operation)의 팽창 및 침식

(Dilation & Erosion) 영상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눈의 빛 반사 패턴을 추출한다. 모폴로지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리 기하학적 형태를 알고 있는 대상 물체의 정보를 반영하여 영상 내에서 원하는 부분만을 추출하는 것이다.

Be와 Bd는 erosion(2x2)과 dilation(5x5 circle) operator이다.

생체 얼굴 파악부(220)는 유클리드 거리 측정(Euclidean distance measure)을 이용하여 패턴 측정부에서 추출된 눈의 이

진 영상과 미리 저장된 눈에 대한 기준 이미지와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실제 사람인지 판단한다.

생체 얼굴 파악부(220)에서 이용하는 유클리드 거리는 두 패턴 a와 b 사이의 기하학적인 거리로서 유사도를 평가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며 다음 수학식 4와 같다.

여기서, a(k)는 기준 이미지이고, bi(k)는 i 번째 입력된 영상의 눈 이미지이며, k는 픽셀 개수이다. 유클리드 거리는 기준

이미지와 입력된 이미지의 밝기값 차이를 구하는 것으로, 생체 얼굴 파악부(220)는 아래 수학식 5와 같이 구해진 값(D)이

임계값보다 작으면 입력된 영상을 사람의 얼굴 영상으로 판단한다. 기준 이미지와 임계값은 얼굴인식을 요하는 장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조명을 포함하는 CCTV, 카메라 등을 통해 영상을 입력받는다(S600). 입력받은 영상에 대해 에이다부스

트(Adaboost)를 이용한 다단 얼굴 분류기(cascaded face classifi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 내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

(S605). 얼굴 영역이 검출되었다면 얼굴 영역의 영상에 대해 MMF 기법을 통해 눈의 위치를 파악한다(S610).

파악된 눈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여 얼굴 영역이 영상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파악한다(S615). 예를 들어, 양 눈의 사이

의 거리가 멀어지면 카메라로부터 얼굴 영역이 멀어지는 경우이며, 반대로 양 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카메라로부터

얼굴 영역이 가까워지는 경우이다.

공개특허 10-2007-0077973

- 8 -



얼굴 영역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조명의 위치 변화가 없더라도 얼굴 영역에 비춰지는 조명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화하므

로 얼굴 영역의 움직임에 따른 얼굴 영역에서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한다(S625).

얼굴 영역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명의 물리적 위치를 변화시킨 후 각각 다른 위치의 조명하에서의 얼굴 영역의 빛

반사 패턴의 변화를 측정한다(S630). 조명의 위치 변화는 하나의 조명을 이동시키거나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양 조명을

번갈아가면서 작동시킨다.

그리고, 눈 영역에 대한 빛의 반사 패턴을 구한다(S635). 눈의 경우 얼굴의 다른 영역에 비해 빛의 반사가 잘 이루어지므로

종이에 그려진 얼굴과 확연한 차이점을 가진다.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얼굴 영역에 대한 빛의 반사 패턴 및 눈 영역의 빛의 반사 패턴을 기초로 입력된 영상에 보이는

얼굴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파악한다(S640). 도 4a 및 도 4b에서 살핀 바와 같이 종이에 인쇄된 얼굴과 실제 얼굴은 조

명 위치의 변화에 따른 빛의 반사 패턴이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므로 이 특성을 통해 용이하게 실제 사람 얼굴인지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사람의 얼굴로 파악되면, 인증 등을 위해 누구의 얼굴인지 인식한다(S645). 이로써 얼굴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 등에

서 타인의 얼굴을 오용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입력된 얼굴 영상에서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얼굴의 빛의 반사 패턴의 변화 및 눈동자의 빛의 반사

패턴을 검출하여 입력된 얼굴 영상이 실제 사람의 얼굴 영상인지, 아니면 사진 얼굴인지 판별함으로써, 얼굴 인식 시스템

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을 시도하는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장치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장치의 구성 중 생체 판단부의 상세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조명의 위치에 따른 입력 얼굴 영상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

도 4a 및 도 4b는 조명의 위치 변화에 따른 얼굴의 빛 반사 패턴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실제 사람 눈의 빛의 반사 패턴을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생체 얼굴 인식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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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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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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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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