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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체인식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체 인증 수단 한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의 얼굴을 이용한 인증방법

이 차 실용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제약받을 경우 완벽한 인식률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얼굴인식 방법의 오탐지 부분에 한 개선방법을 제안 하고자 

하 다. 디지털 사식 방법을 통한 무아  상을 얼굴인증에 목시켜 보다 정확한 얼굴 인증을 진

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인증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생체인증에 한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생체인증이 사용 

가능한 분야에서는 나날이 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유물

에 한 분실의 험이 없고 패스워드처럼 기억에 한 

망각 문제도 없다. 그 에서도 사용자의 얼굴을 이용한 인

증 방법이 하나의 보안 수단으로써 인정받고 있다. 촬  

장비를 통해 얻은 데이터 값에 알고리즘을 용하고 얼굴

이라고 단되는 부분만 추출하여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인증과정에 한 속도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 이 있으나 사용자의 얼굴에 한 인증 기 이 조도나 

각도 등의 주변 환경 조건과 사용자의 치장 등에 따라 쉽

게 변함으로써 완벽한 인식률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오탐지로 인한 인식률 하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카메라와 빔 로젝터를 이용한 사식 무아  

방식을 이용하 다. 인체를 측정 상으로 잡기 때문에 

학  요소가 유용하게 쓰인다. 그 에서도 사식 무아  

방법은 빠른 속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격자의 피치 조 이 가능한 가상의 기  격자를 만들고 

빔 로젝터와 카메라 같은 장비를 통해 상을 획득하고 

해당 상에 알고리즘을 용하여 상도를 획득한다. 획

득한 상도를 이용하여 3차원의 형상을 추출한 뒤 얼굴

인증에 사용한다. 이러한 디지털 사식 무아 를 이용한 

3차원 얼굴 형상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얼굴 인식 

기술에 목시켜 기존의 주변 환경 조건에 한 제약을 

감소시키고 인증 부분에 한 특징 을 증가시켜 보다 정

확한 얼굴인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무아

  무아 는 두 개 이상의 패턴이 주기 으로 겹쳐서 생

기는 상으로 간섭무늬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한 무아  상은 맥놀이 상이 시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간격을 나타내는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간

섭무늬를 뜻한다.[1] 그리고 무아  무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들이 존재하는데 그 에서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볼 것이다. 무아 의 본 성질들 에서 우리가 주목해

야 하는 부분은 무아  무늬가 변화하면 실제 물체의 움

직임이 상당히 증폭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무아  

무늬의 제작 과정에 따라 해당 물체의 형상에 한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정보

를 가지고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 다.[2]

(그림 1) 무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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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사식 무아

 사식 무아 는 투 된 격자 이미지의 결상을 한 결

상 시스템과 사격자의 투 을 한 사 시스템으로 나

어진다. 일반 으로 원으로는 백색 이 사용되어지고, 

투 격자와 원의 사이에는 원의 빛을 격자 면에 균일

하게 한 곳으로 모으기 한 집 즈가 치한다. 한 

한 의 동일한 피치를 가지는 같은 직선격자가 각각 기

격자와 투 격자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두 격자는 

축에 해서 수직인 동일한 평면상에 칭 으로 치하

게 된다.[3]

3. 개선방법 제안

 생체 인식  지문이나 홍채인식 같은 경우 고유 특징

을 통한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사용자가 먼  인증 

수단에 해 자신의 신체 특징을 제시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반면에 얼굴인식은 비교  먼 거리에서도 사용자의 

조 없이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변 환경 조건에 

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

다. 이러한 단 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얼굴인증 방식의 장

을 보완하면서 디지털 사식 방식을 통한 무아  상

을 이용하여 추가 인 인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

를 진행하 다. 컴퓨터로 기 격자와 변형격자를 사시켜 

카메라와 빔 로젝터를 통해 각각의 기 격자와 변형격

자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획득한 이미지 데이터를 디지털

화 상장비를 통해 화상을 획득하고 상값을 구하기 

한 알고리즘을 통해 각각의 변형격자와 기 격자의 상

도를 획득한다.[4]

(그림 2) 변형격자와 기 격자의 상도

 

(그림 3) 3차원 형상도 시

획득한 상도를 화상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무아  무늬 

상도를 생성하고 무아  무늬 차수 용을 통한 3차원 

형상도를 획득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출입자의 

형상도와 일치율을 비교하여 얼굴인증을 진행한다.

4. 결론

 최근 들어 생체인증 기술과 IT기술의 발 으로 다양한 

생체인증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 에서도 신체 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의 거부감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얼굴인식이 각 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인증 방법에서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생체인증의 안 하고 효율 인 장 을 살려 다양한 본

인 인증 기법들이 제시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 환

경 조건에 따라 오탐률이 증가되는 얼굴인식의 단 을 보

완하고자 하여 디지털 사식 방식을 통한 무아  상을 

이용하여 추가 인 인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방향

을 제안하 다. 그러나 변형격자와 기 격자의 상도 획

득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상도 획득을 해 개선된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식 무아  상 

용에 있어서 개선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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