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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국부이진패턴과 결합베이시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인증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라즈베리파이 3을 이용하여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안된 얼굴

인증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는 500명의 얼굴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얼굴 데이터는 학습용과 테스트용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성능평가를 위한 척도로는 주성분분석법의 차원에 따른 스

코어 분포와 얼굴인증 시간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최적화된 임베디드 환경에서 우수한 얼굴인증 성능을 가지는 임

베디드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embedded system for face authentication, which exploits high-dimensional local binary pattern 
(LBP) descriptor and joint Bayesian algorithm, is proposed. We also present a feasible embedded system for the 
proposed algorithm implemented with a Raspberry Pi 3 model B. Computer simula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presented face authentication algorithm is carried out using a face database of 500 persons. The face data of a 
person consist of 2 images, one for training and the other for test. As performance measures, we exploit score 
distribution and face authentication time with respect to the dimension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an embedded system having a good face authentication performance can be implemented 
with a relatively low cost under an optimized embedd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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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생체정보를 이용한 보안시스템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생체기술을 이용한 보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로 이용되는 생체정보로는 얼굴, 음성, 홍채, 지문, 서

명, 정맥 등이 있다. 최근 들어 하드웨어 기술 및 인식기

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생체정보를 처리하여 사용되

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얼굴 인식은 

카메라를 통한 생체 정보를 비접촉식으로 획득하여 사

용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1].

얼굴인식은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라도 조명, 표정, 

포즈 등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른 영상으로 표현되므로 

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조

명 변화 환경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이 좋은 성능을 가지

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조명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조명의 영향에 

독립적인 얼굴 영상을 얻는 조명 정규화 전처리 방법, 

조명 변화에 강인한 특징추출 방법 및 얼굴 3차원 모델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2]. 

최근 조명 변화에 강인한 얼굴인식 방법 중 하나로 

가버 영상과 국부이진패턴(local binary pattern, LBP)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도 소개된 바 있다[3]. 이는 

조명변화에 강인한 전처리 방법으로 얼굴인식 및 표

정인식 분야에서 주로 소개되었으며, 중앙이진패턴

(centralized binary pattern, CBP)[4] 및 중앙대칭 국부

이진패턴(center symmetric LBP, CS-LBP)[5] 등과 같은 

다양한 이진패턴 변환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

근에는 다양한 크기의 영상 스케일에 따라 국부이진패

턴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결합하여 특징을 표현하는 

고차원 국부이진패턴(high-dimensional LBP, HD-LBP) 

[6]이 소개되어 얼굴인식에 적용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국부이진패턴 기술자와 결합

베이시안(joint Bayesian) 알고리즘[7]을 기반으로 하는 

얼굴인증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선, 입력영상

에서 AdaBoost[8] 및 능동형태모델(active shape model, 

ASM)[9]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영역을 획득하고, 

고차원 국부이진패턴을 이용하여 얼굴의 특징을 추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얼굴 특징은 차원이 

높아지므로 계산량도 증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시

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주성분분석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10]을 이용하여 차

원을 축소하여 결합베이시안 알고리즘으로 두 얼굴영

상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얼굴인증을 수행한다. 제안한 

얼굴인증 알고리즘은 라즈베리파이3 모델 B를 이용하

여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II절에서

는 얼굴영역 획득, 특징 추출 및 인증, 시스템 구현 등 제

안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III절에서는 모의

실험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절

에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인증 알고리즘의 블록도

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입력영상에서 AdaBoost 및 능

동형태모델 알고리즘으로 정밀한 얼굴영역을 획득하

고, 고차원 국부이진패턴을 이용하여 얼굴의 특징을 추

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얼굴의 특징점은 차원

이 높아 계산량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

로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결합베이시안 알고리즘으로 두 

얼굴영상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본인 또는 타인인지를 

판단한다. 

Source 
image

Face recognition 
(Adaboost, ASM)

Landmark 
extraction 
(HD-LBP)

Face 
authentication 

result

Face similarity 
computation

Dimension 
reduction

(PCA)

Joint Bayesian 
learning model

Fig. 1 A system block diagram for the proposed method.

2.1. 얼굴영역 획득

본 논문에서는 얼굴인증을 위한 정밀한 얼굴영역 획

득을 위하여 능동형태모델 특징점(landmark)을 이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능동형태모델은 통계적인 모델을 이

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검출 속도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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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태 모델의 여러 가지 변형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조명변화에 덜 민감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능동형태

모델에서 형태모델을 만드는 학습 과정은 학습 데이터

로부터 라벨링된 특징점들을 이용하여 평균 형태를 구

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1)

여기서는 평균 형태 벡터이고, P는 형태의 공분산에 

대한 고유벡터 열로 구성된 행렬이며, b는 형태 파라미

터를 원소로 하여 구성된 벡터이다. 

학습된 형태 모델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

정은 초기의 모양을 형태 모델과 입력 영상을 이용하여 

조정한다. 다음으로 b를 구하여 제한 조건 범위 밖에 있

으면 재조정한 후, b의 모든 값들이 제한조건 범위를 만

족할 때까지 반복하여 입력영상에 대한 형태를 구한다. 

그림 2는 능동형태모델을 이용하여 검출한 9개의 얼굴 

특징점과 특징점의 위치 정보를 보여준다. 

 

Fig. 2 ASM-based face landmark extraction.

2.2. 특징 추출

본 논문에서는 얼굴의 특징 파라미터로 고차원 국부

이진패턴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부이진패턴은 

높은 식별력과 조명의 변화에 대한 내구성과 간단한 연

산 때문에 시력검사, 이미지와 영상의 복구, 생체 이미

지 분석, 대기의 이미지 분석과 센싱, 얼굴 영상 분석 및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국부이진패턴은 

수식 (2)와 같이 표현되며, 현재 위치의 화소값과 이웃 

화소값의 차이를 0과 1의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P와 

R은 각각 인접 화소의 수와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며, gc

와 gp는 중심 화소의 화소값 및 이웃 화소의 화소값을 

각각 의미한다. 그림 3은 다양한 P와 R에 대한 국부이

진패턴의 예를 나타낸다.

 




 
 

    ≥    


                (2)

Fig. 3 Three examples of LBP.

고차원 국부이진패턴은 그림 3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와 같이 비교할 점들의 위치가 중심 픽셀에 인접한 

점이 아닌 두 칸 또는 그 이상 떨어진 곳의 점들과 비교

하여 생성된 모든 패턴들을 연결한 특징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5개의 R의 값에 따라 국부이

진패턴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얼굴인증에 

사용하였다. 또한, 국부이진패턴 기술자는 능동형태모

델을 이용하여 추출된 9개의 특징점에 대하여 각각 적

용되며, 실제 얼굴에 각 특징점에 대하여 적용한 예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a) (b) (c)

(d) (e) (f)

Fig. 4 The region of LBP feature extraction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of R (a) the original image (b) R = 1 (c) 
R = 1.5 (d) R = 2 (e) R = 2.5 (f) R = 3.  

2.3. 얼굴인증 

일반적으로 고차원 국부이진패턴을 이용하여 추출

된 얼굴 특징은 연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특징의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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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였다. 이후, 두 얼굴의 유사도 비교는 축소된 특

징과 결합베이시안 알고리즘으로 수행된다. 결합베이

시안 모델은 얼굴의 특징 벡터가 얼굴의 내재적 특성

과 외재적 특성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다. 내재적 특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고, 외재적 특성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

성을 의미한다. 임의의 얼굴 특징 벡터 x는 다음과 같

이 외재적 특성 μ와 내재적 특성 ε의 합으로 나타난다

고 가정한다.

 ≈  ,                               (3)

여기서 μ와 ε은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를 가지며, 각 

속성은 μ ~ N(0, Sμ), ε ~ N(0, Sε)와 같이 공분산으로 표

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x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4)

최종적으로  두 얼굴의 특징벡터 x1과 x2에 대한 유사

도 r(x1, x2)는 다음과 같이 조건부 결합확률밀도함수

(conditional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비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log 
  

,              (5)

여기서 HI는 x1과 x2가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가

정(hypothesis)이며, HE는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는 

가정을 의미한다. 

2.4.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

제안한 얼굴인증 모델 알고리즘의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 3 모델B를 이용

하여 실험하였다[11]. 라즈베리파이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임에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므로 높은 가격대비 성

능비가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

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라즈베리파이3 모델B의 사

양 및 그림은 표 1 및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제한적인 리소스

를 가지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얼굴인증 시스템의 구현

에서는  연산량과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실시

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실시간 얼굴인증을 위한 최적화된 임베디드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분석법의 차

원에 따른 얼굴인증 시간을 측정하여 제안한 알고리즘

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Fig. 5 The Raspberry Pi 3 Model B for system imple- 
mentation.

Table. 1 Some typical specifications of the Raspberry 
Pi 3 model B.

Term Specification

 CPU
1.2GHz QUAD Core Broadcom 

BCM2837 64-bit ARMv7 processor

Wi-Fi BCM43438

Bluetooth BLE(Bluetooth low-power) 

RAM IGB

GPIO 40 pins

Video output HDMI/RCA

USB 4 ports

  

Ⅲ. 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얼굴인증 방법의 성능평가는 CASIA- 

WebFace dataset[12], LFW(Labeled Faces in the Wild 

Home)[13], CelebA(Large-scale CelebFaces Attributes 

Dataset)[14], CK(Cohn-Kanade AU Coded Facial 

Expression Database)[15], Face-Place Face Database 

[16] 등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양인에 대한 얼굴

을 추출하고, 500명으로 이루어진 얼굴 데이터베이스

로 재구성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각의 사람마다 학

습용과 테스트용으로 2장의 얼굴 영상데이터를 사용하

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얼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

험에 사용된 학습용 및 테스트용 데이터의 샘플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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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 제시하였다.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얼굴 데이터에서 눈 영역은 가리고 나타내

었다.

얼굴인증 실험은 고차원 국부이진패턴의 특징을 주

성분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시킨 다음 

결합베이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고 

얼굴인증에 실패한 동일오율(equal error rate, EER)을 

계산함으로써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계산 복잡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성분분

석법의 차원을 100차, 300차, 500차 등으로 축소하여 

이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였다. 

(a)

(b)

Fig. 6 The sample face images (a) training images (b) 
test images.

주성분분석법의 차원 변화에 따른 동일인 및 타인

에 대한 유사도 분포 실험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a)는 고차원 국부이진패턴의 특징과 유클리디

언 거리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유사도 분포를 나타내

며, 그림 7(b) ~ 7(d)는 결합베이시안 알고리즘을 적용

하고 주성분분석법의 차원이 각각 100차, 300차, 500

차일 경우에 대한 유사도 분포이다. 최종적으로 얼굴

인증 결과는 고차원 국부이진패턴 특징과 유클리디언 

거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오율은 19.2%로 나

타났다. 이에 비하여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는 경우 

차원이 100차, 300차, 500차로 변화됨에 따라 동일오

율은 각각 8.3%, 4.7%, 2.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성분분석법의 차원이 증가됨에 따라 동일오율은 낮아

지므로 얼굴인증율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실시간 임베디드시스템 적용시 계산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 임베디드시

스템 구현시 사용목적과 환경에 맞는 얼굴인증의 정확

도와 주성분분석법의 차원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a) (b)

(c) (d)

Fig. 7 The simulation results of score distribution (a) 
the original distribution (b) PCA 100 dimension (c) PCA 
300 dimension (d) PCA 500 dimension.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법의 차원에 따

른 얼굴인증 시간을 측정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실

험에 사용된 얼굴 영상은 320×240 해상도로 가지는 것

으로 하였고, 서로 다른 3명의 얼굴 데이터를 이용해 얼

굴인증 시간을 측정하였다. 

Fig. 8 The measured face authentic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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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분석법의 차원이 높아짐으로 동일오율은 감

소되지만 입력영상에서 얼굴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부터 

얼굴인증까지 요구되는 시간은 그림 8과 같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실시간 얼굴인증 임베

디드시스템을 구현하는 경우 시스템의 활용 분야와 특

성 그리고 요구되는 인증 성공률 등에 대한 적절한 조

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국부이진패턴 기술자와 결합

베이시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인증 임베디드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제안

된 알고리즘에 대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성

능분석을 위한 척도로는 주성분분석법의 차원 변화에 

따른 스코어 분포와 얼굴인증 시간의 측정값을 이용하

였다.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결과, 제안된 얼굴

인증 기법은 비교적 우수한 얼굴인증 성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라즈베리파이 기반 임베디

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안된 시스템을 구

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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