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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시대를위한얼굴인식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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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이란?



 

얼굴인식이란?

“안면정보를개인식별정보로활용”

출처: “안면인식”.edail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1686629046624&mediaCodeNo=25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1686629046624&mediaCodeNo=257


 

얼굴인식어디에쓰일까?

코로나19 이후선택이아닌필수가되어버린 ”언택트”

<편의점무인판매> <병원내원객면회관리> <무인배달로봇>

출처: “무인판매”.dailypop,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0
출처: “비대면”.medigate, http://www.medigatenews.com/news/1070349108

출처: “무인판매”.Llputan”, https://www.liputan6.com/otomotif/read/4221503/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0
http://www.medigatenews.com/news/1070349108
https://www.liputan6.com/otomotif/read/4221503/


 

얼굴인식어디에쓰일까?

물품태깅 물품수령식별코드
태그

개인정보확인을
위한 App 실행

물품구매를위해발생하는접촉을피하고싶다..!

식별코드
태깅



 

얼굴인식어디에쓰일까?

물품태깅 물품수령식별코드
태그

개인정보확인을
위한 App 실행

안면인식을

통한식별

절차감소

별도의장비없이! 타인과의접촉없이! 개인식별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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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과정



얼굴인식과정

입력이미지



얼굴인식과정(Face Detection)

입력이미지 얼굴검출

얼굴정렬



얼굴인식과정(Facial Feature Extraction)

입력이미지 얼굴검출

얼굴정렬 FaceNet

피처추출



얼굴검색과정(Face Search)

출처: “MegaFace”.Washington, http://megaface.cs.washington.edu/

http://megaface.cs.washingt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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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개발과정



학습방법

Prediction

FaceNet을학습하자



학습방법

PredictionPrediction

FaceNet을학습하자



학습방법

PredictionPrediction

FaceNet을학습하자



학습방법

반복학습

Prediction

FaceNet을학습하자



학습방법

반복학습

기본적으로 FaceClassification은
Open-set Problem 이다!
이를고려한 Loss Function이필요하다

Prediction

FaceNet을학습하자



학습에사용되지않은클래스를테스트때사용!

Open-set Problem이란?

Class1(이정재)
Class2(이병헌)

TRAIN

출처: “컬처라이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출처: “오징어게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Class1(이정재)
Class2(이병헌)

TRAIN

Class1(이정재)
Class2(이병헌)

TEST

?

학습에사용되지않은클래스를테스트때사용!

출처: “컬처라이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출처: “오징어게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Open-set Problem이란?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클래스를분류하는게아닌
같은클래스피처간의
유사도를높이는것이중요!

Class1(이정재)
Class2(이병헌)

TEST

?

학습에사용되지않은클래스를테스트때사용!

Class1(이정재)
Class2(이병헌)

TRAIN

출처: “컬처라이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출처: “오징어게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Open-set Problem이란?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클래스를분류하는게아닌
같은클래스피처간의
유사도를높이는것이중요!

1. Triplet Loss

2. Angular Margin Loss

Class1(이정재)
Class2(이병헌)

TEST

?

학습에사용되지않은클래스를테스트때사용!

Class1(이정재)
Class2(이병헌)

TRAIN

출처: “컬처라이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출처: “오징어게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Open-set Problem이란?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807424916194


Softmax + Triplet Loss

Tripl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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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Class에대해서는가까워지도록
Negative Class에대해서는멀어지도록

Softmax + Triplet Loss

Tripl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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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Class에대해서는가까워지도록
Negative Class에대해서는멀어지도록

Softmax + Triplet Loss

3M images(VGGFace)

18M images(Glint360k) 

Triplet Loss

최적의 Triplet Pair를생성하기
위해서는데이터셋내부를탐지해야
한다! 

FaceDB

Fac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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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Class에대해서는가까워지도록
Negative Class에대해서는멀어지도록

Softmax + Triplet Loss

최적의 Triplet Pair를구성하기
쉽지않고많은컴퓨팅파워가
소모된다.

Tripl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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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Margin Loss

Softmax + ArcFace Margin Loss

CosFaceSphereFace Arc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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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Margin Loss

Softmax + ArcFace Margin Loss

CosFaceSphereFace Arc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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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를사용하지않는다.



SphereFace Arc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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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ular Margin Loss

Angular Margin을이용하여서로다른 Class간의
거리를충분히넓히는방향으로학습을유도

Margin을넣는다양한방식이존재

Class1

Class2

Softmax + ArcFace Margin Loss

CosFace

출처: “2D Feature”.Arcface논문, https://arxiv.org/pdf/1801.07698.pdf

https://arxiv.org/pdf/1801.07698.pdf


CosFaceSphereFace Arc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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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ular Margin Loss

Softmax + ArcFace Margin Loss

Angular Margin을이용하여서로다른 Class간의
거리를충분히넓히는방향으로학습을유도

Margin을넣는다양한방식이존재

같은 Class간의밀집도가증가!

Class1

Class2

출처: “2D Feature”.Arcface논문, https://arxiv.org/pdf/1801.07698.pdf

Class1

Class2

https://arxiv.org/pdf/1801.07698.pdf


Identification

Verification

입력얼굴에대하여등록된복수의얼굴들과비교

두얼굴이동일인물인지판단

==

<FaceDB>

Top1이동일인물인가?

동일인물인가?

얼굴문제분류



Method Identification Verification

Softmax 54.85% 65.92%

+Triplet 64.79% 78.32%

Augular
(ArcFace)

81.03% 96.98%

성능비교결과

• Megaface DB 평가결과

출처: “MegaFace”.Washington, http://megaface.cs.washington.edu/

http://megaface.cs.washington.edu/


모델학습은물론중요하지만코어모델개발로만끝나는게아니다. 

실제목표한서비스에따라서산재한다양한문제들..

경량화, 스푸핑공격, 마스크탐지

얼굴인식만개발한다고끝나지않는다

출처: “마스크인식”.airtimes,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92
출처: “얼굴인식”.BBC,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5573802

출처: “Biometric Detection”.Mobidev, https://mobidev.biz/blog/face-anti-spoofing-prevent-fake-biometric-detection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92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5573802
https://mobidev.biz/blog/face-anti-spoofing-prevent-fake-biometric-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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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을도와주는기타모듈



경량화

딥러닝은많은연산량이필요..!

출처: “안면인식”.cnyes, https://news.cnyes.com/news/id/4436293
출처: “GPU서버”.calagogo, https://www.calagogo.es/.php?cid=54&shop=machine+learning+graphics+card&xi=3&xc=22&pr=87.99&you=0

https://news.cnyes.com/news/id/4436293
https://www.calagogo.es/.php?cid=54&shop=machine+learning+graphics+card&xi=3&xc=22&pr=87.99&you=0


경량화

모바일기기에서작동시킬수있을까?

딥러닝은많은연산량이필요..!

출처: “안면인식”.cnyes, https://news.cnyes.com/news/id/4436293
출처: “GPU서버”.calagogo, https://www.calagogo.es/.php?cid=54&shop=machine+learning+graphics+card&xi=3&xc=22&pr=87.99&you=0

https://news.cnyes.com/news/id/4436293
https://www.calagogo.es/.php?cid=54&shop=machine+learning+graphics+card&xi=3&xc=22&pr=87.99&you=0


딥러닝모델개선을 통한경량화작업

* Depthwise Convolution(MobileFacenet 활용)

경량화

성능
Inference 

Time
Memory

Accuracy
(LFW)

Resnet 601ms 108MB 99.83

MobileFacenet 42ms 4MB 99.71

• 아이패드미니기준



CPU의연산특성을고려한

최적화방법

경량화

연산에방해가되는

변수(비정규값)를제거하자!

기타라이브러리를활용한가속화

Denormal Floating

출처: “Floating Points”.IEEE, https://slideplayer.com/slide/17661535/

https://slideplayer.com/slide/17661535/


스푸핑이랑무엇인가?

가짜얼굴을잡아라!

인화된사진, 영상, 마스크등을
이용하여타인의신분을위장!

출처: “스푸핑공격예시”.GoogleImageSearch, https://www.google.com/search?q=spoofing+example+face

https://www.google.com/search?q=spoofing+example+face


스푸핑이랑무엇인가?

다양한스푸핑공격방식이존재

가짜얼굴을잡아라!

출처: “스푸핑공격예시”.GoogleImageSearch, https://www.google.com/search?q=spoofing+example+face

https://www.google.com/search?q=spoofing+example+face


라이브니스 탐지

딥러닝모델을이용

CelebA-Spoof: Large-Scale Face Anti-Spoofing                                            
Dataset with Rich Annotations

Real-Time Eye Blink Detection using Facial Landmarks

혈류측정을통한분석

Learning Deep Models for Face Anti-Spoofing: 
Binary or Auxiliary Supervision

추가센서를사용

Depth Sensor Devices

안티스푸핑종류

출처: “SpoofingSurvey”.Arxiv, https://arxiv.org/pdf/2010.04145.pd

https://arxiv.org/pdf/2010.04145.pdf


이시국에마스크는필수지만...

요즘시국에마스크착용은필수!

출처: “코로나시대”.한빛, http://h21.hani.co.kr/arti/culture/science/48749.html

http://h21.hani.co.kr/arti/culture/science/48749.html


이시국에마스크는필수지만...

마스크착용시안내문구를

띄워주고싶다! 마스크를찾아보자

요즘시국에마스크착용은필수!

출처: “코로나시대”.한빛, http://h21.hani.co.kr/arti/culture/science/48749.html

http://h21.hani.co.kr/arti/culture/science/48749.html


이시국에마스크는필수지만...

마스크착용데이터셋을합성하자!

출처: “FaceX”.Github, https://github.com/JDAI-CV/FaceX-Zoo/tree/main/addition_module/face_mask_adding/FMA-3D

https://github.com/JDAI-CV/FaceX-Zoo/tree/main/addition_module/face_mask_adding/FMA-3D


이시국에마스크는필수지만...

VGGface2 Dataset(98.9% Accuracy)

출처: “FaceX”.Github, https://github.com/JDAI-CV/FaceX-Zoo/tree/main/addition_module/face_mask_adding/FMA-3D

https://github.com/JDAI-CV/FaceX-Zoo/tree/main/addition_module/face_mask_adding/FMA-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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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얼굴인식활용방안



다룰내용
1. NHN Face API

2. 얼굴인식응용프로젝트

 얼굴인증출입시스템

 재택근무감시시스템

 얼굴인증표발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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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얼굴인식 API



 

 목표

 클라이언트에서 얼굴사진을클라우드서버에전송하여 얼굴이미지처리의결과를반환

클라우드서비스에얼굴인식더하기

NHN 얼굴인식 API 개요

얼굴과관련된모든작업 !!

“어떤기능들이필요할까?”

이미지처리결과

Cloud Server

입력사진

출처: “아이콘”. falticon, www.flaticon.com

http://www.flaticon.com/


클라우드서비스에얼굴인식더하기

NHN 얼굴인식 API 개요

 핵심기능

• Face Detection & Analysis(얼굴감지및분석)

• Face Comparison(얼굴비교)

• Face Indexing & Searching(얼굴검색)

• Face Verification(얼굴검증)



 

 얼굴정보를클라우드에서 암호화하여관리

클라우드서비스에얼굴인식더하기

NHN 얼굴인식 API 개요

입력사진 얼굴검출 <얼굴피처> <얼굴 ID>

+
23SK20FM

Cloud Server



 

 얼굴감지(Face Detection)

 사진을입력으로받아사진내얼굴영역을응답해주는기능

 얼굴비교(Face Comparison)

 두개의사진을입력으로 받아얼굴의유사도를분석해주는기능

핵심기능

NHN 얼굴 API 핵심기능소개

Cloud Server

유사도

0.982VS
피처 1 피처 2

Cloud Server



 

 얼굴검증(Face Verification)

 입력으로받은이미지의얼굴과클라우드서버에저장된얼굴과의유사도를 반환하는기능

핵심기능

NHN 얼굴인식 API 개요

입력사진

얼굴 ID

23SK20FM

피처추출

피처비교

Cloud Server



 

 얼굴검증(Face Verification)

 입력으로받은이미지의얼굴과클라우드서버에저장된얼굴과의유사도를 반환하는기능

핵심기능

NHN 얼굴인식 API 개요

유사도

0.992

입력사진

얼굴 ID

23SK20FM

피처추출

피처비교

0.992

Cloud Server

얼굴 ID로피처색인



 

 얼굴검색(Face Searching) 

 입력으로받은이미지의얼굴과클라우드서버에저장된얼굴들을비교하여 신원을식별하는

기능

핵심기능

NHN 얼굴인식 API 개요

입력사진

피처추출

피처비교

가장높은유사도

True
False

임계치이상?

Cloud Server

0.992

피처들과유사도비교



 

NHN 얼굴인식 API 예시

출처: “AI Service”.NHN Cloud,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NHN 얼굴인식 API 얼굴감지예시(콘솔사용)

출처: “AI Service”.NHN Cloud,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NHN 얼굴인식 API 얼굴감지예시(API 사용)

출처: “AI Service”.NHN Cloud,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 curl -X POST 
‘{domain}/nhn-face-reco/v1.0/appkeys/{appKey}/detect’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charset=UTF-8’
-d ‘{

"image": { 
"url":"https://..." 

} 
}’

{ 
"header": { 

"isSuccessful": true, 
"resultCode": 0, 
"resultMessage": 
"Success"

} 
}

{ 
"header": { 
"isSuccessful": false, 
"resultCode": -40000, 
"resultMessage":
"InvalidParam"
} 

}

성공응답 실패응답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NHN 얼굴인식 API 얼굴감지예시(API 사용)

출처: “AI Service”.NHN Cloud,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얼굴위치

얼굴랜드마크

얼굴각도

얼굴인식신뢰도

https://docs.toast.com/ko/AI%20Service/Face%20Recognition/ko/api-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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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응용프로그램



 

화면을응시하여출입인증을해주세요!

얼굴인증출입시스템소개

출처: “얼굴 인식 AI 출입증”. NHN https://www.youtube.com/channel/UCMEfq7bqJwujrM5oEEhhmYw

https://www.youtube.com/channel/UCMEfq7bqJwujrM5oEEhhmYw


 

 개요

 인증디바이스(사원 증, 휴대폰)를사용하지 않는비대면인증

 출입인증방법으로얼굴인증을사용할수있지않을까?

출입증인증시스템에얼굴인증더하기

얼굴인증출입시스템소개



 

 목표

 얼굴인증을사용하는 출입인증시스템개발

출입증인증시스템에얼굴인증더하기

얼굴인증출입시스템소개

Permission ? 

얼굴인증시스템

Prohibition ? 
+

출입인증시스템

얼굴인증모듈

출처: “디지콘 출입통제 시스템”. 마노기술 http://www.farmsale.kr/



 

얼굴인증출입시스템구성도

1. 사진전송

4. 결과전송

출입인증단말기 출입증서버 출입증시스템

2. 얼굴검색 3. 인증결과

5. 결과전송

NHN Face API

NHN Face API 사용

얼굴인증단말기개발

출입시스템과의 연동



 

핵심기능개발

사내출입시스템데모개발

사내출입증

데모시스템

얼굴위치가이드

인원수확인

Depth Camera를이용한안티스푸핑

마스크착용여부판단



 

 아이패드를 이용한데모진행

결과

사내출입시스템데모테스트

출입인증예시 스푸핑감지예시



 

 개요

 COVID-19 질병발생으로여러직종에서재택근무를권장하는 사회

 노트북을사용하여 업무수행

 기밀한업무를진행하는경우제3자에게작업중인정보노출의가능성존재

재택근무환경에서기밀유출을막으려면?

재택근무보안시스템소개

출처: “재택 근무”.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1202001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12020014


 

 목표

 재택근무에서 물리적인보안성을확보

 노트북의내장된웹캠을사용하는재택근무보안프로그램 개발

재택근무환경에서기밀유출을막으려면?

재택근무보안시스템소개



 

 핵심기능

 재택근무환경에서사용자본인인증을위한얼굴인식

 화면정보노출여부를실시간판단

 악의적인공격으로 얼굴인식기능을무력화하는 시도를방지하기위한안티스푸핑

재택근무환경에서기밀유출을막으려면?

재택근무보안시스템기술

실시간탐지본인얼굴인증 안티스푸핑



본인여부확인

인원수확인

안티스푸핑

화면촬영감지

재택근무발생 재택보안시스템실행 웹캠영상 딥러닝기반영상분석모듈

중앙관리서버 사전등록된
본인얼굴

정보접근
정보차단

클라이언트

재택근무보안시스템구성도



 

 안티스푸핑 공격의종류

안티스푸핑기능개발

재택근무보안시스템결과분석

Face Spoofing

2D Spoof 3D Spoof

3D Mask 공격사진공격 동영상공격



 

 기술을단계적으로 확보

안티스푸핑기능개발

재택근무보안시스템결과분석

1 단계: 사진공격 2 단계 : 영상공격 3 단계 : 3D 마스크공격

“우선 1단계안티스푸핑기술확보를목표로!”

Face Spoofing

2D Spoof 3D Spoof

3D Mask 공격사진공격 동영상공격



 

 요구사항

 실시간안티스푸핑

안티스푸핑기능개발

재택근무보안시스템결과분석

빠른정보노출판단

“최대한빠른반응으로감지해야한다”



 

 제한사항

 노트북웹캠환경에서실행되는시스템

안티스푸핑기능을실제서비스에적용하려면?

재택근무보안시스템결과분석

“가벼운안티스푸핑알고리즘이필요“
“RGB 이미지만을사용”

제한된 CPU 사용량 RGB 웹캠을통한이미지입력



 

 라이브니스 탐지

 사진/실제 얼굴구별을위한눈깜박임탐지기능

 배경분석

 얼굴영역크기에따라이미지선명도의차이를이용한방법추가

제약사항에따른알고리즘선정

재택근무보안시스템결과분석



 

 개요

 비접촉으로 티켓을발권하기위한방법이있을까?

 목표

 얼굴인증으로 티켓발권

 열화상카메라를사용하여 티켓발권시온도측정

 현황

 데모진행및개발중

프로젝트소개

얼굴티켓발권시스템

36℃

얼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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