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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격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자원제약적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얼굴 영상을 전송할 때, 사

용자의 인식률을 만족시키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얼굴 영상 전송

의 경우, 네트워크 부하를 고려하여 고정압축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하고, CPU의 주

파수나 코어 사용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코어 플랫폼과 네트워크

환경이 주어졌을 때, 사용자 인식률을 만족하는 가변적 압축비율과 멀티코어 CPU의 주파

수, 코어 개수를 결정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송 방법에 비교하여 사용자의 얼굴인식 요

구사항을 만족하면서 성능을 최대 230%까지 개선하였음을 확인한다.

   

1. 서론

얼굴인식은 사용자 인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격 얼

굴 인식 시스템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을 이용할 경우,

자원제약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얼굴 영상의 효율적인 전

송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부하를 고려하

여 얼굴 영상은 JPEG[1,2] 등과 같은 손실 압축 기법에

의해 압축되어 전송된다[3]. 이러한 손실 압축 기법에서는

압축비율에 따라 영상의 손실정도가 달라지며 얼굴 인식

률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영상 압축비율에 따라

단말의 에너지 소모량도 달라진다.

한편, 최근 임베디드 모바일 시스템은 고성능을 제공하

기 위한 멀티코어 플랫폼을 이용한다[4].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멀티코어 플랫폼과 네트워크 환경이 주어졌을 때,

사용자의 얼굴인식률을 만족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

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결과 멀티코어 플랫폼에서

JPEG을 이용하여 영상을 압축하고 전송할 때에 사용자의

얼굴인식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에너지소모를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압축에 따른

영상손실과 멀티코어 플랫폼의 CPU 주파수와 코어수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병렬

성과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에너지 소모와 얼굴인식 정확

도를 분석하고, 에너지소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 4장과 5장에서는 실험결과와 결론을 각각 설명한다.

2. 관련연구

2.1 얼굴인식 방법

본 논문에서는 LBP(Local Binary Patterns)와

SVDD(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을 이용한 얼굴

인증 시스템을 구성한다[5,6]. LBP는 얼굴영상의 픽셀의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용되고, SVDD는 이러한 얼

굴영상의 특징을 학습하고 인식하는데 이용된다. 본 논문

에서 구성한 얼굴인식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a) Enrollments process

(b) Verification process
그림 1. LBP와 SVDD를 이용한 얼굴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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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멀티코어 플랫폼

멀티코어 플랫폼의 에너지 소모는 CPU의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7]. 즉, CPU의 주파수와 코어사용 개수의 설정

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의 에너지 소모가 달라

지는 것이다. 그림 2는 인텔의 i7 4-core기반 멀티코어 플

랫폼에서 행렬곱셈을 계산하는 동안의 최대주파수와 1코

어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규화된 에너지 소모량을 보

여준다. 행렬곱셈의 계산 특성은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하

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렬성

이 100%로 존재한다. 그림 2와 같이 에너지 소모는 CPU

의 주파수와 코어수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i7 4-core기반 멀티코어 플랫폼의 에너지 소모

3.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는 단말에서 얼굴 영상을 전송과정을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입력된 얼굴영상은 멀티코어 플랫폼

에서 JPEG으로 압축되고 전송되어진다. 이때에, 에너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를 압축비율 q, 소프트

웨어 병렬성 p, CPU주파수 f, 코어수 n, 네트워크 대역폭

b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때에 JPEG의 병렬성과 네트워크

대역폭은 주어진 환경변수로, 압축비율과 CPU 주파수, 코

어수는 제어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림 3. 단말에서 얼굴 영상 전송 과정

3.1 압축률에 따른 에너지 소모와 정확도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소모와 정확도 분석을 위해서 주

어진 환경변수 p, b와 제어변수 f, n, q에 따른 에너지 소

모를 수식 (1)과 (2)로 표현한다. 특히, 수식 (1)은 압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병렬성 따른 멀티코어 플랫폼의

전력소모와 수행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Ecomp(f, n, p, q) = Wcomp(f, n, p, q) × Tcomp(f, n, p, q)  
              = Wsequential(f, 1)×(1-p) + Wparallel(f, n)×(p)
               +Tsequential (f, 1)×(1-p) + Tparallel (f, 1)/n ×(p) (1)

수식 (2)는 전송에너지를 표현한다. 압축률에 따라 전송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지고, 전송에너지는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치의 소비전력과 전송시간으로 표현한다.

Etrans(q, b) = Wtrans×M(q)/b        (2)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는 압축과 전송에 필요한 에너지

를 표현하기 때문에 수식 (3)으로 표현한다.

Ecomp+trans=Ecomp+Etrans           (3)

그림 4는 수식 (1), (2), (3)의 압축 파라미터에 따른 계

산, 전송, 종합적인 에너지 소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압축 파라미터에 따른 에너지 소모

그림 5. 압축 파라미터에 따른 얼굴인식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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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성능은 수식 (4)와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5

는 압축 파라미터에 따른 얼굴인식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

며, 압축 파라미터의 값이 커질수록 압축률이 작아지게 되

므로 얼굴인식 성능은 좋아진다. 반면에 압축 파라미터의

값이 커지면 전송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에너지

소모는 증가한다.

A(q) = 얼굴인식 정확도         (4)

3.2 에너지 소모 최소화

본 논문에서는 얼굴인식 성능과 에너지소모의 종합적인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식 (5)를 이용한다. 또한 사용

자의 얼굴인식 성능을 만족하기(약 90%이상의 성능) 위해

서 정확도는 세제곱을 하여 성능지표를 계산한다.

Performance(f, n, p, q, b) = A(q)3 / Ecomp+trans(f, n, p, q, b) (5)

그림 6은 100Mbs와 10Mbps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

역폭을 갖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압축파

라미터 및 CPU의 주파수와 코어수 설정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식 (5)의 종합적인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변

수 p, b에 따른 제어변수 f, n q을 최적화 한다.

그림 6. 100Mbps와 10Mbps에서의 성능 Performance

알고리즘 1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을 보여준다.

step 1에서 사용자의 얼굴인식 정확도에 따른 압축 파라

미터의 초기값을 찾는다. 이것은 압축파라미터에 따른 얼

굴인식 정확도의 수식 (4)에서 A(얼굴인식 정확도)-1를 계

산하여 구한다.

setp 2는 초기값의 압축 파라미터 q를 기준으로 병렬성

에 따른 멀티코어 플랫폼의 최적의 파라미터 f와 n을 찾는

다.

마지막으로 setp 3는 step 1에서 구한 q의 초기값을 기

준으로 사용자의 얼굴인식률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대의

Performance를 갖는 최적의 q를 찾는다.

알고리즘 1. 최적의 파라미터 f, n, q 찾기

G iv en en v ironm ent param eters
p ←  com pression application’s para lle lism
b ←  ne tw ork bandw idth

step  1  : ca lculate  and set in itia l c o m pre ss io n  param eter
    q init ←  A(face recognition rate)-1

    q  ← q init 
step  2  : f ind  o ptim al m achin e ’s  param eters
      f_opt ← f0 and  n_opt ← n 0

   fo r(n0~nmax){
      for(f0~fmax){
       if(E com p+trans(fopt, n , p , q, b ) <  E com p+trans(fnext, n , p , q, b ))
         fopt ← fnext

      }
        if(E com p+trans(f, nopt, p, q, b ) < E com p+trans(f, n next, p, q, b))
          nopt ← n next

   }
step  3  : f ind  o ptim al c o m pre ss io n  param eter
       q  ← q init

       for(q init~q m ax){
        find optim al f_opt and  n_opt using se tp  2
        if(Performance(fopt, nopt, p, qopt, b) < Performance(fopt, nopt, p, qnext, b))

        q opt ← q next 
       } 

3. 실험결과

본 논문의 실험은 인텔 i7 4코어 기반의 멀티코어 플랫

폼에서 수행하였다. CPU의 주파수 범위는 1.0 GHz∼1.5

GHz이고, 주파수 설정 단위는 133MHZ이었다. 또한

100Mbps와 10Mbps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폭을 갖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JPEG을 이용하여 얼굴영

상을 압축하였고, 얼굴영상은 yalefaces[8]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표 1은 실험환경을 요약하여 나타낸다.

표 1. 시스템 환경

Compression Program JPEG

Processor Intel i7 720QM

Frequency range 1.0 GHz~1.5 GHz

Frequency step 133 MHz

The maximum # of cores 4

Network 

device

Wired
Intel(R) 82577LM Gigabit Network 

Connection

Wireless
Intel(R) Centrino(R) Advanced-N 

6200 AGN

본 논문에서는 표 1과 같은 시스템 환경에서 제안방법

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JPEG의 경우 분할압축방식을 이용

하여 pthread[9]를 이용하여 병렬처리 하였다. 분할압축

방식은 영상을 CPU의 코어수만큼 코어에 할당해 주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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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또한, 입출력 부분에서 4%의 순차처리 구간과 나

머지 병렬화 가능한 구간이 p = 96%였다. 이 때에 네트

워크 대역폭은 b = 100Mbps와 b = 10Mbps에서 실험하

였다. 사용자의 얼굴 인식률은 9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2와 표 3은 100Mbps와 10Mbps를 갖는 네트워크 대

역폭 환경에서 각각의 제안방법의 성능 비교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방법은 최대의 CPU 주파수와 한 개의 코어를

이용하고, 압축 파라미터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q = 50으

로 정의하였다. 표 2에서 주어진 환경변수 p = 96%와 b

= 100Mbps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는 f = 1462MHz, n = 4,

q = 54이었다. 이때에 제안방법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압

축파라미터를 높게 설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에너지

소모를 절반이상 절감하였다. 또한 성능 Performance는

각각 1.00과 2.31로 두배 이상의 성능을 개선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표 2. 100Mbps에서의 제안방법 성능

p = 0.96
b = 100Mbps

A(q) > 0.9
q Accuracy

Energy
(mJ)

Performance

No optimal 
parameters
(f=1595, 

# of cores=1)

50 0.908 14.36 1.00

Proposed
(f=1462, 

# of cores=4)
54 0.912 6.25 2.31

표 3에서 무선 환경 대역폭은 10Mbps, 최적의 파라미터

는 f = 1462MHz, n = 4, q = 47이었다. 이때에 제안방법

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얼굴인식 정확도가 조금 감소하였

지만 사용자의 얼굴 인식 정확도인 90% 이상을 만족하면

서 에너지 소모 역시 40% 절감하였다. 또한 성능

Performance는 각각 1.00과 1.54로 50% 정도의 성능 개선

을 하였음을 보였다.

표 3. 10Mbps에서의 제안방법 성능

p = 0.96
b = 100Mbps

A(q) > 0.9
q Accuracy

Energy
(mJ)

Performance

No optimal 
parameters
(f=1595, 

# of cores=1)

50 0.908 23.58 1.00

Proposed
(f=1462, 

# of cores=4)
47 0.902 14.99 1.54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자원제약적인

단말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주어진 모바일 멀티코어 플랫폼과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서 사용자의 얼굴인식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적의 압

축률과 CPU의 주파수와 코어개수를 최적화 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송 방법에 비하여 사용자의 얼

굴인식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성능을 최대 230%까지 개

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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