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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Smilart

 � 소재지: 러시아

 � 업종: 인식 및 카운팅

 � 수행 연도: 2015년

애플리케이션

안면 인식은 매우 까다로운 과제로서 머신 비전 카메라가 필요한 좋

은 예입니다. 러시아 회사인 Smilart는 생체 안면 인식 기술의 선두 

주자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가동 중인 현장 사례로 모스크바의 러

시아 대학 로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 입구에서의 신분 확인 수단으로 RFID 배지를 대신

할 수단을 원했습니다. 그 동안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할 때 이 배지

를 사용했습니다.

학생 출석 체크, 학생 간 키 카드 교환 방지, 보안 개선, 그리고 승인

된 사람들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 설

치의 목적이었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전체 시스템은 컴퓨터, 카메라 및 Smilart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됩

니다. 모든 교사, 학생 및 근무 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

다. 이를 위해 개인 이미지 여러 장을 디지털화해 생체 인식 시스템

에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 고유의 특징 한 가지는 이미지 캡처용으로 가장 적합한 

이미지와 각도를 자동으로 판단해 선택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학생과 직원들에게 특정 방식으로 

서 있거나 돌아보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등

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milart 솔루션의 핵심 장점은 속도

와 정확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한 연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카

메라를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연 시

간이 발생합니다. 

제대로만 설치하면 Smilart 기술은 탁월한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장에 나온 어떤 공급업체의 솔루션도 Smilart 솔루션의 성능에는 

견줄 수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 목적, 그리고 출입 방식 선호도 및 효과에 대한 통계 정

보 축적을 위해 Smilart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 개개인이 계속 자신

의 키 카드를 소지하고 새로운 안면 인식 출입 방식을 사용할 것인

지, 아니면 전처럼 계속 RFID 배지를 사용할 것인지 직접 결정하도

록 했습니다. 시스템에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Smilart는 출

입구 맞은 편에 모니터를 설치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된 사람들 중 91% 이상이 ID 대신 안면 인식 시스템 

사용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선택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RFID 배지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 RFID 보다 빠릅니다. 

 � 실수로 집에 두고 오는 일이 없습니다.  

 � 카메라를 들여다 보는 편이 주머니나 가방에서 배지를 찾는 일보

다 쉽습니다.   

시스템에는 GPU(nVidia CUDA)를 이용하는 Smilart 고유의 상용 

안면 검출(FD) 및 안면 인식(FR)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처

리는 Intel CPU(i5 이상)에서 이루어집니다. Smilart의 수석 부사

누군가 학교에 들어가려 합니다. 카메라는 이미 이미지를 촬영 중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촬영한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의 매칭되는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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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Ron Millow는 이 시스템 설치에서 느낀 머신 비전 카메라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Basler ace 시리즈를 발견한 뒤 우리는 

성능(속도, 이미지 품질)과 가격에 매료되어 이 시리즈로 전환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acA1920-25gm을 선택했습니다. 이 카

메라 모델은 모노크롬 GigE 카메라이며 올바른 신분 확인을 위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시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합니

다. 또한 acA1920-25gm은 판매 중인 다른 어떤 동급 카메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정 프

레임 속도 확보가 중요했으며 Basler 카메라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사용 기술

 � Basler acA1920-25gm

 � 소프트웨어: nVidia CUDA

추가 정보

http://www.smilart.com

Basler acA1920-25gm

http://www.smilart.com
http://www.baslerweb.com/en/products/area-scan-cameras/ace/aca1920-25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