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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전자 출결의 방식으로 NFC, Bluetooth, Wi-Fi, RFID등의 통신 방식의 전자 출결과 생체 인식 방법의 전자 출결인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 출결 시스템은 초기 구축 및 시스템 오류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

움이 존재하고, 통신 방식의 전자 출결에서는 신호의 간섭 및 감쇄로 인한 불안정한 출석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생체 인식 

방식의 전자 출결의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 Application 및 머신 러닝 framework인 

Apache Spark를 이용하여 초기 구축 단계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출결을 진행할수록 인식률이 향상되는 방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I. Introduction

현재 많은 학교, 학원, 기업 등에서 전자 출결 방식을 이용한 출결을 

관리한다. 전자 출결의 종류로 크게 통신을 이용한 방식과 생체 정보를 

이용한 방식이 있다. 통신을 이용한 방식으로는 RFID, NFC, Bluetooth, 

Wi-Fi 등이 있다. RFID와 NFC 방식의 전자 출결은 거리가 짧고, 

2.4GHz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Bluethooth와 Wi-Fi는 신호의 간섭이나 

감쇄로 인한 불안정한 출석 문제가 발생한다[1]. 생체 정보를 이용한 

전자 출결의 방식은 지문, 얼굴, 홍채 인식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체 인식을 위한 전자 출결의 도입을 위해서는 고가의 비용의 

장비가 요구된다. 또한 장비의 고장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발생한

다. 홍채 및 지문 인식의 전자 출결 방법은 통신 방법에 비해 높은 

출력 인식률을 보인다. 반면 얼굴 인식의 출결 방식은 홍채 및 지문 

인식 출결 시스템에 비해 인식률이 많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framework인 

Apache Spark를 이용한 얼굴 인식 전자 출결 시스템을 제안한다. 

머신 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컴퓨터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분야이다[2]. 머신러닝을 제안하는 시스템에 

이용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사용자들의 얼굴을 인식하도록 하여 안정

적인 출결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없이 

얼굴 인식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Apache Spark와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등 머신 러닝에 필요한 관련 연구를 살펴 본 다음, 3장에서 

제안된 얼굴 인식 전자 출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4장에서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로 결론을 맺는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Apache Spark

Apache Spark는 메모리에서 실행되는 분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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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park는 in-memory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Disk 기반의 

Hadoop보다 MapReduce 작업에서 월등한 속도 차이를 보인다[3]. 

이는 Spark의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의 입력, 출력 

및 중간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I/O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Spark는 Java, Scala, Python 및 R 등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여 

머신 러닝을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개발의 용이성을 높여준다.

Fig. 1. Structure of Spache spark stack

Fig 1은 Apache Spark 스택의 구조를 보여준다. Infrastructure 

level에서는 Spark 활성화를 위한 Standalone Scheduler, YARN 

그리고 Mesos가 있다. Spark는 메모리 기반 분산 클러스터 환경이므

로 Spark Core는 Scheduler 위에 올라간다. Spark Library layer는 

Spark Core를 사용하여 함수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각 라이브러리를 

실행한다. 라이브러리 layer에는 4개의 서브 모듈로 Spark SQL, 

Spark Streaming, MLlib, GraphX를 제공한다. Spark SQL을 사용

하면 big data를 쉽게 Reduce 작업을 수행하여 처리할 수 있고, 

Spark Streaming은 Spark로 들어오는 real-time streaming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MLlib는 머신 러닝을 위한 각종 라이브러리가 제공되

며, GraphX는 그래프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 Spark Library 

layer의 4개의 서브 모듈은 서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

1.2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는 하나의 큰 파일을 

여러 대의 서버로 분산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여러 대의 서버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I/O를 위한 시간이 크게 감소된다.

Fig. 2. HDFS structure

Fig 2와 같이 HDFS는 name node, secondary name node 그리고 

data node로 구성된다. name node는 data node에 저장되는 파일의 

물리적 저장 위치와 디렉터리 구조와 같은 meta data를 저장하는 

Master node이다. data nod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ame 

node에서 meta data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name node가 고장 

날 경우 더 이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econdary 

name node를 이용하여 name node에 저장된 meta data를 복사하여 

저장한다. name node가 고장이 나면, name node의 역할을 secondary 

name node가 수행하게 된다. Data node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Data node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디폴트 

64Mbyte의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 즉 여러 대의 data node가 존재하면 

하나의 큰 파일이 쪼개져서 각 data노드로 저장이 된다. 저장되는 

데이터 블록은 각 데이터 노드로 복제되어 하나의 data node가 고장이 

나도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System Design

Server-Client 방식으로 전자 출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client에서는 스마트 폰의 application을 이용하고, server에서는 머신 

러닝을 위한 framework와 출결 정보 및 각종 meta-data 저장을 

위한 database를 이용한다.

Fig. 3. System configuration for electronic attendance

Fig 3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app을 설치하고 camera를 이용하여 개인의 얼굴 데이터를 획득한다. 

Server는 머신 러닝을 위한 apache spark와 머신 러닝에 사용되는 

training dataset과 training 결과로 생성되는 Model을 저장하는 

HDFS, 그리고 HDFS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meta-data를 저장하는 

database와 마지막으로 Client의 요청에 따라 HDFS 혹은 Spark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controller로 구성된다.

Controller는 사용자의 얼굴 등록 및 출석의 요청을 구분한다. 

얼굴 등록의 요청은 client로부터 받은 face data를 HDFS에 저장된 

하나의 train dataset에 저장을 하고, 출석 요청 시 Spark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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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 미리 HDFS에 저장된 training dataset을 로드하여 머신 러닝을 

수행한 후 학습 model을 생성한다. 그 후 controller로부터 face 

data를 받으면 model을 이용하여 prediction 값을 추출한다.

2. Attendance Flow

Fig 4는 출석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얼굴을 

등록하는 flow이다. 먼저 application의 face registration을 선택하여 

자신의 face data를 생성한다. face data가 생성이 완료되면 

application은 Server의 Controller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Controller

는 face data와 얼굴 등록 요청을 받고, 수신한 data를 HDFS에 

저장된 train dataset(저장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train dataset 생성)에 

저장한다.

Fig. 4. Face registration flow

train dataset은 한 강의와 같은 class 단위 분류한다. 10명의 학생이 

class 1에 속한다는 가정을 하면, 10명의 학생의 face data는 하나의 

train dataset에 저장된다. Spark는 database에서 meta-data 정보를 

읽고 HDFS에 저장된 알맞은 train dataset을 로드하여 머신 러닝을 

수행한다. 머신 러닝을 수행하면 학습 Model이 생성되고, 생성된 

model은 HDFS에 저장을 하고, Model의 meta-data를 database에 

저장한다.

Fig. 5. Attendance flow

Fig 5는 제안된 시스템의 출석 흐름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Fig. 

4의 얼굴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face data를 생성한다. 생성된 

face data는 server의 controller로 전송되고, controller는 face data와 

출석 요청을 수신하고, 수신된 face data를 spark로 전달한다. spark는 

미리 HDFS에서 학습 model을 로드하고, controller로부터 수신한 

face data를 model에 적용하여 prediction 결과를 추출한다. 추출된 

결과와 database에 저장된 얼굴 등록 데이터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전송한다. 사용자는 출석 결과가 본이 아닌 

경우 이전에 사용된 face data를 버리고, 다시 출석을 수행한다. 

본인이 맞는 경우 이전에 사용된 face data를 HDFS에 새로운 train 

dataset에 저장을 한다. Spark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1회 기존에 

사용된 train dataset과 새로 생성된 train dataset을 로드하여 새로운 

학습 model을 생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학습 model이 

생성되면 다음 출석 요청 시 이전의 출석 인식률 보다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머신 러닝을 적용한 얼굴 인식 전자 출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향후 제안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face 

data를 생성하고, 생성된 data를 이용하여 머신 러닝을 통해 출석을 

위한 Model을 생성하여 얼굴 인식률을 알아본다. 또한 multi-class 

classification 혹은 decision tree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출석을 

위한 model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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