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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영화를 보면서 지금 등장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어떤 영화에 나왔었는지 궁금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궁금증

을 해결할 수 있는 ‘얼굴인식을 통한 배우 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키워드: 얼굴 인식(Face Recognization)

Ⅰ. 서론

누구나 영화를 시청하다보면 “어? 저 배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또 그 배우의 최근 작품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OpenCV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 즉 영화에 나오는 배우의 얼굴을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버튼 클릭을 통해 인식하고, 그 배우의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에 대한 해결과 실력 있는 무명 배우들의 

인지도 상승을 기대해 본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요즘 많은 분야에서 얼굴인식은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회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API와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Amazon, Google, Microsoft, 

IBM, OpneCV가 여러 기업들 중 대표적인 회사라 할 수 있다. 

그 중 Microsoft가 얼굴 인식에 이어 얼굴 감정의 여부와 정서적 

깊이, 연령 및 성별도 구분 할 수 있는 API를 개발, 배포하였다. 

Amazon에서는 정서적 깊이는 읽어들이지 못하지만 나머지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 API를 배포하였다. 하지만 

영상에서 바로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구현한 곳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가 연구 주제로 삼은 영상 속 배우 인식 또한 API를 

이용한다면, 각 영상을 사진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얼굴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연구방법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얼굴인식 Google API(Face Detection)를 

이용한다.

얼굴 인식 시스템의 구성단계는

1) CCD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획득하여 저장 

2) 잡음제거 영상처리 및 분할 등 전처리 

3) 입력영상으로부터 얼굴영역을 검출 

4) 특징 추출, 밝기 및 기하학적 표준화 

5) 검출된 영상과 데이터베이스 영상간의 비교 및 인식의 5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Google API를 이용하여 얼굴인식 후 haar features를 사용하여 

특징 features를 추출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이미지들

의 Feature value 값과 비교하여 인물 정보를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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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 상 결 과

Fig. 1. 사용자 영상 속 캡쳐 화면

(커서는 손가락을 의미)

Fig. 2. 데이터베이스 내 저장된 

이미지

Ⅴ. 논 의

얼굴인식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탁월한 시스템이

지만 몇 가지 단점 및 어려운 점이 있다. 조명이나 카메라와의 거리 

등에 따라 인식률이 변한다는 점, 얼굴의 각도, 표정, 나이에 따라 

안면의 모양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 환경에서는 정확한 

인식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또한 수염, 눈썹, 안경 및 화장 등과 

같은 외관의 변형에 따른 인식 문제도 발생한다.

Ⅵ. 개발 결과

1. 이미지 업로드 : 안드로이드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불

러오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 기능은 향후 동영상의 캡

처 사진을 안드로이드에 불러오는데 사용할 수 있다.

Fig. 3.초기 화면 Fig. 4. 이미지업로드

2. 얼굴 인식 : 이미지 속 인물의 눈,코,입 추출.

Google API를 활용하여 불러온 이미지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눈,코,입의 위치정보를 추출하였다. 이 기능은 향후 추출한 눈,코,입의 

위치정보를 DB 이미지와 매칭시켜 어떤 인물인지 알아내는 알고리즘

을 구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Fig. 5.얼굴인식 Fig. 6. 다른 결과 화면

Ⅶ. 기대 효과

첫째로, 사용자가 영화를 볼 때 특정 배우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많은 동영상 플레이어 

혹은 스트리밍 어플과 프로그램에서 이 기술이 사용된다면 많은 

주조연 배우들의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해당 기술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성능을 더 개선시킨다면 모든 동영상을 

대상으로 인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CCTV를 통한 범죄자 자동인식, 공항 얼굴인식 

시스템 등에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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