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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청각장애인용 방송에서 화자를 식별하고 

감정 표현 자막을 표출하기 위한 배우 얼굴 인식 기술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배우 얼굴 인식을 위한 방안으로 

원샷 학습 기반의 딥러닝 얼굴 인식 알고리즘인 ResNet-50 기반 VGGFace2 모델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측정함으로써 실제 청각장애인용 방송에서 배우 얼굴을 

인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1. 서론

얼굴 인식이란 얼굴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혹은 

비디오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이다[1].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얼굴 인식 

기술 또한 사람의 얼굴 인식 능력을 상회하게 되었으며[2], 

출입국 시스템, 보안, 결제시스템, 미디어에서의 유명인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3]. 특히, 영상 미디어 

분야에서는 화면 정보 분석을 통한 하이라이트 클립 자동 생성, 

배우 인식을 통한 화자 식별에 얼굴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5].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용 감정표현 자막방송에서 화자를 

식별하기 위한 배우 얼굴 인식 기술을 연구한다. 먼저, 널리 

사용되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전처리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전처리 방식별 각 얼굴 

인식 모델의 정확도를 실험하여 실제 자막방송에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원샷 학습 기반 얼굴 인식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끊임없이 창작되는 영상 콘텐츠에서 수많은 

배우를 인식하기 위한 이미지 인식 방식으로 일반적인 

분류(classification) 학습이 아닌 원샷(one-shot) 학습을 

이용한다. 표준 분류 학습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 확률 분포가 

생성되며 새로운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지만, 원샷 학습은 동일한 가중치(weights)와 아키텍처를 

공유하는 두 개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는 샴 

네트워크(siamese network) 방식[6]을 통해 두 개의 입력 

이미지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특성(feature)을 추출하여 

유사성을 측정하거나 군집(clustering)하여 클래스를 분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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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새로운 배우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거나 적은 수의 

이미지로 얼굴을 인식해야 하는 시스템에 유용하다[7].  

그림 1 은 샴 네트워크 기반 원샷 학습 얼굴 인식기 구조를 

나타내며, 크게 얼굴 검출(detection), 임베딩(embedding), 

유사도(similarity) 및 거리(distance) 측정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FaceNet[8], VGGFace[9]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ResNet-50[10]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VGGFace2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모델, 통칭 VGGface2 [11]을 

사용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샴 네트워크 기반 원샷 학습 얼굴 인식기 

실험을 위해 S
3
FD 얼굴 검출 모델[12]과 tensorflow-

keras 기반으로 사전 학습(pre-trained)된 VGGface2 얼굴 인식 

모델을 이용하고, 한국 드라마에서 검출한 주연 배우 4 명의 정면 

얼굴 총 2,559 개와 각 배우의 인터뷰 사진 한 장씩을 성능 

검증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영역 보간법으로 224*224 리사이즈된 컬러 배우 얼굴 

이미지를 원본(original) 이미지로 두고 성능을 측정한 뒤, 이를 

얼굴 정렬(alignment), 샤프닝(sharpening), 패딩(padding), 

CLAHE 등 전처리를 적용하여 얻은 성능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2 와 같이 배우 및 전처리 기법에 따른 

accuracy 는 80.32%에서 98.03%로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얼굴 

정렬 전처리의 경우 배우 1, 2 는 원본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와 

대비하여 0.33 %에서 1.55%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배우 3, 

4 는 원본 이미지 결과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CLAHE 는 

다른 전처리 기법들뿐만 아니라 원본 실험 결과에 비해서도 낮은 

성능을 보였다. 

배우별 정확도 또한 큰 편차를 보였으며, 특히 보조축을 통해 

표현된 배우 4 의 경우 60.07%-80.32%의 정확도로 다른 

배우들에 비해 최고 37% 더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해당 배우의 

경우 격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눈을 감은 데이터셋의 비율이 다른 

배우에 비해 30%에서 40% 더 많았으며, 해당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False-Negative 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 2 배우별 샴 네트워크 기반 원샷 학습 얼굴 인식 실험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전처리 기법을 적용한 배우 얼굴 

데이터셋을 샴 네트워크 기반 원샷 학습 얼굴 인식기로 인식하고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정렬 전처리를 

한 얼굴 이미지가 모든 실험에서 Top-2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배우 1 의 경우 Top-1 정확도가 1.55%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얼굴 정렬 기법이 얼굴 인식 실험에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데이터셋이 옆모습을 제외한 정면에 

가까운 순수한 얼굴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다른 각도의 얼굴 

포즈와 모자, 안경 등 소품, 격한 표정 이미지에서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VGGFace2 모델만을 이용하였으나, DeepFace[14], Sphere 및 

Pose-Robust 얼굴 인식기인 DREAM 등 다양한 모델에서의 

성능 평가가 필요하며, pre-trained 모델 뿐만 아니라, 국내 

데이터셋으로 튜닝된 모델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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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샴 네트워크 기반 원샷 학습 얼굴 인식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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