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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딥러닝의 발 에 따른 생체 인식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게 하 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의 경우 편의성·비강제성 면에서 몰입감을  수 있지만, 부분의 상용 콘

텐츠는 어 리 이션 역에만 그치는 한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를 극복하여 실시

간 비디오 피드를 기반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실감형 인터 티  콘텐츠를 구

하고자 한다.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해 Unity 엔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얼

굴인식 성능 하와 임 드랍(Frame Drop) 상이 발생하여 추가 으로 Dlib 툴킷을 사용

하고, 얼굴인식 이미지의 해상도를 조 함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ABSTRACT

Biometric technology with the advance of deep learning enabled the new types of 

content. Especially, face recognition can provide immersion in terms of convenience 

and non-compulsiveness, but most commercial content has limitations that are limited 

to application areas.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mplement content that can utilize face recognition technology based on realtime video 

feed. We used Unity engine for high quality graphics, but performance degradation and 

frame drop occurred. To solve them, we augmented Dlib toolkit and adjusted the 

resolution image.

Keywords : Face Recognition(얼굴 인식), Immersive Interactive Content(실감형 인터랙티  

콘텐츠), Image Processing ( 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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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실감형 콘텐츠와 생체 인식 기술

최근 다양한 IT기술이 다른 분야에 목되고 있

다. 특히 미디어 역에서 IT 기술의 도입은 기존

의 콘텐츠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  작품과 객의 활발한 상

호작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실감형 인터랙티

(Interactive) 아트’의 경우, 객의 체감 인 활동

이 몰입감에 요한 향을 끼치기 때문에 IT 기

술은 주요 표   구  수단으로 그 의미를 더하

고 있다. 사용되는 IT 기술로는 사람의 신체 ·행

동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인 생

체 인식 기술(Biometrics)이 표 이다. 최근 콘

텐츠 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보면 객의 몰입을 향

상시키기 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콘텐츠들이 

증가했다[1]. 이는 인체 감각과 련이 있는데, 콘

텐츠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인체의 오감은 가상의 

환경을 수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

의 몰입을 향상시키기 한 실감 요소로 생체 인

식 기술은 오감을 극 화시켜 인터랙티  콘텐츠 

역에서 더욱 많은 활용성을 가진다[2]. 여러 생

체 인식 기술 에서도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은 [Fig. 1] 과 같이 생체 인식 

기술 분야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할 정도로 경

쟁력 있는 기술이며[3], 객으로 하여  특정한 

동작이나 환경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지 않아 몰입

감을 향상시킨다[4].

[Fig. 1] Status of use of biometric technology

1.2 얼굴 인식 기술의 활용과 연구방안

실감 인 콘텐츠 서비스 역에서 많은 쓰임이 

있을 것으로 상되는 얼굴 인식 기술은, 딥러닝 

기술의 발 으로 성장한 생체 인식 기술을 바탕으

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5]. 해당 기술은 

고, 가 제품, 어 리 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되

지만 콘텐츠로 미디어 분야의 활용은 어 리 이션

(Application)에 한정된다[6]. 특히 상용화되어 활

발히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는 부분은 어 리

이션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외 으로 웹을 기반

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페이스북(FaceBook)

의 딥 페이스(Deep Face), 구 (Google)의 피카사

(Picassa)가 있으며 딥 페이스의 경우 상업 으로 

용되지 않았고 피카사는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이 

아닌 사진 이미지를 통해 얼굴 인식을 하는 에

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얼굴 인식 기술과 콘

텐츠 용 한계를 극복하고 어 리 이션 기반이 

아닌 실시간 비디오 피드를 기반으로 실감형 인터

랙티  아트 구  방안에 해 연구하고 르네 마

그리트(Rene Magritte)의 작품인 세헤라자데

(Scheherazade, 1948)를 재해석한 인터랙티  아

트를 제작했다. 원작의 재 도를 높이고 개발 속도

를 단축시키기 해 게임엔진 작 도구인 유니티

(Unity) 엔진을 사용했고 설치의 용이성을 해 단

안 RGB 카메라로 제작했다.

2. 본  론

2.1 얼굴 인식 기술 동향

최근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얼굴 인식 기술이 

용된 콘텐츠들이 상용화되어 다양한 역에서 활

용되고 있다. 고 역에서 활용되는 얼굴 인식 

기술은 주로 고객 맞춤형 마 을 해 사용된다. 

이러한 로 국의 벤처 기업인 리얼 아이즈

(Realeyes)의 고와 앞서 언 한 딥 페이스가 있

다. 리얼 아이즈는 시청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분석

하고 이에 합한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의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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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 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은 인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감시의 역할로 사용되는데 공항이나 

항만 는 국경 등에서 출입국 심사를 해 사용

된다[7]. 보안 서비스의 표 인 사례는 FaceID로 

얼굴인식을 통해 디바이스 주인이 맞는지 별하여 

잠 이 자동으로 풀리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미디

어 역에서의 표 인 사례들은 엔터테인먼트 서

비스를 제공하는 SNS 기반의 어 리 이션 스노

우(Snow)와 스냅챗(SnapChat)이 있다. 이 두 어

리 이션은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 얻은 얼굴 

상에 다양한 인터랙션 애니매이션을 제공함으로

써 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얼굴을 

인식하여 뷰티 효과를 주거나 어린아이나 노인이 

되어 볼 수 있고 나아가 헤어스타일을 바꾸어주는 

SNS 기반이 아닌 단순 얼굴 합성 어 리 이션도 

다수 존재한다.

[Fig. 2] (Realeyes, Surprise and sad face 

analyzed through Realeyes)

이런 다양한 역에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미

디어 역에서 얼굴인식 기술은 모바일 랫폼에서

의 활용으로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

한 용 한계를 극복하고, 얼굴 검출 방법을 연구

하며 이를 작품에 용하고자 한다.

2.2 일반 인 얼굴 검출 방법

컴퓨터 비 (Computer Vision)에서 일반 인 

얼굴 인식 방법은 [Fig. 3]와 같이 얼굴 검출 과정

을 거친 후 이루어진다[8]. 먼  들어오는 상 스

트림을 통해서 얼굴의 검출 (Landmark)를 추출

해 얼굴을 검출한다. 검출 을 통해 상을 정규화

하고 특징 을 추출해 유사도 비교를 한다. 이를 

통해 최종 으로 동일 인물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

으로 얼굴 인식을 진행한다. 따라서 얼굴 인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해 정확한 얼굴 특징  검

축은 요하다. 얼굴 검출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진 

것은 2000년  반에 발표된 Viola - Jones 알고

리즘[9]으로 Haar-based Cascade 특징 검출기이

다. 이후 2002년에 Lienhart와 Mydt가 이 알고리

즘을 개선했다. 이러한 객체 검출기는 실시간으로 

컴퓨터 비 을 처리하는 목 으로 만들어진 오 소

스 라이 러리 OpenCV로 확장돼 제공 다[10]. 

OpenCV는 단순히 컴퓨터 비 을 한 임 워

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500여 개가 넘는 알고

리즘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세트까지 지원하기 때문

에 인식 기술 측면에서 많은 쓰임을 가지고 있다.

[Fig. 3] Face Recognition Process

2.3 Unity 환경에서 얼굴 검출 과정

2.3.1 Unity 환경 구성

기획된 인터랙티  아트는 3차원의 가상공간과 

실사 이미지를 합성하는 작품이므로 빠른 제작과 

높은 리티, 디바이스 확장성 그리고 수정의 편의

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3차원 가상공간 구성의 

편의성, 고해상도 더 이 라인(HDRP, High 

Definition Render Pipeline), OpenCV Asset, 

WebCamera를 지원하는 범용 게임 제작 랫폼인 

Unity를 기반으로 인터랙티  아트를 기획  제

작했다. OpenCV Asset은 C/C++로 작성된 

OpenCV를 Unity 환경에서 C#으로 작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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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포  되었다. 따라서 본래 OpenCV 수 의 성

능을 취할 수 있게 C++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계학

습 알고리즘 툴킷인 Dlib[11]을 더해 [Fig. 5]와 

[Fig. 6]과 같이 얼굴 검출 환경을 구성했다. Dlib 

툴킷에는 이미 훈련을 마친 얼굴 검출기(Face 

Detector)가 있어 이를 사용해 얼굴 검출이 이루어

진다. Dlib의 얼굴 검출기는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 방식을 사용하여 얼굴 인식을 

이루어낸다. HOG방식은 인터랙티  아트의 시

환경 특성상 객이 항상 정면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 가능하다. HOG는 히스토

그램 매칭(Histogram Matching)을 이용하기 때문

에 형태가 변해도 쉽게 상을 매칭 가능하다. 

한 HOG는 edge의 방향 정보를 이용하는데, edge

는 상의 밝기 변화, 조명 변화에 덜 민감하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가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하기 

합하다[12]. Dlib의 얼굴 검출기는 [Fig. 4]와 같

이 68개의 얼굴 검출  정보를 실사 이미지 혹은 

상에 존재하는 얼굴을 검출해 얼굴의 검출 을 

실제 이미지, 상의 얼굴에 매칭한다. 각 검출

은 비디오를 기 으로 어느 치에 존재하는지의 

픽셀 값을 반환되며 해당 정보를 Unity 스트림에 

달해 이를 바탕으로 인터랙티  아트 제작에 활

용했다. 

[Fig. 4] 68 LandMark, 68 LandMark visualization 

examples

[Fig. 5] compared opencv and dlib 1,

a picture facing the front.

Left-opencv, Right-opencv+dlib

[Fig. 6] compared opencv and dlib 2,

a picture facing the side.

Left-opencv, Right-opencv+dlib

2.3.2 얼굴 검출  인터 션 구

Unity 기반의 가상환경에서 오 젝트의 움직임

을 제어하고, 상  얼굴 검출 데이터를 받아 합

성을 진행한다. 이런 Unity 스트림이 진행되는 동

안 WebCamra는 실시간 상 정보를 얻고 얼굴 

검출 과정을 수행하는 OpenCV와 Dlib은 상에서 

검출한 얼굴의 검출  정보를 Unity 스트림에 

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인 콘텐츠가 만

들어지며 해당 과정을 도식화하면 [Fig. 7]와 같다.

WebCamera 스트림에선 상을 실시간으로 받

아들이면 두 가지 일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해상

도 1680X1080 원본 상을 Unity 스트림에 달

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본 상을 해상도 

480X360으로 축소(Downscaled)해 OpenCV와 

Dlib으로 구성된 얼굴 검출기로 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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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검출기를 통해 출력돼 Unity 스트림에 달

하는 값은 검출 의 치이기 때문에 얼굴 검출이 

진행될 때 고해상도의 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낮은 해상도의 상으로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 을 출력해 Unity 스트림이 WebCamera 스

트림에서 달받은 원본 상에 매칭 시켜 얼굴 

검출에 발생하는 지연속도를 낮췄고 최종 결과물에

는 원본 상을 사용해 리티 하를 최소로 했다.

 

[Fig. 7] Processing Scheme

반 인 콘텐츠의 구 이 이루어지는 Unity 스

트림은 사용자의 얼굴의 기울기를 계산해 이를 통

해 오 젝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일과 Unity의 3

차원 가상공간에 상을 합성하는 일을 수행한다. 

먼  오 젝트의 움직임을 제어할 때 사용자 고개

의 기울기를 이용한다. WebCamera의 상에 사

용자 얼굴이 인식되는 순간 고개의 기울기를 계산

하며 [Fig. 7]의 1번과 17번 얼굴 검출 을 방정식 

①을 사용해 두  간의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

가 양수면 고개의 방향은 왼쪽, 음수면 고개의 방

향이 오른쪽으로 기운 것이다. 따라서 기울기를 통

해 고개의 방향을 알아낸다.

   

  
 … ①

Unity 스트림에선 Unity의 3차원 가상공간에 

WebCamera부터 달받은 고화질의 원본 상 합

성을 진행한다. 합성할 상에 필요한 심 역

(ROI,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한 뒤, 이 심 

역을 텍스쳐화 해 3D 오 젝트에 마스킹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 입을 심 역으로 설정하기 

해 [Fig. 7]의 37∼48번 얼굴 검출 으로 을 

심 역을 설정하고 49∼60번 얼굴 검출 으로 

입을 심 역을 설정한다. 심 역은 역의 

시작 과 역의 비와 높이로 정의되기 때문에 

얼굴 검출 과 방정식 ②를 이용하여 과 입의 

비와 높이를 계산한다. 37번·40번, 49번·55번 얼

굴 검출 을 사용해 과 입의 비를 계산하고 

38번·42번, 52번·58번 얼굴 검출 을 사용해 과 

입의 높이를 계산한다. 사용자의 따라 정한 공백

을 넣기 해 계산된 비와 높이를 기 으로 

25%의 공백(padding)을 추가해 최종 인 비와 

높이를 계산한다. 계산한 비와 높이를 이용하여 

심 역의 시작 을 계산하며 은 37번· 43번 

얼굴 검출 의 y값에 의 높이의 반을 더해 얻

는다. 입은 49번 얼굴 검출 의 y값에 입의 높이의 

반을 더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합성이 

완료된 이미지는 앞서 구한 얼굴의 기울기에 따라 

좌·우로 회 시켜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 기울어지

는 마스크 임에 맞춰 과 입이 이동시킨다.

    
    


 … ②

얼굴 검출을 한 OpenCV와 Dlib 스트림에서

의 작업은 다음과 같다. 먼  얼굴 검출기와 모델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한다. 모델 데이터는 에서 

언 한 [Fig. 4]과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 그다음 

Unity 스트림에서 받아온 32비트 형식의 색상 값

을 활용하기 해 Mat 구조체로 변환시켜 다. 이

게 변환한 Mat 구조체를 이미지화하고, 이 이미

지에서 얼굴 검출기를 통해 얼굴의 검출 을 추출

한다. 추출한 검출  모두를 Unity 스트림에 반환

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을 반환하여 얼굴 검출 

과정을 마무리한다.

2.4 임 드랍 최 화

WebCamera 스트림이 OpenCV와 Dlib으로 구

성된 얼굴 검출기에 비디오 이미지를 달할 때, 

원본의 고화질 상을 달하여 얼굴 검출이 진행

되면 되면 처리 속도 지연 상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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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드랍(Frame Drop)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한 해상도를 찾기 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Table. 1]의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은 동일한 

상을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이를 축소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당 임(FPS, Frames per 

Second)과 인식률을 비교하 다. 인식률은 동 상

이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동안 얼굴을 인식하는 시

간에 따라 측정하 고, 동 상은 시 특성상 사람

이 카메라로부터 1M 떨어졌다고 가정한 상황의 

동 상을 사용하 다. 각각의 축소된 해상도는 4:3 

비율을 가지며 320X240 이하의 크기는 인식이 불

가하 기에 표에서 제외하 다. 480X360 이상의 

크기부터는 90% 이상의 인식률 보이지만  그 

크기에 따라 임이 떨어졌다. 따라서 90% 이상

의 인식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임을 유지할 

수 있는 480X360 크기로 축소하여 비디오 이미지

를 달하 다.

Resize 

Resolution
Frame Rate Recognition Rate

320 X 340 - unrecognizable

400 X 300 Avg. 17 FPS 43%

480 X 360 Avg. 15 FPS 97%

512 X 384 Avg. 12 FPS 99%

640 X 480 Avg. 10 FPS 99%

800 X 600 Avg. 7 FPS 99%

[Table. 1] (resolution comparison, Compare frames 

and recognition rates based on resolution)

3. 구  

3.1 실감형 인터 티  아트 ‘세헤라자데’

실감형 인터랙티  아트는 람객에게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실주의 작가

인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세헤라자데

(Scheherazade, 1948)를 선정하고 객이 실시간

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해

석한 실감형 인터랙티  아트를 앞서 제안한 구성

환경과 검출 과정을 바탕으로 ‘세헤라자데

(ARPhotoZone – Scheherazade)'를 제작했다.

[Table. 2]와 같이 하드웨어를 시공간에 [Fig. 

8]처럼 환경을 구성했다. 디스 이를 세로로 배

치하고 벽에 매립하여 실제 작품 비율과 유사하게 

구성했으며 작품 상단에는 람객의 얼굴을 인식하

는 WebCamera를 거치했다. 그리고 어두운 시 

공간의 특성상 작품 좌우로 LED 조명을 설치해 

람객의 얼굴인식 정확도를 높 다. WebCamera

를 통해 인식한 람객의 얼굴 검출  정보를 바

탕으로 객이 마치 작품이 되어볼 수 있는 경험

을 제공한다. 단순히 평면에만 그쳤던 명화를 입체

화 시켜 람객의 움직임에 따라서 작품 속 오

젝트들이 실시간으로 반응해 움직여 몰임감을 더욱 

극 화했다. 한 독특한 람과 경험이 가능한 인

터랙티  아트 특성을 살려 실주의 작품을 재

하기 해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 오 젝트들은 

움직이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는 등 실과 가상

의 경계가 모호해지도록 제작했다. 

CPU
Intel i5 9600KF (Hexa-Core, 6 

Thread)

GPU GTX 1660 Super D6 6GB

RAM DDR4 16GB

SSD 240GB

WebCamera
Logitech C920 HD PRO 

(1080p/30fps – 720p/30fps)

Display LG 55inch LED TV (2160p/60fps)

[Table. 2] (Hardware Specification Configuration)

[Fig. 8] (ARPhotoZone – Scheherazade, 
configur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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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얼굴 인식에 따른 인터 션

콘텐츠는 크게 Awake - Wait – Idle 3가지의 

상태(State)로 구성된다. Awake는 카메라에 사용

자의 얼굴이 인식되어 상황에 맞는 인터 션이 나

오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한다. 얼굴이 인식되는 시

으로부터 얼굴의 검출 을 통해 얼굴 기울기의 

방향, 기울기 정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오 젝

트들이 움직이게 된다. 얼굴 기울기의 방향에 따라 

마스크 임, 조명, 바람, 물, 구름의 방향이 달

라진다. 얼굴 기울기 정도에 따라서는 마스크 

임의 모핑, 바람의 세기, 물의 기울기 정도가 달라

진다. Wait은 사용자의 얼굴인식이 종료된 시 으

로부터 Idle로 진입하기 이 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일정 시간 동안 얼굴인식이 되지 않으면 Idle 상태

에 진입하게 된다. 얼굴인식이 되지 않는 이 구간

에서는 마지막 람객 얼굴의 검출 을 유지해 합

성한다. 해당 State는 람객이 작품을 체험 에 

얼굴인식이 순간 으로 끊어지는 상황을 비해 구

성했다. Idle는 Awake와 Wait를 거쳐 더 이상 작

품 앞에 람객이 없어 얼굴인식이 되지 않음을 

확신하는 상태이다. Wait에서 일정 시간 동안 얼

굴인식이 되지 않아 Idle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원

본 명화 이미지로 체된다. 그리고 작품 속 오

젝트들은 마지막으로 인식한 사용자 얼굴 기울기에 

따라 계속 움직여 작품이 지속 으로 움직인다.

[Fig. 9] (ARPhotoZone – Scheherazade, When the 

state of Awake – Wait – Idle)

4. 결  론

본 논문은 기존 얼굴 인식 기술이 용되었던 

랫폼에 벗어나 데스크톱 환경에서 동작하는 실감

형 인터랙티  콘텐츠를 구 했다. 그 결과 스마트 

디바이스가 아닌 데스크톱의 컴퓨  워를 온 히 

사용하여 높은 성능의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을 사용한 얼굴 

인식 기술 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비디오 스트림

이 고해상도일수록 처리 속도 지연에 의한 임 

드랍(Frame Drop) 이슈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

기 해서 얼굴 검출 을 찾기 해 Dlib에 달되

는 상의 해상도를 축소해 달했지만 축소 정도

에 따라 얼굴 검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

생했다. 따라서 시 환경에 최 화할 수 있는 

합한 데이터 셋(Data Set)을 구성하고 이를 용

해 정확한 얼굴 인식이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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