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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다양한 영상 매체가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1인 방송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방송 중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실시간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하여 방송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방송자의 얼굴이 아닌 일반인으로 인식되는 얼

굴은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하여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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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초상권 보호를 위한 실시간 얼굴인식 및 모자이크 처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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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활발하게 성장 중이며 영상 매체들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녹화하는 영상의 경우, 방송 당사자를 제외하

고 일반인들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일반인의 

의사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의 경우 

방송자 이외에 일반인들의 얼굴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되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얼굴인식에 특화된 FaceNe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방송자

와 일반인의 얼굴을 구분하고 방송자는 후처리 없이 영상을 송출, 

일반인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기존 모자이크 처리 방식은 영역 지정과 후처리로 나뉘는데 영역지

정은 해당 영역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야하고 후처리의 경우 실시간 

영상에 적용하지 못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Software Structure

Fig. 1. FaceNet 학습법

기본적으로 FaceNet 구조를 사용한다. 입력 얼굴 이미지를 신경망 

구조를 통해 특징을 뽑아내고 임베딩을 거쳐 설정한 차원의 크기만큼 

출력하고 그림 1 과 같이 출력물을 L2거리 비교법을 이용해 동일인일 

경우 가깝게, 아닌 경우 멀게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후 학습한 얼굴과 동일 얼굴인지 판단하고 아닌 경우 일반인으로 

인식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영상을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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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ining data

모델명
LFW 

정확도
학습 dataset 신경망

20170511-

185253
0.987 CASIA-WebFace ResNet

20180402-

114759
0.9965 VGGFace2 ResNet

Table 1. Pre-trained models

비교 작업 이전 사람의 얼굴인식을 위한 얼굴 모델이 필요하다. 

표 1 은 얼굴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명시하고 해당 모델의 학습은 

각 9*10⁴회 진행했다.

모델명 학습 객체 수 이미지 개수

1 20170511-185253 2 30

2 20170511-185253 4 30

3 20170511-185253 2 50

4 20170511-185253 4 50

5 20170511-185253 4 100

6 20180402-114759 2 30

7 20180402-114759 4 30

8 20180402-114759 2 50

9 20180402-114759 4 50

10 20180402-114759 4 100

Table 2. Experiment number

학습된 모델을 통해 표 2 와 같이 등록 인원과 인원별 이미지 

개수를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IV. Results

실험 

번호

인식률 모자이크 

처리율
정확도

실시간 사진

1 84% 83% 72% 95%

2 74% 85% 76% 89%

3 78% 81% 65% 98%

4 63% 91% 72% 92%

5 80% 97% 71% 95%

6 87% 88% 50% 96%

7 73% 85% 89% 89%

8 82% 92% 60% 98%

9 88% 96% 89% 92%

10 92% 98% 96% 97%

Table 3. Recognition rate and Accuracy

실험 결과 실시간 인식률 대비 정지 사진 인식률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2. 2명 방송자 설정 2명 일반인

그림 2 의 경우 8번 실험의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한 결과 등록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일반인으로 인식하여 모자이크 처리되어 

영상이 송출된다.

Fig. 3. 4명 방송자 설정

그림 3 의 경우 10번 실험의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실시간 

처리에서 4명의 등록된 인원과 3명의 일반인 총 7명을 등장 시켜 

등록인원 4명의 인식률 평균 92% 정확도 97% 3명의 모자이크 

처리율 96%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V. Conclusions

기존 방송의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송출하면 초상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을 통하여 방송자와 일반인을 구분, 모자이크 처리하면 일반인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거나 완벽하게 옆모습만 보인다면 알고리즘에서 얼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추후 데이터 셋의 다양화를 

통하여 더 좋은 인식률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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