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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비전 기술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미아 얼굴 정보를 중심으로 매칭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미아 데이

터베이스에 등록된 얼굴과 유사한 미아를 정확도 순으로 배열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기존의 텍스트 정보 중심의 미아

에 대한 정보 등록 및 조회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정보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입력과 매칭을 함으로써 골든 타임 안에 미아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키워드: 얼굴 인식(Faces Recognition), 실종자(Missing Persons), 얼굴유사도(Faces Similarity)

I. 서 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실종 아동 문제는, 연간 

실종에 대한 발견자 수는 늘어났으나 동시에 미 발견자 수도 함께 

올라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48시간이 지난 이후의 

실종자들은 사라진 곳에서 멀리 벗어날 가능성이 크며 발견 확률이 

더욱 희박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아 찾기 앱이 출시되어 있으나, 정보 입력 방법 및 문제점도 많아 

실용성도 없었다. 또한 실종자들의 정보만을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일반적이기도 하며 방송과 같이 실종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면 그만큼 불필요한 신고가 들어 

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접수된 신고내용 중에서 사진과 내용을 등록된 

정보와 유사도를 구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푸싱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종자가족과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한다. 또한 Luxand Face[1] 라이브러리

를 사용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해 푸싱서비스로 인한 무분별한 

푸시메시지 발생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의 실종

자들을 이미지 정보라는 객관적인 정보로써 접근 가능하게 한다.

II. 시스템 구현

1. 얼굴 인식 알고리즘

얼굴인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주성분 분석알고리즘(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선형판별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이 있다. PCA를 통해 고차원 공간의 표본에서 1차원 데이터

를 추출하여 추출된 성분들을 LDA를 통해 단순화 시킨 모델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 한다.

Fig. 1. PCA & LDA[2]

Luxand Face는 컴퓨터 비전을 이용하여 얼굴의 벡터 특징을 검출, 
비교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이다. 이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기능은 얼굴 검출, 적목 보정 및 피부색 보정을 

일반화 하는 기능과 특징점 추출을 통한 유사도 측정 기능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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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uxand Face

2. System 구조

본 논문에서는 Luxand Face를 이용해 이미지간의 유사도를 추출함

으로써 이미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종자를 검색하는 시스템

을 제작하였다.  Fig 3은 본 시스템 운영 흐름도이다. 

Fig. 3. System Flowchart

게시 글의 타입 은 신고자와 발견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게시 

글 등록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얼굴 유사도 비교를 통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실종자의 사진과 유사도 비교를 수행한

다. 이후 사용자가 지정한 유사도 이상의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해당 

게시 글의 하단에 두 이미지의 유사도 순서로 이미지가 유사한 게시 

글의 목록이 출력되며, 비교를 수행하는 게시 글 등록자와 유사한 

게시 글 등록자에게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용자가 찾고 있을 

확률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얼굴 영역 및 얼굴요소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방법[4]의 시험조

건에 따라 실험한 본 얼굴인식 및 비교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Face Recognition Matching Result

A B_a B_b C D_a D_b

A 100% 33.8% 32.4% 55.0% 36.9% 32.7%

B_a 33.8% 100% 76.2% 43.8% 63.6% 52.7%

B_b 32.4% 76.2% 100% 41.0% 63.1% 53.8%

C 55.0% 43.8% 41% 100% 56.0% 56.4%

D_a 36.9% 63.6% 63.1% 56% 100% 81.8%

D_b 32.7% 57.1% 53.8% 56.4% 81.8% 100%

표1은 동일 인물과 비 동일 인물간의 얼굴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 대상의 완벽한 구별은 할 수 없지만 

사용자에게 유사도를 기준으로 찾고 있는 대상일 확률이 높은 순서로 

정보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서비스의 대상을 신고자뿐만이 아닌 발견자까지 등록

시킴으로 기존 시스템의 일 방향적인 구조를 완화시키고 얼굴인식과 

GCM을 이용한 푸싱서비스로 신고자와 발견자를 연결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III. 결론

 얼굴 인식을 이용한 이 시스템은 잘못된 텍스트 정보 기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의 수많은 정보들을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 

– 발견자의 양방향 서비스를 구성하여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

고 푸싱서비스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추후 

사회구성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연동하여 시스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아가 발생했을 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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