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명/총괄책임자 인공지능 콘텐츠창작 연구센터 / 조근식
학생창의자율과제명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

연구기간 2018. 10. 01 – 2018.12. 31
연구 필요성

o 현재 중요 문화 중 하나인 ‘팬덤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연애인을 상대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함

o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영상 내의 등장인물의 얼굴을 내 얼굴로 바꿈으로써 이러

한 욕구를 해소하고, 영상의 몰입도가 높일 수 있음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얼굴 합성 기술 개발

o 다양한 영상 적용 가능한 UI/UX 제작

□ 주요내용

o 자연스럽고 빠르게 얼굴을 합성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 합성 기술 개뱌발

o 머신러닝을 통해 얼굴을 실시간으로 합성해주며, 등장인물의 외형, 얼굴 화장까지 같이 적용할 수 있

는 뷰티 효과까지 제공

o UI/UX를 통해 얼굴 합설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합성할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이때 얼굴의 

8개 방향을 개별로 저장해 합성할 배경 영상에 

들어가는 인물의 얼구과의 유사도를 비교에 자

연스럽게 합설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o UI/UX는 파이썬 Qt5로 개발하였으며, opencv를 

활용하여 얼굴 합성 기술 개발

합성할얼굴촬영(좌->정면->우, 8방향 촬영)

촬영한 8방향얼굴과 배경 얼굴 비교해 제일 가까운 

얼굴 합성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향후 얼굴 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대체하여 안드로이드/IO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에 광고, 추가 기능들

을 유료로 제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센터명/총괄책임자 인공지능 콘텐츠창작 연구센터 / 조근식
학생창의자율과제명 영상-대본을 이용한 씬 별 중요도 계산 알고리즘 기반의 비디오 요약 시스템

연구기간 2020. 08. 01 – 2020.10. 31
연구 필요성

o 비디오 콘텐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영상의 요약”은 영상의 주요 장면들로 요약 영상을 

만들거나, 사용자가 관심있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등 매우 각광받고 있는 기술임

o 그러나 영상 자체만으로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주요 장면을 요약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과제를 통해 영상 뿐 아니라 작성된 대본 정보를 이용해 인물별 영상 요약 시스템을 개발하

고, 이를 위해 다양한 가중치를 갖는 씬별 중요도 계산 알고리즘을 설게하고 구현하였음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영상과 대본을 활용한 씬별 중요도 계산 알고리즘 개발

o 씬별 중요도 계산 알고리즘 기반의 비디오 요약 시스템 UI/UX 개발

□ 주요내용

o 다양한 형태의 씬별 중요도 계산 알고리즘 개발 및 평가

o 영상과 대본을 모두 활용하며, 시각적인 정보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여 보

다 직관적인 씬 별 요약이 가능하도록 개발

o UI/UX 개발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씬별 중요도 계산 알고리즘 개발

- 알고리즘1: 영상 기반

 - 씬 내 등장인물의 영상 화면상의 크기

 - 씬 별 영상 길이 등

- 알고리즘2: 대본 기반

 - 씬 내 등장인물의 수

 - 씬 내 등장인물의 대사의 양 등

- 알고리즘3: 영상 특징(feature) 기반

 - 씬별 영상 키프레임 이미지의 특징을 이용해 

현재 씬과 유사한 씬들이 많은지=대표씬 

(representation) 인지, 아니면 전체 영상에서도 

새롭게 나오는 씬=다른씬과의 차별성 인지 

(diverse) 키프레임간 유사도 계산

o UI/UX 개발

비디오 요약 시스템 UI/UX (빨간 배경: 

씬별중요도값)

씬별 중요도 기반 비디오 요약 (요약 시간 지정)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최근 사례를 들면 SKT AI는 씬 디스커버리(Scene Discovery)라는 장면 검색 기술을 통해 ‘라라랜

드’ 라는 영화 내에 주인공의 ‘키스씬’을 검색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주요 장면을 요

약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상업화 하여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공 업체에 B2B로 판매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