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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비디오에서 얼굴 인식 기반의 선수 식별
(Face Recognition based Player Identification 

in Soccer Videos)

정 호 석 †   이 종 욱 ††   이 한 성 †††   정 용 화 ††††   박 희 †††††

   (Hoseok Jung)    (Jonguk Lee)     (Hansung Lee)    (Yongwha Chung)     (Daihee Park)

요 약 얼굴 인식 성능을 해하는 환경으로 인한 축구 비디오에서의 낮은 선수 인식률과 제한된 해

공간의 문제 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얼굴 인식 기반의 축구 선수 

식별 방법론을 제안한다: 1) 조명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얼굴 표  방법인 ULBP를 사용하여 얼굴 인식 

성능을 향상시킨다; 2) 얼굴 인식 성능을 해하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미 강인한 성능이 검증된 SRC를 

선수 식별 과정에 용함으로써 안정 이고 높은 선수 식별 성능을 보장한다; 3) 클로즈업 샷뿐만 아니라 

미디엄 샷의 정면, 정면, 측면 얼굴 이미지를 상으로 선수 식별의 해공간을 확장한다; 4) SRC의 증

 갱신학습 능력으로 축구 선수 얼굴 데이터베이스의 변화에도 능동 으로 응한다. 실제 2010년 남아

리카 공화국 월드컵의 스페인 경기를 상으로 제안된 방법론의 성능을 실험 으로 검증한다.

키워드 : 선수 식별, 얼굴 인식, ULBP, SRC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face recognition based player identification in soccer 

videos in order to circumvent the drawbacks of low face recognition performance due to the inhibitory 

environment of soccer videos and limited solution space of current methods. I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ystem design requirements): 1) It enhances the face recognition performance by 

means of ULBP which is robust face representation method on illumination variance; 2) Even in an 

inhibitory environment against face identification in soccer videos, it ensures a reliable and accurate 

face identification performance via SRC that has been already proven as an excellent robust 

methodology for a face recognition; 3) It extends the solution space of player identification with the 

frontal, quasi-frontal, and profile face image of medium shots including close-up shots; 4) With the 

intrinsic incremental learning capability of SRC, it can actively adapt itself to the change of soccer 

player database.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Spain games of South African World Cup in 2010 

illustrate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 Player Identification, Face Recognition, ULBP,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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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송용 비디오에서 얼굴을 탐지하고 인식하는 문제는 

컴퓨터 비   패턴인식 분야에서 범 하게 연구되

어온 요한 연구 주제  하나이다. 재까지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이 학계에서 소개되어 왔으며 이는 실제 

얼굴 인식 기반의 CCTV용 출입 리시스템 등을 비롯

한 다양한 응용 장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그러나 부분의 얼굴 탐지  인식 방법론들은 

비교  통제된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서의 기술

이기에, 스포츠 비디오 특히 축구 비디오와 같은 자유로

운 환경에서의 얼굴 탐지  인식은 기존의 연구 방법

론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축구 

비디오에서의 선수 얼굴 인식문제는 다양한 선수의 포

즈  얼굴 표정, 조명등으로 인하여 해결하기 매우 어

려운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4-6].

최근의 문헌 조사에 의하면, 축구 비디오에 등장한 선

수들을 식별하기 한 여러 시도들이 발견된다. 2005년 

Bertini 등[4]은 클로즈업 샷에서 선수 얼굴을 탐지한 

후, 선수의 유니폼에 새겨진 선수 번호와 자막에 나타난 

선수 정보 문자를 인식함으로써 축구 선수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2006년 Bertini 등[5]은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로 표 된 얼굴특

징 값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얼굴 인식 방법론을 제안하

으나, 숫자  문자 인식으로 식별하지 못한 선수들을 

인식하기 한 보조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 다. Ballan 

등[6]도 탐지된 얼굴 이미지를 SIFT로 표 한 후 유사

도 값을 비교함으로써 선수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이상의 문헌 조사 내용을 정리･분석해보면, 축

구 비디오에서는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조

명, 포즈  표정의 변화, 낮은 해상도, 낮은 상 품질, 

얼굴 일부 가려짐)로 인하여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만

족할 만큼의 선수 식별률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 클로즈업 샷에서의 정면 얼굴만을 상으로 선수 식

별을 수행함으로서 축구 상의 일부분에서만 축구 선

수를 식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해공간의 크기 

제약이라는 치명  단  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한 문제 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얼굴 인식 기반의 

축구선수 인식 방법론을 제안한다: 1) 조명 변화에 민감

하지 않은 얼굴 표  방법인 ULBP(Uniform Local 

Binary Pattern)를 사용하여 얼굴 인식 성능을 향상 시

킨다; 2) 얼굴 인식 성능을 해하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미 강인한 성능이 검증된 SRC(Sparse Represen-

tation Classifier)를 선수 식별 과정에 용함으로써 안

정 이고 높은 식별 성능을 보장한다; 3) 클로즈업 샷뿐

만 아니라 미디엄 샷의 정면, 정면, 그리고 측면 얼굴 

이미지를 상으로 선수 식별의 해공간을 확장한다; 4) 

SRC의 증  갱신 학습 능력으로 축구 선수를 한 

얼굴 데이터베이스의 변화에도 능동 으로 응한다. 실

제 2010년 남아 리카 공화국 월드컵의 스페인 경기를 

상으로 제안된 방법론의 성능을 실험 으로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련 연구조사를,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축구 

비디오에서 ULBP와 SRC를 이용한 얼굴 인식 기반의 

선수 식별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일반 으로 얼굴 인식을 통한 개인 식별은 크게 얼굴 

표 (face representation)과 얼굴 분류(face classifica-

tion)로 구성된다. 얼굴 표 은 얼굴 식별 성능을 향상

시키기 해서 상 는 이미지의 얼굴을 효율 으로 

추출하여 표 하는 과정이며, 얼굴 분류는 추출된 얼굴 

특징을 분류기를 통해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다[1]. 

얼굴 특징 표  방법으로 리 알려진 방법으로는 얼

굴의 역 인 정보를 추출하는 PCA(Principle Com-

ponent Analysis),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방법과 얼굴의 , 코, 입과 같은 지역 인 정보를 이용

하는 컴포 트(component) 방법인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와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등이 있다. 그러나 역  방법은 정면 

얼굴을 상으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다양한 조명과 

포즈, 표정 변화에는 취약하다. 반면 컴포 트 방법은 포

즈, 조명, 표정 변화에 비교  강인하지만 얼굴에서 정확

한 특징 을 찾기가 어렵고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된다

는 단 이 있다[7]. 최근, 얼굴 식별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이미지의 텍스처(texture)를 표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LBP를 얼굴 표 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제

안되고 있다[8]. LBP로 표 된 얼굴 이미지는 다양한 

조명 변화의 향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포즈 변화에

도 안정 이며 속도가 빠른 장 을 갖고 있다[8,9].

효과 으로 표 된 얼굴 이미지를 분류하는 표 인 

분류기로는 K-NN(K-Nearest Neighbor), 신경망, SVM 

(Support Vector Machines) 등이 존재한다. K-NN의 

경우는 단순히 두 이미지 사이의 거리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신경망의 경우는 방 한 계산량으로 인하여 

실제 처리시간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SVM과 같은 

통계학  기계학습의 경우는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는 

문제 과 함께 변화하는 얼굴 데이터에 한 유연한 

응 략의 부재라는 문제 을 갖는다[2]. 한편, SR 

(Sparse Representation)에 기반한 교사 분류기인 SRC



628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 트웨어  응용 제 38 권 제 11 호(2011.11)

는 Wright 등[10]에 의해 얼굴 인식을 방해하는 해상

도, 다양한 조명 변화, 낮은 품질, 얼굴의 일부 가려짐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높은 얼

굴 인식률이 보장됨이 이미 검증되었다.

3. 축구 비디오에서 얼굴 인식 기반의 선수 식별

3.1 ULBP를 이용한 얼굴 표

LBP는 Ojala 등[9]에 의해 흑백 상에서 회  변화에 

강건한 텍스처 기술자로 처음 제안 되었다. 최근 LBP는 

국부 역에서의 텍스처 형태에 따라 세 한 특징을 표

할 수 있으며 조명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계산이 빠른 

특징으로 인해, 얼굴 이미지를 표 하는 효과 인 방법

으로 인정되고 있다[8]. LBP의 기본 개념은 앙 화소 

값을 기 으로 8개의 인 한 화소 값들과 비교하여 

앙 화소 값보다 크면 1, 낮으면 0으로 변환한다. 변환한 

값들을 순서 로 나열하면 8비트로 표 할 수 있으며, 

결국 상의 각 화소 값은 0～255 사이의 값으로 표

된다. 를 들면 그림 1의 (a)는 어떤 그 이 이미지

(gray image)의 3×3 역의 밝기 값이다. 앙 화소 밝

기 값인 131을 기 으로 그 주변 화소의 값들이 앙 

화소 값 이상이면 1, 미만이면 0으로 변환한 결과가 그

림 1의 (b)이다. 그 결과 LBP 패턴의 값은 11111001(2)

가 되며, 10진수로 변환하면 249이다. 그림 1의 (c)는 

LBP결과를 그림 패턴으로 표 한 것이다.

특히 ULBP(Uniform LBP)는 LBP의 한 가지 변형으

로, 기존의 256가지 LBP 패턴 에서 의미가 있는 패턴

들만을 선택한 방법이다[8]. LBP에서 최  2개의 비트-

와이즈(bit-wise) 0-1 는 1-0로의 이를 포함하면 

유니폼(uniform)하다고 말한다. Ojala 등[8]은 LBP로 

표 된 패턴들  58개의 유니폼 패턴을 발견하 다. 원

형 주변 화소를 표 하는 표기법 (P, R)을 사용하여 설

명하자면, P는 심 화소의 주변 표본 화소 개수이고 R

은 반지름을 나타낸다. 텍스처 상의 실험에서 (8,1) 주

변 화소를 사용할 때 모든 패턴의 약 90%가 유니폼 패

턴이고, (16,2) 주변 화소를 사용할 때 모든 패턴의 약 

70%가 유니폼 패턴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림 2는 

ULBP의 몇 가지 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256가지의 

LBP  58개의 유니폼 패턴과 의미 없는 나머지 비-유

그림 1 LBP 연산  패턴의 

그림 2 ULBP의 

그림 3 얼굴 ULBP 블록 히스토그램의 

니폼 패턴을 1로 보아 총 59개의 LBP 패턴을 사용한다.

얼굴 특징 표 을 해서는 주어진 얼굴 이미지를 

ULBP 블록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여 이용한다. ULBP 

블록 히스토그램이란 다음과 같다. 얼굴 상을 먼  

첩되지 않는 몇 개의 블록으로 나  후, 각각의 블록에

서 ULBP 값을 얻고 그에 해당하는 0～58 범 를 갖는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블록 ULBP 

히스토그램을 횡으로 연결하여 얼굴 이미지에 한 

ULBP 히스토그램을 얻는다. 얼굴 이미지에 한 

ULBP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표 된 얼굴 특징(표 )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인 SRC에 용하기 해 열벡터

(column vector)로 장된다. 얼굴 이미지 ULBP 블록 

히스토그램의 는 그림 3과 같다.

3.2 SRC를 이용한 선수 식별

신호 처리 분야에서 효과 인 압축과 복원을 해 

통 으로 연구되었던 SR이 최근 얼굴 인식 분야에서도 

성공 인 업 을 보여주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0,11]. 

SR을 이용한 분류기인 SRC는 조명의 변화, 원 이미지

에 다른 이미지가 겹치거나 변장한 경우, 원 이미지가 

변질된 경우, 해상도 등 다양한 식별 성능을 해하는 

환경에서도, 정면 얼굴 이미지를 차원 축소 방법을 사용

하지 않고서도 매우 높은 얼굴 인식률을 보장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10]. 정면 얼굴 이미지를 SRC에 용한 결

과, 입력 얼굴 데이터가 속하는 클래스에서만 상 으

로 높은 소속 값을 가지며, 속하지 않는 클래스에서는 

부분 0 값을 갖거나 낮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0 값을 갖는 클래스들의 수가 매우 많으므

로 이를 SR이라 한다[10]. 그림 4는 정면 얼굴 이미지

를 SRC에 용한 이다.

SR 기반의 얼굴 이미지 분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10,11]. 번째 클래스에 개의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

을 때, 이 데이터들은 행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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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RC 용 

의 열벡터들로 표 된다. 하나의 ×  그 이-스 일의 

얼굴 이미지는 열벡터 ∈ 로 표 되고, 

의 열벡터들은 번째 사람의 학습 얼굴 상들이다. 

번째 클래스 에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같은 

클래스의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는 번째 클래스

의 학습 데이터의 선형 조합으로 표 된다.

                 (1)

즉, 개의 학습 샘     
가 주어졌을 

때, 선형 조합은 선형 부분 공간(linear subspace) 를 

생성(span)하며,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는 데이터가 

속하는 클래스에 가장 근사한 부분 공간에 놓이게 된다.

                (2)

개의 클래스를 갖는 개의 학습 샘 이 주어졌다면, 

패턴 인식의 기본 방법론은 새로운 테스트 샘 을 학습 

샘  클래스를 이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클래스로 정확

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개 학

습 샘 들은 행렬   ∈ ×의 열

로 정렬이 되며, 체 학습 샘 은 각각의 학습 샘  집

합     행렬로 표 된다. 선형 표  가설

(assumption)하에서, 테스트 샘  ∈는 학습 샘

들에 의해 생성된 선형 부분 공간에서 근사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 된다.

                ∈  (3)

 식에서 는 계수 벡터(coefficient vector)이다. 클

래스 에 속하는 샘  의 계수 벡터 는 와 련된 

학습 데이터 값을 제외하고는 0을 갖고,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4)

식 (3)   선형 시스템의 방정식을 풀면 값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 최 해(optimization)

를 구하는 문제로 변경할 수 있다[10].

          arg min    


 (5)

식 (5)를 이용해 해를 찾는 것은 NP-hard 문제이며 

해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의 해가 충분히 sparse 

하다면,  노름 최소화 문제 (5)는 다음의 convex 

relaxed optimization 문제를 이용하여, 근사해인  노

름 최소화 문제로 풀 수 있다[10].

          arg min    


 (6)

본 논문에서는 [10]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축구 선수 

얼굴 식별 문제에 용하 다.

 알고리즘 1 SRC를 이용한 얼굴 인식 알고리즘

1. Input: a matrix of training samples

     ∈×  for   classes,
a test sample ∈ .

2. Normalize the columns of A to have unit    .

3. Solve the -minimization problem:
 arg min∥∥     

4. Compute the residuals 

∥  ∥ for     
5. Output:   arg min   
 

 SRC 기반의 얼굴 식별의  다른 장 은 증  갱

신이 가능하다는 이다. SRC 기반의 얼굴 이미지 분

류 문제에서 각 얼굴 이미지는 행렬 A의 열벡터로 표

된다. 따라서 축구 선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축구 선

수의 얼굴 이미지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

당되는 열벡터들만 행렬 A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함으로

서 갱신이 가능하다. 한 기계학습 입장에서 보았을 

때, SRC는 게으른 학습자(lazy learner)로서 선행 학습

을 하는 극  학습자(eager learner)와는 달리 풀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반응하는 문제 해결자이

다. 결국, SRC는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는 기계학습 알

고리즘의 고질 인 문제 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진  갱신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속 으로 변하는 

축구 선수 데이터베이스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얼굴 인식 기반 축구 선수 식별 

방법론의 성능을 실험 으로 평가하기 하여, 2010년 

남아 리카 공화국 월드컵의 스페인 경기를 상으로 

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컴퓨터 환경은 Pentium4 

2.0GHz, Ram 2G, Window XP이며, MATLAB 7.0과 

Sparse Representation Solver인 SparseLab[12]을 이

용하 다. 스페인 선수  실제 빈번히 출 한 선수 11

명을 상으로 실험하 다. 축구 비디오는 해상도 

640×480, 당 25 임이며, 축구 선수 얼굴 이미지는 

다양한 조명 변화, 변형, 복잡한 배경, 표정 변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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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가지 샷 분류의 

환경을 인 인 조작 없이 정면, 정면, 측면 얼굴 이

미지를 수집하 다. 본 논문에서는 정면 얼굴은 0～15°, 

정면 얼굴은 15～30°, 측면 얼굴은 75～90°각도로 회

된 얼굴로 정의하 다. 미디엄 샷에서 수집한 얼굴 이

미지의 크기는 정면과 정면은 30×30, 측면 얼굴 데이

터는 30×15이며, 클로즈업 샷의 정면과 정면은 62× 

62, 측면은 62×31이다. 실험을 해 컬러 이미지는 8-bit 

그 이 스 일(gray scale)로 변경하 다. ULBP로 표

된 정면과 정면 얼굴 이미지는 9개의 블록, 측면 얼

굴은 6개의 블록으로 나  후, 블록 당 59차원으로 축소

하 다. 그림 5는 정면, 정면, 그리고 측면 얼굴 이미

지의 를 보여주며, 그림 6은 얼굴 인식 기반의 축구 

선수 식별을 한 실험 차도를 그림으로 보여 다.

축구 비디오의 실험에서 임이란 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인 단 이며, 상을 정지시켰을 때 이미지

로 표 되는 장면을 말한다. 샷은 카메라 변화와 스 칭

에 의하여 생성되는 방송용 비디오의 기본 단 이며, 키

- 임(key-frame)이란 샷 에서 가장 심이 되는 

임이다. 샷 내에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임이 존

재하므로 모든 임에서 축구 선수를 인식하는 것은 

높은 계산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임에서 축

구 선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키- 임

을 선택하고 그 키- 임을 심으로 /후의 임

에서 얼굴 정보를 수집  실험한다. 얼굴 정보는 클로

즈업 샷뿐만 아니라 미디엄 샷에서도 수집한다. C. Xu 

등[13]은 축구 비디오 제조 규칙에 기반하여 샷들을 다

음과 같이 5가지 샷으로 구분하 다. 1) 원거리 뷰(far 

view) 2) 인필드 미디엄 뷰(infield medium view), 3) 

아웃필드 미디엄 뷰(outfield medium view), 4) 인필드 

클로즈업(infield close-up), 5) 아웃필드 클로즈업

(outfield close-up). 그림 7은 원거리 뷰, 인필드 미디

엄 뷰, 아웃필드 미디엄 뷰, 인필드 클로즈업, 그리고 아

웃필드 클로즈업의 를 순차 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인/아웃필드 미디엄 뷰를 미디엄 샷으로 인/

아웃필드 클로즈업 샷을 클로즈업 샷으로 사용하 다.

첫 번째 실험은 ULBP와 SRC을 이용한 축구 선수 

얼굴 식별 방법론의 성능을 확인하기 한 실험이다. 기

존의 방법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클로즈업 샷의 정

면 얼굴만을 상으로 선수 당 40개의 얼굴 이미지를 

추출한 뒤, 랜덤하게 30장을 학습 데이터로 선택하고, 

나머지 10장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실험하 다.

그림 5 정면, 정면, 측면 얼굴 이미지의 

그림 6 얼굴 인식 기반의 축구 선수 식별을 한 실험 차

표 1 선수 식별 방법론들의 비교

Bertini et al.

[4]

Ballan et al.

[5]

Proposed

Method

얼굴 이미지 크기 80×80 64×64 62×62

Data Set private private private

Data Size 32 - 440

얼굴 표 SIFT SIFT ULBP

식별 방법
Minimum

distance

Euclidean

distance
SRC

식별률 84.4% 84% 96.6%

식별 실험을 10회 반복하여 다른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

론과의 비교 실험결과를 표 1에 정리하 다. 표 1에 의

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얼굴 표   인식 방법론이 

타 연구방법론과 비교하여 상 으로 매우 우수한 성

능, 96.6%의 식별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은 클로즈업, 미디엄 샷들에서 선수 당 

정면, 정면, 측면의 40개의 얼굴 이미지를 추출한 뒤, 

랜덤하게 30장을 학습 데이터로 선택하고, 나머지 10장

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실험하 다. 식별 실험을 

10회 반복하여 평균 식별률을 표 2에 정리하 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해상도가 높은 클로즈업 샷의 식별률

이 미디엄 샷 상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얼

굴 인식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면 얼굴의 

인식률이 정면과 측면 얼굴에 비해서 훨씬 높음을 확

인하 다. 한 미디엄 샷에서 취득한 정면 얼굴 식별률 

91%는 클로즈업 샷의 정면 얼굴 식별률 96.6%와 비교

해도 만족스러운 성능 결과임을 알 수 있었으며, SRC

를 이용한 클로즈업  미디엄 샷에서의 식별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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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디엄 샷과 클로즈업 샷에서 ULBP와 SRC를 이용

한 다각도 얼굴 식별률

미디엄 샷에서의

평균 식별률

클로즈업 샷에서의

평균 식별률

정면 91 % 96.6 %

정면 84.5 % 87.2 %

측면 71 % 78.4 %

비교  효과 이어서, 해공간의 확장에 충분히 공헌하고 

있음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축구 비디오에서의 선수 얼굴 인식은 상에서 얼굴

역을 탐지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선수의 얼굴

과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선수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선수 얼굴 인식 방법론은 선수 번호가 없거나 번

호 역의 비가 약한 화면에서 선수를 인식할 수 있

는 유일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인식률이 높은 클

로즈업 샷에서의 정면 얼굴이 나타나는 장면은 다. 결

국, 체 경기  얼굴 인식 방법론을 통해 축구 선수를 

인식할 수 있는 해공간의 양은 매우 다는 구조  한

계 을 피할 수 없다. Duan 등[14]에 의하면 축구 경기

에서 평균 으로 선수가 나오는 클로즈업 샷은 체 샷

의 25.1%이며, 선수가 등장하는 미디엄 샷은 체 샷의 

24.3%로 보고되고 있다. 스페인의 7경기를 분석해 보면, 

클로즈업 샷에서 얼굴이 나타나는 샷은 67.6%를 차지하

지만 그  정면 얼굴의 비율은 51.8%에 불과하며, 미디

엄 샷에서 얼굴이 나타나는 샷은 32.6%를 차지하지만 

그  정면 얼굴의 비율은 44.9%에 불과하 다. 따라서 

미디엄 샷을 제외한 클로즈업 샷의 얼굴 인식만으로는 

체 해공간의 반 수 으로 인식 범 가 축소되며, 마

찬가지로 정면과 측면 얼굴을 제외한 정면 얼굴만의 

얼굴 인식 역시 클로즈업 샷과 미디엄 샷 해공간의 일

부분으로 인식 범 가 좁 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의 해공간 확장 시도가 매우 하고 필요한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ULBP와 SRC을 

이용한 선수 식별 방법론은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클로즈업 샷에서의 정면뿐만 아니라 정면, 측면에서도 

비교  만족스러운 평균 식별률을 보임을 실험 으로 

확인했다. 한 미디엄 샷의 정면, 정면, 그리고 측면

에서도 의미있는 선수 얼굴 평균 식별률을 실험 으로 

확인했다. 클로즈업 정면을 제외한 경우의 평균 식별률

이 클로즈업 정면에 비해서 상 으로 못 미치는 평균 

식별률을 보임은 사실이나 체 상에서 이들이 차지

하는 비 은 클로즈업 정면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높다. 결과 으로 본 방법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해

공간의 크기는 충분히 확장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축구 비디오에서 얼굴 인식 성능을 

해하는 환경으로 인한 낮은 선수 인식률과 제한된 해공

간의 문제 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얼굴 인식 기반의 축구선수 인식 방법론을 제안하

다. 첫째, 조명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얼굴 표  방법

인 ULBP와 얼굴 인식 성능을 해하는 다양한 환경에

서도 이미 강인한 성능이 검증된 SRC를 축구 선수 식

별 과정에 용함으로써 안정 이고 높은 선수 식별 성

능을 보장하 다. 둘째, 클로즈업 샷뿐만 아니라 미디엄 

샷의 정면, 정면, 측면 얼굴 이미지를 상으로 축구 

선수 식별의 해공간을 확장하 다. 셋째, SRC의 증  

갱신 학습 능력으로 인하여 축구 선수를 한 얼굴 데

이터베이스의 변화에도 능동 으로 응한다. 제안된 방

법론의 성능 평가를 하여 2010년 남아 리카 공화국 

월드컵의 스페인 경기를 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높은 축구 선수 식별 성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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