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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요

1 2

3 4

인물 얼굴 인식 자동 분류

새로운 사진 태그 한눈에 사진 보기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들을
더욱 소중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진들을 한 공간에 몰아넣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
리게 될 거예요.
PhotoPick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물의 얼굴을 인식하고,
또 사진에 출연한 인물의 수만큼 세세하게 폴더를 나누어서 특정 인물
의 사진을 찾을 때에 유용합니다!
가족들, 친한 친구들과의 사진을 직관적인 디자인의 PhotoPick을 통
해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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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초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크롤링합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는 1차적으
로 수동으로 필터링을 하고, 얼굴 사진들
에 대해 opencv의 face detection을 이
용하여 얼굴을 인식하고, 그레이 스케일
비트맵으로 변환하고, 일정한 크기로 사진
을 크롭합니다.

이 때 구글링으로 얻을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는 인물 당 약 300장 내외로, 충분
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차후에
Tensorflow의 image data generator
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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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모델의 CNN 층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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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SRS의 비기능 요구사항에서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epoch은
100, 200, … 시도하여 500번 학습시켰
을 때 안정적으로 정확도 90% 이상이 나
온다고 판단하여 epoch을 500으로 설정
하고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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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tflite 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연동시켜
모델을 run 하고, 얼굴을 인식하여 인물을
분류합니다. 
일치도가 90% 미만일 경우 others로 분
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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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이미지에서 얼굴을 찾아 크롭하여 모델에
넣은 후, 결과를 토대로 태그를 만들어 저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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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 모든 이
미지를 태그에 따라 인물별, 인원별로 경
로를 분리하여 저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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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저장된 이미지는 각각의 뷰에서 리스트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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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개발 과정
이미지를 선택하여 볼 수 있고, Digalog
를 띄워 선택한 이미지의 태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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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시나리오 #1

<Story>
사용자 ‘민호’ 는 평소 SNS를 자주 사용한다.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SNS에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진들
사이에서 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을 찾아 올리고자 한다.

1) PhotoPick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2) Home 메뉴에서 ‘엄마‘ 폴더를 들어간다.
3) ‘엄마‘ 폴더의 하위 폴더인 ‘같이‘ 폴더를 들어간다.
4) 엄마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찍힌 사진들 중, 나와 같

이 찍은 사진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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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시나리오 #2

<Story>
사용자 ‘민호’ 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할머니의 사진을 보
게 된다. 할아버지께서 찍으신 사진이나 사진 속에는 할머니
밖에 없어 할머니의 폴더로 분류되었다. 누가 찍은 사진인지
기억하기 위해 태그를 수정하고자 한다.

1) PhotoPick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2) Home 메뉴에서 ‘할머니‘ 폴더를 들어간다.
3) ‘할머니‘ 폴더의 하위 폴더인 ‘혼자‘ 폴더를 들어간다.
4) 할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을 클릭한다.
5) 수정 버튼을 누르고 할아버지에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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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시나리오 #3

<Story>
사용자 ‘민호’ 는 PhotoPick에서 ‘아빠’ 사진을 확인하다가
엄마 사진이 잘못 인식되어 ‘아빠‘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수동으로 태그를 ‘아빠’ 에서 ‘엄마＇로 고쳐
주려 한다. 

1) PhotoPick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2) Home 메뉴에서 ‘아빠‘ 폴더를 들어간다.
3) ‘아빠‘ 폴더의 하위 폴더인 ‘혼자‘ 폴더를 들어간다.
4) 잘못 태그되어 있는 엄마 사진을 클릭한다.
5) 수정 버튼을 누르고 아빠 태그를 해제하고 엄마 태그에

체크한다.
6) Home 탭으로 나와 ‘엄마’ 폴더에 들어간다.
7) 하위 폴더인 ‘혼자’ 폴더에 들어가 태그가 수정된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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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est

epoch 횟수에 따른 accuracy 추이 그래프 epoch 횟수에 따른 loss 추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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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Fail Criteria

Test Case Description Pass
/Fail

사진 선택 선택한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는지 테스트
한다.

Pass

얼굴 인식 - A 이미지에서 인물의 수를 제대로 분류(혼자/
같이)하는지 테스트한다.

Pass

얼굴 인식 - B 인물을 포함하지 않은 이미지를 제대로 분류
(Others)하는지 테스트한다.

Pass

정확도가 90%가 넘는지 테스트한다. Fail

인물 인식– A, 
이미지 분류 - A

사전 학습된 인물을 인식하고 제대로 분류되
는지 테스트한다.

Pass

정확도가 90%가 넘는지 테스트한다. Fail

인물 인식 – A –
2,

이미지 분류 - B

학습되지 않은 인물과 학습된 인물이 포함된
이미지에서 각각 제대로 분류되는지 테스트

한다.

Pass

정확도가 90%가 넘는지 테스트한다. Fail

인물 인식 – A –
3,

이미지 분류 - B

학습된 인물이 두 명 이상 포함된 이미지에서
학습된 인물을 제대로 분류하는지 테스트한

다.

Pass

정확도가 90%가 넘는지 테스트한다. Fail

Test Case Description Pass
/Fail

태그 확인 사진을 클릭하여 저장된 태그를 확인할 수 있
는지 테스트한다. 

Pass

태그 수정 기존의 태그에서 다른 태그로 변경할 수 있는
지 테스트한다.

Pass

태그 입력 기존의 태그에 새로운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지 테스트한다.

Pass

자동 태깅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새롭게 입력된 사진
에 자동으로 태그가 부착되는지 테스트한다.

Pass

전체 사진 목록
조회

‘home’ 탭을 눌렀을 때 핸드폰 내에 저장된
전체 사진 목록을 출력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다.

Pass

폴더 목록 조회 ‘Photopick’ 탭을 눌렀을 때 기존에 학습된
인물의 폴더 목록에 출력되는지 테스트한다.

Pass

어플리케이션
부팅 시간

실행하여 2 초 내로 실행 화면이 뜨는지 테스
트한다.

Fail

폴더 선택 시 이
미지 로딩 시간

선택한 인물의 폴더에 접속했을 때 3 초 이내
로 이미지 로딩이 완료되는지 테스트한다.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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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분석
Classifier

Classifier(Context context)

Classify(Bitmap bitmap)

getTfliteInterpreter(Activity 

activity, String modelPath)

loadModelFile(Activity activity, 

String modelPath)

Test Case

사진 선택 테스트

얼굴 인식 테스트

인물 인식 테스트

이미지 분류 테스트

태그 확인 테스트

태그 입력 테스트

태그 수정 테스트

태그 삭제 테스트

자동 태깅 테스트

전체 사진 목록 조회 테스트

폴더 목록 조회 테스트

폴더 내 사진 목록 조회 테
스트

각 사진 보기 테스트

Functional 
Requirement

s

Req-1-1

Req-1-2

Req-2-1

Req-2-2

Req-3-1

Req-3-2

Req-3-3

Req-3-4

Req-3-5

Req-4-1

Req-4-2

Req-4-3

Low-Level Design

High-Level 

Design

이미지로드

학습된 모델

이미지처리

태그

폴더

Fragment_ImageSelected

newInstance()

onCreateView(LayoutInflate

r inflater, ViewGroup

container, Bundle 

savedInstanceState)

Tag_modification()

Fragment_Home

onCreateView(LayoutInflate

r inflater, ViewGroup

container, Bundle 

savedInstanceState)

Fragment_People / 

person1, 2 , 3, 4

newInstance()

onCreateView(LayoutInflate

r inflater, ViewGroup

container, Bundle 

savedInstanceState)

Image_hometab

Image_hometab(String 

imageURI)

getImageURI()

setImageURI(String 

image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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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 분석

Test Case

사진 선택 테스트

얼굴 인식 테스트

인물 인식 테스트

이미지 분류 테스트

태그 확인 테스트

태그 입력 테스트

태그 수정 테스트

태그 삭제 테스트

자동 태깅 테스트

전체 사진 목록 조회 테스트

폴더 목록 조회 테스트

폴더 내 사진 목록 조회 테
스트

각 사진 보기 테스트

Functional 
Requirement

s

Req-1-1

Req-1-2

Req-2-1

Req-2-2

Req-3-1

Req-3-2

Req-3-3

Req-3-4

Req-3-5

Req-4-1

Req-4-2

Req-4-3

Low-Level Design

High-Level 

Design

이미지로드

학습된 모델

이미지처리

태그

폴더

MainActivity

onBackPresse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onResume()

onDestroy()

onStop()

replaceFragment(Fragment 

fragment)

getPathOfAllImages()

find_non_tag_image()

imagePathClassification()

clear_arraylist()

detect_and_classification()

copyFile(String filename)

Person_albumtab

Person_albumtab(String 

folderName, String count)

getFolderName()

setFolderName(String 

folderName)

getCount()

setCount(String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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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점

사용자 경험에 기반하여
디자인 다듬기

인물인식정확도개선 이식성 개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