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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스크 쓴 얼굴에 대해 랜드마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마스크가 착용된 얼굴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공개된 얼굴 데이터셋에 

자동으로 마스크를 합성하여 대량의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마스크는 얼굴의 많은 부분을 가리는 물체이다. 따라서 

마스크를 쓴 얼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얼굴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landmark detector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landmark detector가 잘 작동하게 

하려면 마스크를 쓴 얼굴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마스크를 쓴 얼굴 이미지와 풍부한 landmark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얼굴 이미지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안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에도 잘 작동하는 랜드마크 검출기를 학습시켜 그 효용을 입증하였다. 

1. 서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얼굴을 검출하거나 인식 하려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딥러닝 기반으로 해당 연구를 

진행하려면 마스크 얼굴에 대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 은 인터넷에서 모은 마스크 얼굴 이미지를 모아 여러 가지 

라벨링을 한 데이터셋을 제작했고 [2]는 인터넷에서 모은 마스크 

얼굴과 마스크 합성 데이터를 제작했다. [1] 은 얼굴의 위치, 눈의 위치, 

마스크의 위치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하지만 얼굴에 대한 랜드 마크는 두 

눈의 위치만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에 대한 키포인트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2]에서 마스크 얼굴에 대한 데이터셋을 MFDD, RMFRD, 

SMFRD 3종류로 제 공하는데 MFDD, RMFRD, SMFRD 모두 얼굴 

랜드마크 정보가 없다. 

정리하자면 현재 공개된 마스크 얼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쓴 얼굴 이미지와 랜드마크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를 하기에는 

랜드마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하는 공개 

데이터셋이나 얼굴 이미지에 마스크를 합성하여 마스크 얼굴과 

랜드마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마스크 합성

마스크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합성할 마스크 영역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얼굴 이미지에서의 마스크 영역을 

분할한다. 합성할 얼굴 이미지(이하 target image), 마스크 쓴 얼굴 

이미지(이하 mask image), 분할된 마스크 쓴 얼굴 이미지(이하 

segmented mask image)를 landmark estimator에 통과시켜 

랜드마크 정보를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AdaptiveWingLoss를 

랜드마크 검출기로 사용하였다 [3]. 자연스러운 합성 결과를 위해서는 

target image와 mask image의 포즈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target 

image를 랜드마크 검출기에 통과시켜 얻어낸 랜드마크 정보와 head 

pose detector [4] 를 사용해 헤드 포즈를 추 정한다. 얻어진 헤드 포즈 

정보로 mask image 중에서 같은 포즈를 사진 이미지를 랜덤으로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헤드 포즈를 정면과 측면으로 나누었다. 

Target image의 랜드마크와 mask image의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각각의 매쉬를 만들고 mask image의 매쉬를 target 

image의 매쉬로 워핑한다. 이후 마스크 텍스쳐 정보를 덮어씌우고 

마스크 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원래의 target image 정보로 덮어씌우면 

합성이 완료된다. 전체 과정을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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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스크 합성과정 

4. 결론

(a) (b) (c) (d) 

그림 2. (a)는 target image, (b)는 segmented mask image 가 

덮어씌워진 target image, (c)는 mask image가 덮어씌워진 target 

image, (d)는 마스크 합성 결과이다. 

3. 실험 결과

마스크 얼굴 합성 데이터셋을 검증하기 위해 Dlib [5] landmark 

detector를 학습시켰다. 학습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tree depth=8, 

cascade depth=12, feature pool size=500 이다. 마스크 합성 

데이터셋에 대해 교차검증을 10회 진행하였다. 교차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train data와 test data를 9:1 비율로 무작위 선택하였다. 

교차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10번의 교차검증을 진행한 결과 

에러율이 안정적으로 6 정도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차검증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마스크 얼굴 이미 지와 

랜드마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원하는 이미 지에 대해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target image의 포즈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마스크 합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헤드 포즈에 대해서 

기존의 마스크 얼굴 데이터셋에 비해 자연스러운 마스크 합성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합성 이미지의 퀄리티도 우수하며 얼굴 랜드마크를 

함께 제공하 기 때문에 마스크 얼굴 검출, 마스크 얼굴 인식, 마스크 얼굴 

표정 변화 인식, 마스크 얼굴 헤드 포즈 추정과 같은 마스크 얼굴 

이미지와 랜드마크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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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 2 3 4 5 

Error 6.02 5.68 5.58 6.39 5.90 

6 7 8 9 10 평균 

5.84 5.78 6.67 5.71 5.81 5.938 

학습된 landmark detector를 사용하여 Testset 이미지의 

랜드마크를 검출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냈다. 기존 dlib landmark 

detector에 비해 마스크 쓴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실험 결과. 윗줄의 이미지는 마스크 얼굴 데이터셋에 학습된 

landmark detector의 결과이고, 밑줄의 이미지는 기존 landmark 

detector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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