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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물에 대한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것은 많
은 시간과 인력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얼굴 데이터 셋을 생성할 때 FaceNet을 거쳐 불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걸러내고, 사람이 직접 얼굴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수고를 덜어 얼굴 데이터 셋 생성에 있어
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FaceNet을 통해서 얼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수
집 시, 더욱 좋은 성능으로 정제된 데이터 셋을 생성하고자 하였다.

1. 서론
   딥러닝(Deep Learning)에 있어서 데이터의 양과 네트
워크의 성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딥러닝 학습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
킨다. 이 때, 대량의 데이터 셋을 모으는 방법으로 웹 크
롤링이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데이터도 높은 비율로 함께 수집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집된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 및 분류 
작업이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제된 얼굴 데이터 수집 시 이미지를 
저장하기 전에 FaceNet의 얼굴 분류기를 한번 거쳐 유효
한 얼굴 영상 데이터 셋을 수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분류 시, 미리 훈련
된 모델을 이용하여 추출기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
하여 데이터 셋을 생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단축
하고자 한다. 

   2. 본론
   제안하는 얼굴 이미지 수집 시스템의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

브(YouTube)에서 보이그룹 비투비 7명 멤버들에 대하여 
총 200편의 동영상을 추출하였다. 수집한 모든 동영상에서 
80 프레임마다 한 장씩 추출하여 총 120,000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이미지 중 소량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클래스 별로 FaceNet의 분류기 모델에 미리 학
습시킨다. 그 후, 수집된 전체 이미지 데이터 셋의 얼굴 
검출 및 정렬을 위해 FaceNet의 MTCNN[2] (Multi Task 
Cascad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그림 2의 왼쪽 예시와 같이 얼굴이 검출 되
지 않은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판단하여 반환한
다. 그림 2의 중간 그림과 같이 2명 이상의 얼굴이 검출되
는 데이터 또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데이터로 판단하여 반
환한다. 그리고 그림 2의 오른쪽 그림처럼 얼굴이 올바르
게 정렬된 데이터들은 그림 3과 같이 클래스 별로 정렬 
및 분류된다. 이 후, 전체 데이터에 대해 분류기를 학습시
켜 얼굴 인식 및 얼굴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검출기에 
미리 학습된 분류기의 정보를 탑재하여 얼굴 클러스터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얼굴 클러
스터링에 대한 label이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 대한 정
확도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여 작업자의 편의를 
제공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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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본 논문에서 122,271장의 데이터를 FaceNet 아키텍처
에 통과시킨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FaceNet을 사용
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29,929장의 불필요한 데
이터 셋을 필터링함으로써 이전보다 수월하게 데이터 셋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표 2와 같이 기
존에 10,000장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셋을 정리하는데 
클래스 당 평균 약 15.9시간이 들었던 반면에, 위의 시스
템을 통해 평균 약 14.3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것

FaceNet 전의 데이터 셋 FaceNet 후의 데이터 셋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셋

122,271 92,342 29,929

표 1. FaceNet의 얼굴검출 및 정렬을 거치기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 셋(단위 : 장)

웹 크롤링 데이터 수집 평균

시간(per class)

분류 작업 평균 시간

(per class)

기존 방식

6.2h

15.9h

FaceNet을

거친 방식
14.3h

표 2. 10,000장당 얼굴 데이터 셋 수집 및 분류작업에 걸리는 
평균시간 측정(단위 : hour)

이 확인된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에서의 오류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논문의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데이
터 셋 생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 셋의 양을 더욱 늘려서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하여 실험할 예정이며, 확보해놓은 데이터들을 
이용해 FaceNet의 실시간 비디오 분량체크기를 만들어 동
영상 내의 등장인물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동영상 
내 총 등장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
고, 이에 따른 얼굴 검출 및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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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aceNet을 이용한 얼굴 데이터 수집 시스템

그림 2. 이미지 데이터의 얼굴을 정렬(Face alignment)
한 것을 표현해놓은 모형.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왼쪽, 중간)[4],[5]와 얼굴 검출이 올바르게 된 데이터
(오른쪽)[6]의 예시.

그림 3. 7개 클래스에 대해 얼굴 검출 및 정렬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폴더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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