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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모델 학습 시에 합성곱 신경망(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를 사용한다. 학습된 모델을 토대로 영상에 적용 시 하르 특징 분류기

(Haar Cascade Classifier)로 얼굴을 탐지하여 마스크 여부를 판단한다.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얼굴 마스크 탐지(Face Mask Detection),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하르 특징 분류기(Haar Cascade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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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20년 1월 23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최근 잠잠해지나 

싶었으나 지난 12월 13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

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사람들 간의 폭행 사건이 뉴스에 뜨는 

등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실시간

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하르 

특징 분류기 및 CNN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해보았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도 마스크 착용관련 AI솔루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로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에서 서울 H+양지병원

에 영상 분석 기반 ‘지능형 방문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6]. 

해당 시스템은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을 통해 병원 출입문에서 

방문객, 환자, 근무자들의 입장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술이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사람의 체온 감지,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얼굴 

인식 등을 통해 출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화테크윈에서 마스크 여부를 AI가 감지하는 ‘코로나 솔류션’을 

개발했다 [5]. 해당 시스템은 실내 적정인원을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 

감지 기능을 가진 한AI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1.2 관련 기술

얼굴 마스크 감지를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 [4]이 개발된바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Resnet50을 

사용하여 기능 추출을 위해 설계되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의사 

결정 트리, SVM(지원 벡터 머신) 및 앙상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 마스크의 분류 프로세스를 포함하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는 얼굴 마스크 감지를 위해 YOLOv3를 얼굴 감지 

영역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감지 레이어를 변경하여 작은 얼굴을 

감지하고  로지스틱 분류기 대신 손실 함수로 Softmax를 선택하여 

차이를 최대화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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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학습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visualdata[1]에서 획득한다. 데이터는 

총 126,859장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데이터 59,955장,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데이터 66,904장이다. 준비된 데이터를 8:2의 비율로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로 나눈다. 

2. CNN의 적용

Fig. 1. 적용한 CNN 구조[3]

나뉜 데이터를 합성곱 알고리즘(CNN)를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알고리즘에 맞게 크기를 재조정 한 뒤 사용한다. 알고리즘에서는 

지정한 크기를 받아와서 합성곱 신경망(CNN)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여기서 합성공 신경망(CNN)의 구조는 Converution Layer와 

MaxPooling Layer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Converutin 

Layer와 MaxPooling Layer를 한층씩 쌓은 뒤 똑같이 한층 더 쌓고 

Flatten Layer로 단일 레이어로 병합한다.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 

방지를 위해 Dropout Layer를 사용하고 Dense Layer로 결과를 

추출한 뒤 한번 더 Dense Layer로 참과 거짓을 추출한다.

3. 학습 결과

해당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 크기를 입력에 지정한 

크기로 설정한 뒤 3 epoch로 학습한다. 첫 학습 시에 전체 데이터 

중 일부의 데이터(약 2,000장)를 사용하여 epoch를 100으로 설정하여 

학습한 성능 및 loss 감소 테이블이다 (Fig. 2와 Fig. 3).

Fig. 2. 학습 Epoch별 정확도

Fig. 3. 학습 Epoch별 Loss

해당 테이블을 확인한 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경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98%의 학습율을 보이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95%의 학습율을 보인다.

4. 테스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 영상 데이터에 적용한다. 데이터에 

적용 시 하르 특징 분류기(Haar Cascade Classifier)를 사용하여 

얼굴 탐지를 한 뒤 해당 얼굴에 마스크의 유무를 판별한다.

Fig. 4. 테스트 결과

하르 특징 분류기(Haar Cascade Classifier)를 사용하여 얼굴 

탐지를 한 뒤 해당 모델을 적용시킨 결과 대체적으로 높은 탐지율을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영상에서는 높은 탐지율을 보였으나 다음 사진과 같이 

얼굴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옆모습의 경우 제대로 탐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Fig. 5. 오류유형-장애물, 옆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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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시간 웹캠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환경이지만 뒷 배경이 얼굴에 비해 밝기에 따라 탐지 능력에 차이를 

보였고, 영상에서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틀린 탐지를 하는 경우도 

보였다.

Fig. 6. 오류 유형 – 실시간 웹캠 사용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마스크 사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인식 

모듈을 하르 특징 분류기와 CNN알고리즘을 결합하여 구현하고, 

실시간 탐지 시 정상 미 비정상 판별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 

구현에서는 몇가지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으나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실시간 탐지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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