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29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분류에 쓰이는 최신 모델로 CNN과 ImageNet을 기반으로 한 EfficientNet을 활용

해서 Square, Oval, Oblong, Round, Heart 총 다섯 가지의 얼굴 모양으로 분류하는 task에 두 가지 데이터

로 실험해보고 추가적으로 Image Augmentation 기법을 활용해 성능향상을 보였다.

키워드: 얼굴모양분류(face shape classification), 이미지 어그멘테이션(Image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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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얼굴 모양 인식은 단순한 얼굴 인식에서 시작되어 얼굴형별 머리 

스타일 추천과 같은 뷰티 관련 사업에 주로 이용 되며 다양한 모양의 

얼굴형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총 5가지(Square, Oval, 

Oblong, Round, Heart) 얼굴 모양을 분류 기준으로 정하고 2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지 분류에 쓰이는 최신 모델인 

EfficientNet을 기반으로 9가지 Image augmentation 방식을 통한 

성능 향상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했다.

II. Preliminaries

2.1 관련 연구

얼굴 모양 분류 관련 연구로는 Inception v3를 기반으로 이미지 

전처리와 얼굴 모양을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feature 

extraction을 기반으로 재학습 시키는 방식[3]으로 500개의 dataset에 

대해 97.8% 성능을 보이고 다른 방식으로는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알고리즘을 svm과 결합해서 model을 생성하고 

이미지 전처리를 거쳐서 Inception v3로 feature를 학습 시키고 수작업

을 거친 feature extraction (HOG와 68-landmark)통한 얼굴 모양 

분류를 통해 500개의 dataset에 대해 81.8% 성능을 달성한 사례[4]가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사용한 모델 - EfficientNet[5]

EfficientNet은 새로운 구조의 CNN으로, 이미지 분류에 SOTA 

성능을 보여주던 CNN에 비해서 훨씬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CNN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는 Width, Depth, Resolution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scaling에서는 성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saturation이 발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EfficientNet에서는 세 가지 요소들을 조합하는 Compound 

Scaling method를 제안하였고, 값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고 ·�를 

컴퓨팅 리소스를 고려해서 늘려주게 되면, B1~B7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이 이미지의 중요 특징을 훨씬 정확하게 추출한다.

3.2 실험 데이터 세팅

Inception v3 논문[1]에 활용된 데이터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9가지 augmentation 기법을 진행해서 증가시킨 데이터와 Kaggle 

face shape Dataset 총 세 종류의 데이터로 EfficientNet에 training을 

진행했고 test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Kaggle face shape Dataset[2]의 

test dat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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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이미지 개수

Kaggle face shape 

Dataset (training)

모양별 800개

총 4000개

Kaggle face shape 

Dataset (test)

모양별 200개

총 800개

Inception v3 Dataset
모양별 100개

총 500개

Inception v3 Dataset

(Augmentation 적용)

모양별 900개

총 4500개

Inception v3 Dataset

(Augmentation 적용) 

+

Kaggle face shape 

Dataset (training)

4000개 + 4500개

= 총 8500개

Table 1. Training에 사용한 Dataset

Data set 이미지 개수

Kaggle face shape 

Dataset (test)

모양별 200개

총 800개

Table 2. Test에 사용한 Dataset

3.3 Image Augmentation 기법 정리

Image Augmentation기법으로는 이미지를 자동 대비하는 방법인 

auto contrast, 윤곽선을 잘 보이기 위해 강조하는 image processing 

filter인 edge enhance, 이미지 밝기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만드는 

방법인 equalize, BGR(blue + green + red)을 gray로 만드는 방법인 

gray, 이미지 색 반전을 주는 방법인 invert, 색상 수를 줄여서 포스터 

느낌으로 보정하는 방법인 posterize, 이미지를 음의 방향으로 회전 

시키는 방법인 rot-, 미지를 양의 방향으로 회전 시키는 방법인 rot+, 

이미지를 사각화한 square 총 9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3.4 Inception v3 dataset 실험

training에 5가지 얼굴 모양 분류별 100개씩 총 500개 data와 

해당 데이터를 augmentation해서 모양 별 900개씩 총 4500개의 

data를 사용했다. test의 경우 Kaggle face shape data를 사용했고 

EfficientNet은 b0 모델을 사용했다. 같은 Dataset에 대한 

augmentation으로는 2.2%의 향상으로 training시 사용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남으로 인한 성능 향상인지 augmentation을 통한 성능 

향상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추정했다.

Dataset 정확도

Inception v3 Dataset 28.9

Inception v3 Dataset

(Augmentation 적용)
31.1

Table 3. Inception v3 Dataset에 대한 결과

3.5 Kaggle face shape dataset 실험

Inception v3 dataset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정확도와 

augmentation을 통한 성능향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서 

training에 Kaggle face shape dataset 5가지 얼굴 모양별 800개씩 

총 4000개 데이터와 augmentation을 진행한 Inception v3 dataset 

얼굴 모양별 900개씩 총 4500개 데이터를 합쳐서 실험을 진행해보았

고 EfficientNet의 B0와 B4 모델을 사용하였다.

Dataset
사용한

모델
정확도

Inception v3 Dataset

(Augmentation 적용) 

+

Kaggle face shape 

Dataset (training)

B0 80.8

B4 81.4

Table 4. Kaggle face shape Dataset과 augmentation에 

대한 결과

이러한 데이터 조합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성능향상을 보여서 

오직 Kaggle face shape dataset으로만 training 시켜서 test한 결과 

값을 보니 74.7%로 확인됐고 결과적으로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

한 데이터를 추가 했을 때 B0모델을 기준으로 6.1%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Dataset
사용한

모델
정확도

Kaggle face shape 

Dataset (training)
B0 74.7

Table 5. Kaggle face shape Dataset에 대한 결과

IV. Conclusions

얼굴 모양 분류를 단순 이미지 분류에 쓰이는 최신 모델인 

EfficientNet에 넣고 Image augmentation한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셋의 조합을 통해 6% 정도의 성능향상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feature 

extraction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얼굴 분류를 할 수 있는 feature들을 

추가한다면 더 높은 성능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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