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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산으로 영상 콘텐

츠 전달 매체가 TV 중심에서 모바일 인터넷 기기 

중심으로, 소비 주체 또한 대용량 대중화 기반 소비

에서 소용량 개인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 콕스에 제공될

4가지 얼굴 변형 기술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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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on the whole face replacement system, but it is not

easy to obtain stable results due to various attitudes, angles and facial diversity. To produce a natural

synthesis result when replacing the face shown in the video image, technologies such as face area

detection, feature extraction, face alignment, face area segmentation, 3D attitude adjustment and facial

transposition should all operate at a precise level. And each technology must be able to be interdependently

combined.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how that the difficulty of implementing the technology and

contribution to the system in facial replacement technology has increased in facial feature point extraction

and facial alignment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difficulty of the facial transposition technique

and the three-dimensional posture adjustment technique were low, but showed the need for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four facial replacement models such as 2-D Faceswap, OpenPose, Deekfake,

and Cycle GAN, which are suitable for the Cox platform. These models have the following features;

i.e. these models include a suitable model for front face pose image conversion, face pose image with

active body movement, and face movement with right and left side by 15 degree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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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바일 인터넷 기반 웹 및 앱 중심의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참

여자들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 콘텐츠로 발

전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다양한 형

태의 콘텐츠 소비자가 융합된 형태의 생산자로 그리

고 콘텐츠의 이용자가 단방향 객체에서 양방향 주체

로 변하여 스토리 전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로 직접 관여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만들어 새로

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에서는 사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작용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랙티

브 영상 창작 플랫폼 ‘Cox’를 개발하여 줄거리를 선

택하는 Branch 기능, 영상에 메시지를 보내는 Push

기능, 영상과 통화하는 Tele 기능, 영상 객체와 웹을 

연결하는 Connection 기능 등 다양한 인터랙션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인터랙티브 아트 및 영화, 체험형 

머신 및 기능성 동작인식 게임 그리고 인터랙티브 

광고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V

set-top box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증강현실 콘텐츠

와 인터랙션하는 시스템 개발[2], 리치 미디어라 불

리는 시청자와 상품의 정보에 대해 인터랙션하는 광

고 콘텐츠 개발[3],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스크립트 

언어에 관한 연구[4] 등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능들은 사용자의 동작과 음성 인식 등의 기능에 한정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영상과의 인터랙션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ox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얼

굴 교체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2장에서 

얼굴 교체 모델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실시간 및 영상 인물 포즈 교체에 적합한 

2-D Faceswap, OpenPose, Auto Encoder Deepfake,

CycleGAN의 4가지 얼굴 교체 모델에 대한 연구 과

정 및 결과를 보여주고 4장에서 통합된 모델을 제안

한다.

2. 얼굴 교체 모델 연구 동향 분석

얼굴 교체 기술이란 서로 다른 영상 속에 등장하

는 인물들의 얼굴을 교체하는 기술을 말하며 Fig. 1

에 보인 대략적인 순서도의 절차에 의해 얼굴 교체가 

이루어지고, 현재 제안된 여러 얼굴 교체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Fig. 1의 요소 기술들을 모두 포함하고 

Fig. 1. Flowchat of face transfer technology.

Fig. 2. Face detection [16].

Fig. 3. Face feature extraction [16].

Fig. 4. Face alignment [5].

Fig. 5. Face segmenta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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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용자의 얼굴을 미디어에 삽입할 때 교체된 얼굴

이 타인의 얼굴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

운 합성 결과를 산출하려면 얼굴영역 검출과 특징점 

추출, 얼굴 정렬과 얼굴영역 분할, 3차원 자세조정 

및 전의 등의 기술들이 모두 정밀한 수준으로 동작해

야 하고, 각 기술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

다. 최근 얼굴 교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얼굴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자세,

각도, 얼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현

재의 2-D 기반의 얼굴 교체 기술은 주로 사람의 얼굴

이 정면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얼굴의 모양 및 자세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3차원  얼굴 모델을 생성하여 적용시

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얼굴 움직임이 심한 

상태에서 얼굴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아직까

지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2-D에 기반한 얼굴 교체 기술은  ASM

알고리즘을 활용한 얼굴 정렬, 2-D 교체 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얼굴 교체, 포아송 이미지 편집을 사용

한 얼굴 융합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의 주요 단점은 

얼굴 포즈와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고, 비디오

의 조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양대학

교 송중석[9] 연구팀은 조명이 다른 두 영상에 대해 

히스토그램 명세화(histogram specification)기반의 

피부 톤 일치 기법을 사용하였고, 18개의 가상 얼굴 

특징점들을 생성하고 매 프레임마다 5쌍의 특징점들

을 사용하여 유사 교체 행렬(similarity transform

matrix)을 생성하여 정면 영상 간의 얼굴 포즈를 교

체시켰다. 세종대학교 조태훈[10] 연구팀은 서로 다

른 조명 환경 아래에서 파라미터 기반의 얼굴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얼굴을 대표하는 랜드마

크들을 잡은 후 정지 영상의 얼굴을 동영상의 얼굴에 

전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면 얼굴을 교체하였

다. 두 팀 모두 얼굴의 움직임에 대해 추적하는 기술

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한편으로 [11]에서는 3-D 얼굴 스캔 데이터를 통

해 자동적으로 교체 가능한 모델을 생성하였고, [12]

은 3-D 기반으로 Blending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얼굴 모양과 포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

나 소스와 타겟 이미지에서 얼굴 포즈와 표정 등이 

비슷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Open University Israel[6]에서는 3차원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 중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로 얼굴 정

렬 시 3차원 모델을 매개체로 하여 정렬하였다. 기본

형의 3차원 모델에 대하여 2차원 영상의 랜드마크

(landmark point)들을 대응시킨 후에 3차원 모델을 

2차원 영상과 같은 자세로 교체시키고 타겟 영상과 

소스 영상을 모두 같은 자세로 교체시킨 후에 2차원 

소스 영상의 남은 점들을 3차원 모델로 교체시킨 후

에 다시 3차원 모델에서 타겟 모델로 값을 교체시킨

다. 이 연구는 얼굴영역을 추출함에 있어 딥러닝 기

반의 깊은 신경망을 사용하였고 추출된 얼굴영역에 

대해서 블렌딩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얼굴 정렬을 위하여 MPI for Informatics Pablo

Garrido[5]는 목적 프레임으로부터 여러 프레임의 영

상을 추출해서 가장 소스 영상과 가까운 영상들을 

매칭해서 소스 영상의 얼굴과 타겟 영상의 얼굴이 

가장 비슷한 형태 간에 전이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동안 다양

한 표정을 짓는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Jason M. Saragih

[15]는 얼굴 정렬을 위해 여러 개의 얼굴 부분공간

Fig. 6. Face transfer [7].

Fig. 7. 3D Face feature detec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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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pace)으로 한정된 모델을 사용하여 평균 이동 

방법을 적용시켜 얼굴 각 위치에 대한 랜드마크 분포

를 제약시키는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여전히 움직이

는 얼굴에 대해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Royal Inst-

itute of Technology의 Vahid Kazemi[16]는 Re-

gression Tree의 앙상블을 얼굴 모델 정렬에 사용하

여 평균적으로 에러가 줄어들도록 하였고 계산량이 

적어서 실시간의 모델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지

만 그래도 실시간 처리에는 정확도에 어려움이 있다.

Max-Planck-Institute Justus Thies[17]는 RGB 카

메라를 이용하여 선형적인 파라미터 기반의 얼굴의 

아이덴터티, 표정, 추적, 렌더링을 수행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나 특수한 병렬 처리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만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8]는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타겟을 소스의 얼

굴로 교체시킨다. 매우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으며 얼굴 교체 작업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 포즈, 표정 및 조명에 대한 어려

움은 남아있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Z. Zhang는 딥러닝의 컨볼루

션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

였다. 10,000개의 학습 데이터로 인공신경망의 파라

미터들을 학습하였고. 테스팅 단계에서는40x40 흑백 

영상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3개의 풀링 레이어와 1개

의 완전 연결 레이어를 포함하였다. 비선형 함수로는 

탄젠트(tangent)함수를 사용하였고, 마지막 레이어

에서는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출력 노드 외에도 

'자세', '성별', '안경', '웃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를 주는 노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직렬회귀(cascaded

regression)모델들과 비교할 때 얼굴 특징점 추출 정

확도는 비슷하나 딥러닝의 추론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Open University Israel[6] 에서는 얼굴영역을 

추출함에 있어 딥러닝 기반의 깊은 신경망을 사용하

였고 추출된 얼굴영역에 대해서 블렌딩을 수행하였

다. 또한, [19, 20]는 비지도 학습 모델인 GAN을 이용

하여 얼굴 교체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까지 교체시켰

다. 그러나 딥러닝 기반의 얼굴 특징검출 방식은 좋

은 결과를 내는 반면에 GPU사양이 높고, 계산량이 

많은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자체실험 및 논문들의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는 얼굴 교체 세부기술에서의 기술구

현의 어려운 정도 및 전체 얼굴 교체 기술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상기의 분석결과 얼굴 교체 기술의 성공여부를 좌

우하는 세부기술은 얼굴 특징점 추출 및 얼굴 정렬 

기술이다. 이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 1) 얼굴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자세, 각도,

얼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수월하지 않다. 얼굴모양정보와 얼굴의 특징간의 상

호 의존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

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얼굴모양정보

가 필요한 반면 정확한 얼굴모양정보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해야 한다. 이

들 두 조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문제 2) 딥러닝 기반의 얼굴 특징점 추출시에는 

현재의 특징과 얼굴모양정보를 사용하여 다음의 얼

굴모양정보를 예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실시간 및 영상 인물 포즈 교체에 적합한 2-D

Faceswap, OpenPose, Auto Encoder Deepfake,

CycleGAN 4가지 모델에 대한 연구 분석 내용 및 통

합 모델의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1. Comparison Analysis

Detailed technique name Technique’s Difficulty Importance in face swapping technology

Face detection technology Average Average

Face feature extraction Good Good

Face alignment technology Good Good

Face segmentation technology Poor Average

3D Posture adjustment technology Poor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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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x Platform 에 제안된 얼굴 교체 모델들의 

비교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네 가지 모델들에 대한 구

현 및 테스트 환경은 Python으로 작성되었으며 각각

의 모델별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

다. Anaconda3를 사용해서 각 모델들에 대해 독립적

인 환경을 구성한다. 컴퓨터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또한 GPU를 사용하기 위해 CUDA 9.0, cuDNN

7.4 버전을 사용했다.

3.1 정면 얼굴 포즈 영상 교체에 적합한 2-D faceswap 

모델

우리가 개발한 2-D faceswap 모델에서는 소스 이

미지와 타겟 동영상을 입력으로 받으며, 동작은 얼굴 

검출기, 얼굴 합성기 2가지로 이루진다. 검출기 에서

는 dlib[21]을 이용하여 타겟 동영상 얼굴의 특징 벡

터들을 검출한다. 이는 HOG (Histogram of Orient-

ed Gradients) 방식의 검출기이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한다. 검출 알고리즘으로 Face Land-

mark Estimation[16]을 이용하였다. 이 알고리즘 이

용해 얼굴에서 68개의 특징점들을 특징벡터로 저장

한다. Fig. 8은 얼굴에서의 특징점을 검출한 사진이

다. 소스 이미지는 검출기를 이용하여 눈, 코, 입을 

Wrapping하여 초기화된다. 소스 이미지의 눈, 코, 입

의 데이터와 타겟 동영상의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얼굴을 교체하게 된다.

얼굴 합성기에서는 타겟 동영상의 눈, 코, 입의 위

치에 소스 이미지의 데이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교체할 때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피부색을 유사

하게 구성한다. 타겟 동영상의 매 프레임마다 2-D상

에서 눈, 코, 입을 오버레이 함으로써 얼굴을 교체할 

수 있다. Fig. 9는 한 프레임에 대해 얼굴 교체한 결과

를 보여준다. (a)는 소스 이미지로 모델 이주빈의 증

명사진이다. (b) 배우 임시완의 인터뷰 영상이다. (c)

는 얼굴 교체를 한 결과이다.

2-D faceswap 모델의 장점은 데이터 셋의 양이 

적고 연산이 빠르다는 점이다. 정면 얼굴 이미지 하

나와 동영상 하나만 있으면 얼굴 교체가 가능하며 

얼굴 특징 벡터를 찾아내어 그에 맞게 이미지를 교체

하는 연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얼굴을 합

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2-D상에서 얼굴의 각도 변화

에 따른 자연스러운 눈, 코, 입의 회전이 불가능한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지의 조도나 표정 등의 다

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정면 얼굴에서의 68개 

특징점으로만 교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성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Fig. 10에서 보듯이 우리가 개발했던 의도와 다르

게 얼굴 교체 시 부정확한 교체 현상을 많이 발견하

였다. (a)와 (b)는 눈을 감고 있지만 눈 영역을 검출하

여 교체된 모습이다. 또한 (a)입과 (b)코에 노이즈가 

생겼다. (c)는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입의 합성 과정

에서의 교체 오류로 노이즈가 생겼다. 치아의 히스토

그램을 배제하지 못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d)는 얼

굴 각도가 15도 정도 틀어진 모습이다. 이 모델에서

는 좌우로 15도 이상 얼굴 각도가 틀어졌을 때에 부

정확한 눈 교체 양상이 보인다.

Table 2. Test environment

OS Windows 10 64bit

CPU i7-7700 CPU 3.60GHz

RAM 16384MB

GPU NVIDIA GeForce GTX 1060 6GB

Fig. 8. 68-landmarks on face [16].

(a) Source

 

(b) Taget

 

(c) Swap

Fig. 9. Face swapping result of 2-D facesw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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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체 움직임이 활발한 얼굴 포즈 영상 교체에 적합

한 OpenPose 모델

OpenPose[27] 라이브러리는 실시간으로 사람 몸 

전체의 관절의 특징점을 찾아내며 몸과 팔, 다리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머리 등 사람의 전체 구성 요소들의 

관절의 특징점을 찾아낸다. 관절의 특징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영상에서 관절에 대한 확률값을 맵

으로 출력한 뒤, 관절 간의 관계를 PAF(Part Affin-

ity Fields) 벡터 맵으로 나타내어 몸의 관절을 찾고 

머리의 위치 및 움직임을 예상한다. Fig. 11의 바디 

스켈레톤을 이용하여 사람의 머리 전체를 찾아낸 후,

그 안에서 눈, 코, 입과 같은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위치값을 이용하여 이를 검출기로 활용하여 얼굴 교

체를 행한다.

우리가 개발한 OpenPose 모델은 본 논문의 첫 번

째 모델인 2-D faceswap과는 다르게 Openpose 라이

브러리를 이용하여 검출기에서 신체의 관절을 19개

로 구분하고, 70개의 얼굴 특징점을 사용했다. 이 모

델에서 얼굴 특징점은 눈동자(eye ball)의 좌표가 추

가되었으며 얼굴 교체에서는 3-D마스크 생성기와 

합성기를 이용했다.

3-D마스크 생성기와 합성기는 MarekKowalski

의 3-D Faceswap[28]에서 가져왔다. 마스크 생성기

에서는 소스 이미지를 받아 얼굴을 3-D매핑을 한다.

소스 이미지의 2-D 얼굴로부터 검출된 70개의 좌표

를 이용하여 3-D Mask를 생성한다. 자연스러운 3-

D 얼굴을 만드는 기법인 Cadide-3[22] 방식을 사용

하였다. Fig. 12처럼 113개의 좌표점과 168개의 면으

로 이루어진 얼굴을 3-D로 생성한다.

3-D마스크는 Gauss-Newton[23]을 사용하여 조

정하였다. 검출기에서 얻은 동영상의 얼굴 특징 벡터

를 파라미터로 수식에 대입하여 정규화, 가중치, 스

케일링, 회전 및 평행 이동을 한다. 이 조정 과정을 

통해 교체 대상의 얼굴과 매칭되는 마스크를 만들고 

랜더링한다. 얼굴 합성기는 랜더링된 마스크를 2-D

이미지로 가져와 Gaussian Blur[24]를 이용하여 색 

교정을 하고 타겟의 얼굴을 소스의 얼굴로 교체하게 

된다. 타겟 영상의 매 프레임마다 앞선 과정을 반복

함으로써 영상에 맞는 3-D Mask를 생성하여 얼굴을 

교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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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failed results of 2-D faceswap model.

Fig. 11. Output of OpenPose [27]. Fig. 12. Candide-3 with 113 vertices and 168 surface[22].



541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 콕스에 제공될 4가지 얼굴 변형 기술의 비교분석

Fig. 13은 3-D Faceswap[28]의 테스트 결과이다.

(a) 소스 이미지로 모델 이주빈의 증명사진이다. (b)

배우 임시완의 인터뷰 영상이다. (c) 얼굴 교체를 한 

결과이다. 증명사진은 정면 사진이기에 마스크를 생

성하기 좋은 소스 이미지이다. 두 인물 모두 이마를 

보여주고 있어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d)는 얼

굴 교체를 할 때에 생성된 마스크를 오버레이하여 

출력한 것이다. 3-D마스크를 사용하여서 각도 변환

에 있어서 2-D방식보다 자연스러운 얼굴 교체가 가

능하였고 입의 움직임 또한 잘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 눈을 뜬 모습으로 교체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3-D faceswap 모델에서는 dlib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작은 얼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한 

OpenPose 모델은 몸과 신체의 관절을 찾는 것에 특

화되어 있는 모델이기에 전신이 나오는 동영상에서

의 얼굴 검출이 용이하다.

Fig. 14 (a)는 소스 이미지로 모델 이주빈의 증명

사진이다. (b)는 아이돌그룹 ITZY 예지의 무대 동영

상이다. (c) 와 (d) 는 얼굴 교체를 한 결과이다. 3-D

faceswap 모델의 (c)를 보면 얼굴을 찾지 못하였는

데, 우리가 개발한 OpenPose 모델에서는 (d) 얼굴의 

크기가 작더라도 몸을 검출하여 얼굴의 위치를 추적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의 신체를 검출하도록 학습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에 얼굴만 검출하는 dlib 검

출기보다 수행속도가 느리다.

Fig. 15는 (a) 3-D faceswap 모델과 (b) OpenPose

모델을 비교하였다. 얼굴 검출기에서 얼굴이 검출된

다면, 마스크 생성과 얼굴 교체과정은 동일하므로 많

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영상 속 인물

의 움직임과 얼굴검출 가능 여부에 따라 알맞은 검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야 한다.

3.3 AutoEncoder 개념을 적용한 Deepfake 모델

Deepfake 모델[14]은 오픈소스로 Face-Swap하

는데 있어서 AutoEncoder[29]를 포함하는 주요 3가

지 기능을 제공한다. Input 데이터로 영상 A, B를 제

공하면 데이터 셋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Extract

기능을 사용한다. MTCNN[25]을 사용해서 데이터

의 얼굴을 감지하고 256*256 크기의 이미지로 정렬

(a) Source (b) Taget (c) Swap (d) Mask

Fig. 13. Face swapping result of 3-D faceswap[28] model.

(a)Source
(b) Taget (c)3-D faceswap fail (d) OpenPose swap

Fig. 14.  Face swapping result of OpenPo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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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미지를 얻는다. 영상 A와 B에서 추출한 얼굴 

데이터들을 Train 기능을 통해 학습 모델을 생성한

다. 이 과정에서 훈련 반복 횟수와 신경망의 크기 등

에 따라 학습 시간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우리

의 연구에서 약 16시간의 훈련을 통해 Loss가 0.015

가 되도록 한 모델을 생성했다. 모델을 생성하는데 

성공했으면 다음은 본격적으로 Face-Swap 작업을 

행한다. Convert 기능을 사용해 진행하는데 Deep-

fake에서는 Frame, Blur 등 Mask에 대해 최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Gaussian Blur[24], Blur Size, Erosion Size, Color

Matching, Dlib-CNN을 조절해서 얼굴 교체를 자연

스럽게 하였다.

Fig. 16의 합성된 결과 영상을 보면 소스 영상을 

타겟 영상에 고해상도로 합성시켜 소스 영상과 비교

했을 때 크게 위화감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거듭되

는 연구에서 몇 가지 단점을 발견했다. 타겟 영상의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 하, 좌, 우로 약 15도 이하로 움직였을 때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얼굴 가

동 범위가 15도 이상인 경우, 장애물에 가려진 경우

(손, 머리 등)에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Deepfake 모델의 장점은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구

현되어있어 테스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쉽게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처리 과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 셋을 구비한다면 결과가 정말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Train 과정에서 화질이 저하가 

되는데 그 이유는 gpu 메모리에 네트워크를 한 번에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256*256으로 학습을 할 수 없

었다. gpu의 성능에 따라 256*256의 이미지들을 적

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64*64로 네트워크에 

압축된 이미지들을 적재해서 화질의 저하가 있었다.

즉 컴퓨터 성능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Train 과정에서 모델을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합성하고자하는 얼굴마다 

모델을 재학습이 필요하므로 범용성이 떨어진다.

3.4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 CycleGAN 모델을 이용한 

Faceswap

GAN[30] 모델에서는  Image Transfer에 효과적

인 CycleGAN[26]의 네트워크 구조로 학습을 진행하

였다. CycleGAN은 이미지로 구성된 두 개의 데이터 

셋이 있을 때 한 데이터 셋의 이미지들을 다른 데이

터 셋의 스타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한다. 본 논문에

서는 두 사람의 얼굴로 구성된 데이터 셋을 input으

로 모델을 학습시킨다.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얼굴을 서로 바꿀 수 있다.

CycleGAN의 학습 구조는 원본 이미지로 recon-

struct되어야 하는 Cycle loss를 이용하는데, 원래 이

미지로 복구가능한 정도로만 변환이 되는 제약을 이

용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 loss를 이용하기 위해

서 A인물을 B인물로 바꾸는 생성자 G의 학습과 B인

물을 A인물로 바꾸는 생성자 F의 학습을 동시에 수

행하게 된다.

[13]의 학습과정은 영상 A, B 으로부터 학습 데이

터를 추출한다. MTCNN[25]을 이용하여 얼굴부분

을 검출하며 파이썬의 face-alignment 패키지를 이

용하여 얼굴을 정렬한다. 추출된 두 얼굴 데이터 셋

을 이용해 CycleGAN의 학습을 진행한다. Convert

기능으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영상 A를 입력하

면 B의 얼굴로 교체가 되고 그 반대인 B영상의 얼굴

을 A의 얼굴로도 교체할 수 있다.

CycleGAN 모델의 장점은 얼굴이 좌우로 돌아가

(a) 3-D faceswap (b) OpenPose swap

Fig. 15. Compare with 3-D faceswap[28] and OpenPose 

swap.

(a) original image (b) swapped image

Fig. 16. Face swapping result of Deepfak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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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다른 모델보다 각도에 대한 특징을 잘 보존하

여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일부 데이터

에 장애물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하여 얼굴

을 교체한다. 또한 눈동자의 위치와 눈의 깜박임 정

보도 보존한다. 하지만 단점으로 충분한 데이터 셋의 

수, 학습시간, 하드웨어의 성능이 필요하다. 이 모델

에서는 입력영상 A, B의 training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생성하여 교체하게 된다.

Fig. 17은 CycleGAN 모델의 실험결과이다. (a)는 

A 원본영상이다. (b)는 얼굴을 B로 교체한 영상이다.

(c) B는 원본영상이다. (d)는 얼굴을 A로 교체한 영

상이다.

실험결과 영상 A, B의 인물이 등장하는 다른 영상

을 test 데이터로 교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마스크

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얼굴 교체하는 영상마다 

training 모델을 재생성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은 상용

화를 위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4. 결  론

영상의 얼굴을 교체할 때 교체된 얼굴이 타인의 

얼굴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합성결

과를 산출 하려면 얼굴영역 검출과 특징점 추출, 얼

굴 정렬과 얼굴영역 분할, 3차원 자세조정 및 전의 

등의 기술들이 모두 정밀한 수준으로 동작해야 하고,

각 기술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3장

에서 보았듯이 한 가지 모델만 이용하여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정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우에 따라 

정면 얼굴만 교체하는 영상엔 적합할지 모르나, 몸의 

동작과 얼굴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영상에서는 얼굴 

교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또한 얼굴의 

동작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얼굴 추적은 잘 되나 

얼굴 교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Cox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은 영상 얼굴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얼굴 변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의 4가지 모델을 사용할 때 속도는 (3.1),

(3.2) 모델이 빠르나, 정합성 측면에서는 (3.3), (3.4)

모델이 훨씬 뛰어나다. 정합성이 높은 모델은 용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Fig. 18에서 실선 모델

의 결과는 자연스럽지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이며, 점

선 모델의 결과는 실선 모델에 비해 자연스럽지만 

여러 제약에 따라 불안정적이다. 콘텐츠 이용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할 것이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콘텐츠는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델 선택 시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자동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영상 속 얼굴의 포즈

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모델로 개발되

어, Cox의 얼굴 변형기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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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 set A (b) Swap to B (c) Data set B (d) Swap to A

Fig. 17. Face swapping result of CycleGAN  model.

Fig. 18. Suggested face swapp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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