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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VID-19 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사회가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얼굴 사진

을 촬영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인식 기반의 보정 및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인물의 마스크 착용 유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마스크로 가려진 영역까지 필터 및 

색조 기능을 적용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및 마스크 영역을 판단하고 해당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영역에 필

터링 효과를 적용하는 기술을 구현하였다. 

 

 

1. 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1 년 4 월 말 기준

 스마트폰 회선 수는 약 5,182 만 개에 달한다. 이처

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든 요즘,

 대다수의 스마트폰은 카메라를 빌트인 형태로 포함

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얼굴 영역의

 정확한 검출 및 랜드마크 검출 기술까지 처리 속도 

및 정확도 관점에서 매우 향상되어, 얼굴 인식 기술 

기반의 다양한 필터링 및 보정 애플리케이션들이 등

장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로 인해 마스크를 착

용한 채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카메

라가 마스크의 착용 여부 및 마스크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여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영역까지 필터링 및 

색조 기능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

이 제공하는 카메라 서비스를 들 수 있다 [1]. 그림 

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스타그램이 제공하는 카메

라 서비스는 마스크로 가려진 코, 입술, 얼굴 윤곽까

지도 필터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부분의

 랜드마크 인식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위치 또한 부정

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얼굴 필터 효과가

 마스크 착용자의 얼굴에 적용된 예 

2. 본론 

얼굴인식 기술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Gabor 필터, 

HOG(Histogram of Gradients), LBP(Local Binary Pat

tern) 등의 hand-crafted Feature 얼굴 검출 방식이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다양

한 환경 요인에 강인한 고도화된 얼굴 영상 분석 기

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2][3].  

본 연구에서는 먼저 Haar Cascade classifier 를 

이용한 Cascade 안면 검출기를 통해 얼굴 영역을 검

출한다 [4]. 검출된 얼굴 영역에 대해 DNN(Deep Neur

al Network)을 기반으로 학습된 Caffe model 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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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간으로 얼굴의 윤곽 및 눈, 코, 입 등에 

대한 81 개의 랜드마크를 검출한다 [5]. 이 후 인식

된 얼굴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유무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출된 랜드마크의 전체 또는 일부에 

필터 및 색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이다.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들과 착용하지 않은 인물들의

 사진이 각각 2,000 개 포함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검출된 얼굴의 마스크 착용 

유무를 판단한다 [6]. 그림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물의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의 추정치는 각각 0-10

0%으로 산출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의 임계치는

 미착용에 대한 추정 값이 50% 이상인 경우를 경험적

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2)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의 판단 과정 

이후 인식 결과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면 얼굴 전체 영역에 대해 필터 효과를 적용시키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랜드마크에 필터 및 색조 기능 적용하

였다. 

 

3. 결과 및 결론 

그림 3 과 4 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을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얼굴 영역에 필터 효과를 선

별적으로 적용하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동작 예이다.

 얼굴 영역 검출 후, 얼굴 영역의 랜드마크를 검출하

고, 마스크 착용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림 3 과 

같이 'No Mask'라고 표기하고 검출된 얼굴 전체의 랜

드마크에 사용자가 선택한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인식했을 경우에는 그림 4

와 같이 'Mask'라고 표기하고 검출된 랜드마크 중 마

스크에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눈, 이마 등의 랜드마

크에만 필터를 부분 적용한다. 

 

 

(그림 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식했을 경우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얼굴 전체의 랜드마크에 필

터와 색조 기능을 일괄 적용하던 기존의 보정 카메라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의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 얼굴의 적절한 영역에만 필터를 부분 적

용할 수 있다. 

 

(그림 4)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인식했을 경우 

그러나 본 연구는 인물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시킬 필터를 각각 저장하

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다. 따라서 마스크를 올바

르게 착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필터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필터가 추가로 요구된다는 한

계점이 있다. 이에 추후 기술을 발전시켜 얼굴 전체

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필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카메

라가 스스로 필터 영역 중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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