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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터넷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포토 리뷰를 블로그, 쇼핑몰에 올릴 때 얼굴 노출을 꺼려하여 직접 사진 처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굴을 가리거나 사진을 얼굴 부분까지 잘라 내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을 거친 후 올리게 된다.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쇼핑몰,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포토 리뷰를 작성 할 때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올리더라도 자동

으로 얼굴 인식 후 의상에 어울리는 소품을 합성하여 구매자가 포토 리뷰를 올리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얼굴 추적과 얼굴 특징 점을 기반으로 한 안경과 같은 소품 합성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얼굴 및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얼굴에 소품을 합성하는 기본 기능을 구현하였다. 

키워드: 영상합성(Image Retouching),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포토리뷰(Photo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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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의류들을 구입할 경우,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댓글 또는 모델들이 입은 착용 

사진들을 보고 구매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 모델 사진을 

자신의 얼굴 노출을 꺼려 하므로 얼굴 부분을 자르거나, 안경, 사진, 

가방 등의 소품들을 활용하여 개인 

인식 정보를 감추게 된다. 최근 

SNS형 패션 커머스 시장에서는 

구매자, 판매자 모두 착용 사진 및 

구매 후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참

여형 커머스가 확장되고 있어 사진

에 개인의 얼굴을 가리거나 소품을 

활용한 노출 사진이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

II. Related Works

한 사진이나 일련의 동영상 시퀀스에서 얼굴인식을 인식하거나 

추적하는 알고리즘은 지속적으로 발전[1]되어 왔으며, 인식과 추적에 

기반한 다양한 합성 기법[1,2]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발전해 

오고 있다. 합성보다는 정확한 얼굴 인식 및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얼굴 사진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얼굴 특징점 등을 정확히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얼굴 

추적을 위한 상용 SDK 및 개발자를 위한 영상처리/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구현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API가 소개되고 있다 [4.5,6] 

본 연구는 구현 기반으로 포토 리뷰나 의상 쇼핑몰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간에 구현이 가능한 상용 API를 활용[4]하고, 

많은 사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I. Functions Implementation

1차적으로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그 특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품 사진을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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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ce Recognition and Tracking

얼굴의 특징점은 모두 70개로 눈썹, 눈, 코, 입의 위치점을 실시간에 

검출한다. 

2. Face Image Retouching

합성의 기능은 MirrorRealitySDK에 제공되는 함수를 사용 하여 

마스크, 소품을 로드 하여 눈, 코, 입, 턱선 의 좌표를 추출하여 합성될 

마스크, 소품 이미지의 크기를 가변한다. 

함수 기능

MR_LoadMaskCoordsFromFi

le

.grd 파일에서 마스크의 얼굴 특징 

좌표를로드

MR_LoadMask
파일에서 마스크 레이어를로드하고 

OpenGL 텍스처로로드

MR_DrawGLScene 마스크가있는면을 화면에 그림

MirroRealitySDK에서 검출 할 수 있는 얼굴 각도는 좌우 30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OpenCV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동시에 활용하

여 MirrorReality SDK가 얼굴 검출에 실패 할 경우 OpenCV가 

얼굴을 검출 하여 사진을 함성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아래는 

얼굴이 정면을 보고 회전하는 가운데 생기는 얼굴 추적 오류를 보여주

고 있다.

V. Conclusions

의상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소품 이미지를 합성함으로써 일반인, 

모델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의상 구매 후 리뷰어가 

리뷰를 남길 때 얼굴을 제거하거나 변경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제거하

여 리뷰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상 착용 이미지를 기준에 

따라 분류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위기로 소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경,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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