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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COVID-19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빠르게,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마스크를 착용하

는 것이 새로운 평범함이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고객들에게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 버스도 이에 포함된다. 여러 뉴스 기사에 따르면 마스크

를 써 달라는 버스 기사의 부탁에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하였다. 이에 기계가 마스크를 쓰

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고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면 버스 기사에게 향하는 비이성적 분노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eras와 같은 기본적인 기계 학습 패키지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마스크의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고성능 컴퓨터 및 그래픽카드의 필요 

없이 CPU에서만 작동하는 마스크 착용 판별프로그렘으로, 추가적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와 음

성 경고 시스템도 함께 구현하였다. 이 방법은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99.5%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고, GPU

가 아닌 CPU에서 6fps 정도의 속도를 지원하여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다.

키워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마스크 검출 (face mask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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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세계보건 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COVID-19은 현재까지 약 4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갔

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유는 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률에 

있다. 특히 COVID-19는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달

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버스기사와 같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마스크

를 감지하고 출입을 제한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막을 수 있어서, 자동 마스크 감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동 마스크 감지는 먼저 얼굴의 위치를 감지하고 마스크가 부착되

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 지능기술을 이용하여, 먼저 특정인물의 얼굴의 위치를 감지하고, 

이후 마스크를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많은 얼굴검출 및 분류의 인공지능 기술은 GPU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GPU가 

없는 일반적인 컴퓨터나 생활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디서든지 손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GPU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를 위해 Keras과 

같은 기본적인 머신러닝에서 패키지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 성능이 

좋은 Mobilenet V2를 기본적인 구조로 사용하였으며, 음성 경보는 

구글 tts페키지3)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필요없는 인공지능 엔진을 

웹으로 연동해 경량화 하였으며, 감지 결과를 REST API를 통해 

웹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구현하였다. 

이 결과 CPU에서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 시간 구현이 가능함을 보였다.

1) https://pypi.org/project/g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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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행환경에서 구동하였다

Local Server

provider 개인 Digital Ocean

Server

Intel(R) Core(TM) 

i7-8565U CPU @ 

1.80GHz 

1.99 GHz

Intel Single 

Shared Core

RAM 16.0GB RAM 1.0GB RAM

OS Windows 10 Pro
Ubuntu Server 

20.04

Language Python 3.7 Python 3.7

Server 

Software
- Nginx, Flask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인공지능

현재까지는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하여 많은 인공지능이 만들

어졌다. 이중에서 Mobilenet V2[2]라는 인공신경망은 모바일기기에

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컴퓨팅 능력을 적게 요구하는 

신경망 중 하나이다. 

Mobilenet V2가 다른 인공신경망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게 작동하

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Linear Bottleneck을 사용한

다. 이는 Relu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정보손실을 줄여주고, 따라서 

계산량을 늘리지 않으며 정확도를 더욱 높여준다. 두 번째로, Inverted 

residuals를 사용한다. 이는 Conv layer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산량

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 Relu6 함수를 사용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산량 감소 효과가 있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비슷한 다양한 인공지능은 이미 연구된 바가 있다. 

YOLOv4를 사용한 연구나[3], faster R-CNN등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4].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네크워크 구조가 복잡해서 GPU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단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연구의 중점 및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

본 연구는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고려해서 가장 적은 컴퓨팅 능력으

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 마스크 검출 알고리듬 

구현에 집중하였고, 더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음성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경고 시스템을 연동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자동으로 

웹에서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까지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Mobilenet 

V2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구현하였으며, 구글 tts와 연동하고 REST 

API를 이용하여 웹과 연동하므로, 음성 경고 및 결과 저장 및 분석을 

적은 계산량으로도 CPU로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Fig. 1.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그림1과 같이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메라는 이미지 정보를 얼굴인식기로 전달하고, 

각각의 얼굴을 Mask identifier로 전달한다. 이 Mask identifier은 

마스크 착용 판별 후 각각의 개인을 구분해주는 개인 판별 알고리즘으

로 넘겨준다. 이 프로그램은 각각의 사람을 구분하고, 두 개의 경고 

시스템으로 넘겨준다. 첫 번째 경고 시스템인 웹사이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정보를 저장해둔다. 두 번째 경고 시스템인 

음성경보는 사람들의 옷의 색깔을 판별하여, 음성으로 경고해준다. 

각 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얼굴인식

첫 번째 부분은 Face detection으로, 이미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인식해서 얼굴을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4개의 Int로 되돌려준다.

이 부분은 OpenCV에 내장되어 있는 얼굴 인식 기능인 cv2.dnn 

모듈을 사용하였다. 마스크를 쓴 얼굴도 인식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 confidence값을 0.3으로 설정하였다.

3. Mask Identifier

두 번째 부분은 Mask Identifier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 판별해준다.

Fig. 2. 인공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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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인공지능의 구조는 그림2와 같이 생겼다. 먼저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mobilenet V2에 추가로 몇 개의 layer을 

쌓아서 custom neural net을 만들었다. 이 neural net은 128x128의 

이미지를 input으로 받아서, output으로 두 개의 0과 1 사이의 숫자를 

내보낸다. 

그림2에서 AveragePooling2D 레이어는 평균값을 취해서 영상의 

사이즈를 1/4로 줄이는 역할을 하며, Dense 레이어는 DenseNet을 

나타내며, 1/2의 확률의 Dropout을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neural net은 이후 50000개의 예시 이미지를 받아 훈련하

였다. 이미지들은 kaggle의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4)

. 이 이미지들은 회전, 밝기 변화, 평행 이동등 다양한 변형을 가해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식률이 

높도록 하였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200개를 사용하였다.

4. 개인판별

얼굴인식과 마스크 착용판별이 완료된 이후, 개개인을 시간에 따라 

구분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Fig. 3. 개인판별 방법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얼굴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고, 다음 프레임

에 겹치는 직사각형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 음성경고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발견된다면, 본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음성으로 경고를 해주게 된다. 이 경고는 본 

사람의 옷 색깔을 파악하고, Dominant color을 계산한 후, 사용자에게 

“Dominant color색 옷을 입은 사람은 마스크 쓰세요”라고 말을 

해준다.

본 연구는 이를 Google의 tts (text to speech)로 구현을 하였다.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되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지만, 대신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음성 경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지 않아도 되므로 계산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6. 웹사이트 전송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발견된다면, 제안하는 프로그

램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고, 얼굴을 외부 서버에 

전송하게 된다.

외부 서버는 Flask로 만들어진 서버를 구동하고 있다. 외부 서버는 

2) https://www.kaggle.com/ashishjangra27/face-mask-

12k-images-dataset

REST API의 형태로 이미지를 받는다. 이미지를 전송받은 후, 서버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당시 시간을 기록해놓는다.

이후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는 먼저 업로

드된 사진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업로드된 시간의 역순으로 20개의 

사진을 정렬한다. 그 후, 이 정렬된 리스트를 Jinja 2를 사용해 html로 

넘겨준다. 결국 웹브리우저는 이 사진들을 정렬시켜 사용자에게 보여

주게 된다.

IV. 실험 결과

최종 결과의 실행 화면의 예이다. 실험결과로 사용한 테이터셋에서 

99.5%이상의 정확도를 얻으면서 동시에 GPU없이 6fps 가량의 속도

를 낼 수 있었다.

Fig. 4. 여러 사람의 정확한 마스크 여부 판단

Fig. 5. 웹사이트

Fig. 6. 음성경고 (실제로는 음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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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는 목표했던 바와 같은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마스크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이것이 현실에 이용될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고 경고를 하는 프로그램도 연동시킬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버스 탑승구나 공공장소 입구 등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알려주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이 아닌 기계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마스크를 쓰도록 권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마스크 검출 및 음성 경고 및 웹 

연동 시스템의 총체적인 시스템 구현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면에서 

특히 그 상용적인 가치가 높지만, 실제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구현한 알고리즘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한명으로 인식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개별 얼굴의 검출 방법이 직사각형의 겹침으로 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후 구현할 때는 픽셀값을 비교해서 비슷한 

얼굴을 찾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Google tts와 연동을 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경고메시지가 나오나,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로컬에서 tts를 구현할 수 있게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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