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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 탐지는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유의미한 객체를 탐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작업은 

객체가 있는 곳에 경계상자를 그리는 Localization과 객체의 Class를 구분하는 Classification 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행하는 2-stage detection 방식과 동시에 행하는 

1-stage detection 방식을 실시간으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하면서 속도와 성

능을 비교하고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연구한다

1. 서론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다시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 감지를 딥러닝을 이용한 프로그램

으로 자동화함으로서 인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딥러닝 기술 발전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도 그

에 따라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영

역인 객체 탐지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얼굴탐지 기술은 이전에 많은 연구로 다양한 형

태의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는데, OpenCV의 Haar 특

징 기반 분류기, DNN(Deep Neural Network)모듈을 활

용한 cvlib의 Detect Face,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성

으로 많이 쓰이는 YOLO(You Only Look Once) 모델 등

이 있다. 

각각의 모델은 객체의 주변 환경과 컴퓨터 장비의 

구성 등의 요소에 따라 속도나 정확률이 달라지는 

특성들이 있고 그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본 프

로젝트는 건물 입구 및 실내라는 제한된 환경에 초

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정한 조명 및 배경에 강한 딥

러닝 모델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출입하

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다수의 인원들을 탐지해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성도 중요 할 것이다. 

cvlib의 Detect Face을 사용한 마스크 감지 프로그

램은 사람의 얼굴 감지 - 마스크 착용 여부 분류 이 

두 단계로 구성되고, YOLO기반 감지 프로그램은 감지

와 분류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지나가며 동시에 행

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마스크 착용여부 감지 프

로그램을 객체 탐지 방식으로 구현하고 각각의 방식

과 비교 분석하며 관련된 기술들을 소개한 후 마스

크 착용 공익광고 동영상으로 실험 후 4장(결론)에

서 결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OpenCV의 Detect Face  

Detect Face 함수는 SSD(Single-ShotDetector) [1] 

알고리즘으로 사전학습된 DNN 모듈을 사용해 얼굴을 

검출한다. 이 모델은 입력 이미지에서 특정 객체의 

클래스, 경계 상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다. 원래 다수의 클래스도 검출

해 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 OpenCV의 이 얼굴 탐

지 라이브러리는 얼굴의 위치 정보만을 탐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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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학습이 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2-stage 

detection 방식을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이 알

고리즘을 사용해 얼굴 검출을 한 후 마스크 착용여

부를 분류하도록 학습시킨 CNN과 연결하여 프로그램

을 구현하였다. 

2.2 YOLO 

 

(그림 1) YOLO의 객체 탐지 과정 

YOLO [2]는 대표적인 1-stage detector로 입력 이

미지를 한 번만 보고 객체 검출을 할 수 있다고 제

안된 모델이다. 입력 이미지는 하나의 CNN에 들어가 

한번의 다수의 경계 상자를 예측하고 각각의 경계 

상자에 대해 확률을 예측한다. R-CNN 계열처럼 

Region(객체가 있을 법한 지역)들을 생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즉, YOLO 에서는 이미지로부터 객체가 있는 

곳의 경계상자 정보와 각 객체의 class 확률까지 구

하는 다수의 수행을 회귀 문제로 제안했다. 이러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객체 검출과 분류까지 진행

한다[3]. 

(그림 1)을 보면, 입력 이미지를 S x S의 그리드 셀

로 분할한후 CNN에 넣고 특징을 추출해 예측텐서

(Tensor)를 생성한다. 이 때 예측텐서에는 그리드 

별 경계 상자의 정보, 신뢰 점수(Confidence Score), 

분류한 클래스의 확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후 

그리드 별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경계상자를 조정하

고 분류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YOLO를 사용해 1-

stage detector를 구현했고 버전은 v5를 사용하였다. 

3. 실험 

3.1 2-Stage Detector 

먼저 마스크 착용여부 분류기를 학습하기 위해 AI 

HUB 플랫폼에서 마스크 착용 정면 사진 240장, 마스

크 미착용 정면 사진 320장, 총 560장을 가져와 학

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마스크를 코에 걸친 사진

은 미착용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사진들이 해상

도가 매우 높고 프로그램 특성상 얼굴 부분을 검출 

후 분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진들을 Detect 

Face 함수로 얼굴부분만 잘라낸 후 224 x 224 크기로 

resize 했다. 훈련과 검증 데이터 셋은 9:1 비율로 

분할하였다. 그 후 LeNet의 구조를 조금 변형해 설

계한 CNN으로 학습을 하였고 손실함수는 Binary 

CrossEntropy, 최적화 함수는 Adam, Learning Rate는 

0.0001으로 설정하였다. Epoch는 30으로 설정하였고 

학습 후 검증 데이터 셋의 정확도는 0.9821, Loss는 

0.1225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들을 저장한 후 얼굴을 

검출하는 Detect Face 함수와 연결하였다. 

 

(그림 2) 객체가 5명일 때 탐지 결과  

좌상단에 FPS를 출력하였고 각각의 객체에 Detect 

Face 모델을 통과한 후 나온 경계 상자의 정보를 통

해 경계 상자를 그린 후 분류기의 Softmax값을 이용

해 확률을 삽입하였다.  

3.2 1-Stage Detector 

Google Colab Notebook 환경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 

YOLO의 버전은 v5를 선택했고, YOLO의 모든 코드는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형식에 맞는 

데이터 셋(이미 지와 해당하는 객체의 경계상자의 

정보, 클래스)을 가져와 서 yaml파일만 설정한 후 

Image Size, Batch size, Epochs, Weight size를 맞

추어 주면 학습이 가능하다. 이 때 Weight size는 

YOLOv5의 4가지 버전을 설정하는 Parameter이다. s, 

m, l ,xl 각각의 버전마다 성능과 FPS가 달라지는데 

s 버전 이 성능은 제일 낮지만 FPS가 높고 xl 버전

은 성능은 높지만 FPS가 낮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m 

버전을 사용하였다. Data Set은 Roboflow 플랫폼의 

black padding Data set을 가져와서 학습용 이미지 

483장 검증용 이미지 54장으로 나눈 후 120 epochs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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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 후 검증 이미지 셋에 대한 평가    

Class Images 객체 P R mAP.5 

All 54 288 0.946 0.866 0.636 

Mask 54 177 0.951 0.831 0.652 

No-
Mask 

54 111 0.941 0.901 0.62 

 

 

(그림 3) 1-stage detector의 탐지 결과 

동일한 구간(객체 5명)에서 프레임 1장당 12.4m/s의 

Inference Time이 측정되었고 FPS로 변환하면 약 

40FPS이다. 

4. 결론 

2-Stage Detector는 얼굴 감지기 - 마스크 착용여

부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정면 얼굴만을 탐지하는 Detect Face 라이브

러리는 정면이 아닌 좌우 얼굴은 얼굴 감지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분류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

지만 착용 여부 분류기 자체는 검증 데이터 셋의 정

확도 약 98퍼센트로 분류를 잘 하기 때문에 YOLOv5

로 구현한 프로그램보다 Precision(정확도)은 높지

만 Recall(재현율)은 낮다고 판단된다. FPS에서도 차

이가 많이 났다. 이미지 내 얼굴 객체가 늘어날 때

마다 급격하게 FPS가 줄어들었으며 (그림 4)처럼 5

개일때는 동영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FPS가 

떨어졌는데, 얼굴을 탐지했을 때 마다 그 이미지를 

OpenCV를 사용해 사이즈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CPU 

연산이 많이 들어가고 분류기에 통과시키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YOLOv5로 구현한 프로그램은 위의 프로그램과 다

르게 정면 얼굴 뿐만 아니라 좌, 우, 뒷모습까지 포

함된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얼굴 탐지 

성능이 월등히 높았고, FPS도 훨씬 높은 모습을 보였

다. 하지만 객체를 탐지했을 때의 정확도는 2-stage 

detector 보다 미미하지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표적인 1-stage detector인 

YOLO를 사용해 보고 2-stage detector 방식을 실시간 

탐지에 사용할 수 있게 변형해 마스크 착용 여부 분

류기를 구현해 보았는데 각각 방식의 장단점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실시간 탐지가 중요한 본 프로젝

트 주제에서는 1-stage detection 방식이 더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정확도가 중요한 이미지 검출 

대회에서는 2-stage detection 방식이 합리적 일 것

이다. 향후에는 속도와 정확도 모두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때, 3-stage 혹은 그 이상의 탐지 방법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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