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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가상 인물 이미지(image), 가상 인물 육안 관찰 인물 스케치(image), 가상 인물 토대 설명문(text), 설명문
기반 몽타주 스케치(image)로 구성된 데이터 셋

• 가상 인물의 성별, 나이 등 기본 메타 정보 추가
• 데이터 구축량 : 가상 인물 이미지 1만장(image), 인물 스케치 1만장(image), 설명문 3만장(text), 몽타주 스케치

3만장(image)

데이터구조소개

데이터 set 구조 – imag e

• 한국인 가상 인물 이미지 생성
• 가상 인물을 육안으로 관찰 후 스케치
• 가상 인물을 기준으로 상세, 중간, 단순으로 나눠 인물 설명문 작성
• 설명문을 토대로 그린 상세, 중간, 단순 이미지 생성

활용데이터소개및분석



활용 데이터 소개 및 분석02 페르소나 기반의 가상인물 몽타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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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데이터는 상세, 중간, 단순으로 구성

데이터 set 구조 – text

• 기본 설명 : 상세, 중간, 단순 모두 동일

• 상세 > 중간 > 단순으로 갈수록 유형, 항목, 선택의 행이

감소

• 설명문의 행이 많을수록 스케치의 선 증가

유
형

얼굴, 헤어, 눈썹, 코, 입, 목, 주름, 특징, 
인상서술(상세)

항
목

유형, 크기, 이마유형, 이마크기, 턱유형, 턱크기, 볼

선
택

둥근형, 마름모형, 보통, V자형, 적음, 알수없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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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디어개요

범죄자의성형수술로범죄자의성형수술로인해중요한단서임에도불구하고사용되지
못하는경우가존재한다.

중요한단서인몽타주가사용되지못하는경우를최소화하기위해
범죄자의가상성형결과를시각적으로제시하는서비스를기획하였다.

➢



범죄자 추적을 위한 페르소나 기반의 가상 얼굴
성형

기획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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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이디어구체화

성형수술부위에따라몽타주를 편집하여
고화질의상세몽타주를 생성하는서비스

단순몽타주 랜드마크추출 GAN 기반
상세몽타주스케치

눈을크게
턱을뾰족하게

성형수술부위에따른
가상성형결과를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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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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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적용 기술 제안

Python의 dlib 및 imutils로 얼굴 랜드마크 추출
68개의 좌표 json에 저장

➢ 얼굴 랜드마크 검출 : dlib, imutils 적용

출처 : [1]

➢ GAN을 이용한 몽타주 상세화

적대적강화학습 (GAN) 을통해 단순몽타주를상세
몽타주로상세화

이미지 출처[1] :  [비전공자를 위한딥러닝] 안면 인식기술, 어떤원리로사람의 얼굴분석할까? 2021.03.29
http://www.codingworl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

랜드마크검출및몽타주데이터생성

http://www.codingworl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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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연어이해및이미지편집

적용 기술 제안

문맥을 이해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BERT 모델을 적용한다.

➢객체의 길이 또는 면적 변경하기➢ 자연어 처리 : BERT 모델 적용

성형 부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얼굴을
기존의 랜드마크를 변형하며 시각적으로 제시

이미지 출처[1] :  https://sdkim817.wordpress.com/2021/01/11/bert/

https://sdkim817.wordpress.com/2021/01/11/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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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한 스케치를 정밀한
사진 이미지로 전환해
얼굴을 예측, 용의자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음.

검찰청:

판결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자의 범행
입증 및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성형수술을 통해 생김새를
바꾼 지명 수배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막고 수배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상호협력

서비스 수요자(기관) 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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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성형을 하여
도주 및 공소시효 만료까지
도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음.

스케치 및 진술을 이용해
가상으로 추정하여 몽타주를
제작함으로써 공익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