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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프라인 쇼핑몰은 온라인과 비교하여 고객들의 방문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제품 추천 시스템

의 수준이 온라인과 비교하면 빈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MS Azure의 Face API를 이용해 오프라인 쇼핑몰을 방문

하는 고객들의 얼굴을 인식하여 얻은 성별과 나이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이동형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로봇은 구동 실험을 통해 프로세스가 정상 동작하는 것을 보였고, 오픈 얼굴 데이터셋(AFAD)

을 사용해 API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로봇은 오프라인 쇼핑몰의 방문 고객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

형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 지능형 서비스 로봇, 오프라인 쇼핑몰, 오픈소스, 얼굴 인식, 인간-로봇 상호작용

Abstract  The performance of the personalized product recommendation system for offline 

shopping malls is poor compared with the one using online environment information since it is 

difficult to obtain visitors’ characteristic information. In this paper, a mobile robot platform is 

suggested capable of recommending personalized advertisement using customers’ sex and age 

information provided by Face API of MS Azure Cloud servic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robot is verified through locomotion experiments, and the performance of API used for our robot 

is tested using sampled images from open Asian FAce Dataset (AFAD). The developed robot could 

be effective in marketing by providing personalized advertisements at offline shopping malls. 

Key Words : Intelligent service robot, Offline shopping mall, Open-source, Face recognition, 

Human-robo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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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라인의 광고는 사용자의 방문 기록, 검색 기록 등 

사용자의 행태 정보를 추적하여 관심, 흥미, 기호 및 성

향 등을 분석, 추적한 후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한다[1].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비콘 등의 

측위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방문 정보를 추적한 후 방

문 매장과 매장 체류 시간을 통해 맞춤형 브랜드를 추천

하는 방법 또는 성별, 나이, 직업, 구매 이력 등의 정보

를 통해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쇼핑

몰에서도 맞춤형 브랜드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3].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된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들의 경우 서비스 질

의 한계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4].

최근 홈케어, 교육, 청소, 구조, 방범, 안내 등 로봇을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5]. 서비

스 로봇은 기존의 단순 업무만 수행하는 로봇들과는 달

리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

스로 상황을 판단(Re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

(Manipulation)하는 지능을 필요로 한다[6]. 또한, 서비

스 로봇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특징을 가진

다[7,8]. 이와 같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인간과 교감하

면서 접객, 홍보,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

공할 수 있어 오프라인 매장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로

봇 서비스 분야라는 신시장도 창출하여 효과적인 마케

팅으로 인한 수익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9].

현재 제품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의 Cloi

나 UBTECH의 Cruzr 등과 같은 서비스 로봇들은 음성 

인식이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

다.  기존 서비스 로봇은 고객이 서비스를 요구할 때에

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 지능을 구현하고 있어 사

용성에 한계를 가진다[10].

본 논문에서는 MS Azure face recognition API와 

ROS(Robot Operating System), 오픈소스 라이브러

리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처럼 고객 정보를 

고려한 실시간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로

봇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로봇들의 수

동적 지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봇이 스스로 방문 고객

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는 능동적 지능을 구현해 기존 로봇들이 제공하던 

수동적 서비스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소스코드와 설계자료를 Git

hub에 공개하였다(https://github.com/ADRobot20

19/ADRobot2019)[11].

개발된 로봇은 백화점, 복합 쇼핑몰, 지하상가 등 오

프라인 매장을 가정하여 해당 공간을 돌아다니며 고객

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된 얼굴로부터 얻은 성별, 나

이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매장 내의 고객

층을 파악,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제품 추천 광고를 서비

스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하드웨어 로봇을 통해 실험 및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안된 로봇은 ROS를 이용

해 제어, 관리, 기능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성능이 검증된 클라우드 AI 플랫폼과 연계하여 효과적

으로 사용자층 파악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되었다. 제안된 로봇은 실 사용환경을 가정한 실험과 오

픈 얼굴 데이터셋을 이용한 성별 및 연령대별 실험 결과

를 통해 검증되었다.

2장에서는 로봇 하드웨어 제작 및 구성 그리고 제원

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ROS를 이용한 로봇 구동, 장애

물 회피 기능, 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Simultaneous Lo

calization and Mapping(SLAM)에 대해 기술한다. 4

장에서는 MS Azure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송출 서비스

에 대해서 기술한다. 5장에서는 로봇 서비스 구동 실험

과 얼굴 인식 성능 평가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 정리 및 기대 효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2. 로봇 H/W 구성

본 장에서는 개발한 로봇의 외형 디자인과 H/W 구

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2.1 로봇 외형 디자인 제작

Fig. 1은 Solidworks를 이용해 디자인한 로봇 외형 

모습이고, CR-10S 3D 프린터와 PLA+ 필라멘트를 사

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2는 제작된 로봇의 외형 모습

과 하드웨어 구동과 임베디드 전장부 부착도이다.

카메라는 사용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

록 로봇 상부에 부착하였다. 스피커는 사용자에게 광고

의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로봇 상부 카메라 양쪽 

옆에 부착하였다. 모니터는 로봇 중앙부에 세로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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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로봇의 이동이 용이하면서도 많은 면적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로봇 중앙부는 고

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광고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뒤 쪽으로 15° 기울게 제작하였다. 카메라, 스피커, 모니

터를 제외한 모든 하드웨어는 하단부에 배치하여 로봇

의 이동 시 무게 중심을 최대한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단부에 지상 10cm 위치에 45도 간격으로 초

음파 센서 다섯 개를 배치하여 좌�우로 180도 위치에 대

해 장애물 검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하부 경

사 변화 감지를 위한 IR 센서를 Fig. 3과 같이 로봇 중

앙부에 하향 90도 방향으로 설치하여 급경사나 계단 등

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H/W 제작

로봇의 하드웨어는 크게 Image sensor, Distance 

measurement sensors, Embedded boards, Omni-

wheel driving modules, HRI media 총 5개 파트로 

나뉜다. Fig. 4은 로봇의 H/W 구성과 각 H/W들의 연

결을 표현하였고, Table 1은 로봇에 사용된 하드웨어 

제원을 기술한다.

4.2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 로봇 플랫폼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봇 구동 

및 관련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Int

el Quad-core, 8GB Ram을 장착한 Odroid H2 보드

를 주 임베디드 보드로 사용하였다[12].

Fig. 1. Robot design

Odroid H2는 Battery(2)으로 12V 전원을 공급하

고, Image sensor, HRI media, Micro controller 

unit(MCU)를 제어하는 로봇의 핵심적인 H/W 역할을 

수행하며, Wifi를 통해 MS Azure의 Face API 서비스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얼굴 인식 및 맞춤형 광고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Image sensor는 Odroid H2와 USB 3.0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얼굴 인식을 할 때는 왼쪽 카메라의 2D 이

미지만 처리하며, 로봇의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기술

인 SLAM을 사용할 때는 Depth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

쪽 카메라 이미지를 처리한다. 

Fig. 2. Robot appearance

Fig. 3. Infrared range sensor

HRI media의 monitor는 광고 영상을 송출하는 디

스플레이이며, HRI media의 Speaker는 Odroid H2

와 USB 2.0으로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받고, Odroid H

2의 Audio-out 단자와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광고의 소

리를 전달한다.

MCU는 3개의 DC 모터와 5개의 초음파 센서, 1개의 

IR 센서 그리고 ROS를 구동할 수 있는 Arduino M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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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Height 1.2 m

Width 0.35 m

Depth

Head 0.1 m

Body 0.1 m

Bottom

diameter
0.32 m

Weight 7 kg

Omni-wheel 

driving modules

12V DC Coreless motor x 3

DCMD-50-D Motor driver x 3

48mm omni wheel x 3

Distance 

measurement 

sensors

HC-SR04 Ultrasonic x 5

Infrared sensor

Image sensor
OcamS-1CGN-U

Stereo camera

HRI 

media

Speaker Britz BA-BR9 Soundbar

Monitor
ECO GD220LED 

HDMI SLIM

Micro controller Arduino Mega2580

Main board Odroid H2

Communication WiFi module

Battery

(1) DC12V/2.6Ah

(3.7V/2600mA*3ea) x 2

(2) DC12V/5.2Ah 

(3.7V / 2600mA*6ea) 

Table 1. Specification of robot 

Fig. 4. H/W configuration 

를 사용하였다[13]. MCU는 Odroid H2와 USB 2.0으

로 연결되어 Odroid H2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모터 

제어 및 Distance measurement sensors의 센서 데

이터를 처리한다. 

Motor drivers는 Battery(1)으로 12V 전원을 공급

하고, MCU의 제어 신호에 따라 3개의 모터의 속도와방

향을 제어한다.

3. 로봇 S/W 구성 

본 장에서는 로봇 구동 방식과 장애물 회피 기능 그

리고 로봇에 적용한 SLAM에 대해서 기술한다.

3.1 로봇 구동 S/W 구성

로봇 구동부는 Odroid H2, Arduino Mega, Omni-

wheel이 부착된 Motor 3개와 3개의 Motor Driver 그

리고 전방향 이동을 위한 세 개의 Omni-wheel과 세 

개의 Caster-wheel(보조휠)로 구성되었다. Caster-wh

eel들을 Omni-wheel사이에 배치되어 균형이 안정적

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3개의 Caster-wheel을 

Omni-wheel과 Omni-wheel 사이에 부착하여 이동 

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도록 하였다. 

Odroid H2와 Arduino Mega는 rosserial로 연결

하고, Odroid H2에서 Master를 구동한 후 rostopic을 

통해 Arduino Mega로 topic 명령을 보내서 로봇을 제

어한다[14].

Topic은 ROS의 geometry_msgs::Transform 메

시지를 사용하였다[15]. 로봇을 제어할 때는 Transfro

m 메시지에서 translation.x, translation.y, rotation.

z의 명령 값을 주면 구동하게 되고, 이 값들은 각각 전�

후진속도, 좌�우이동속도, 회전속도이다.

Fig. 5는 ROS로 로봇 제어 시 각 노드의 연결 그래

프이다. Rostopic노드는 로봇 명령 값을 로봇 제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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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byu_control)로 전달하고, Serial 노드를 통해 아두

이노로 명령 값이 전달되어 로봇을 구동하게 된다.

Fig. 5. Control node graph using ROS

3.2 장애물 회피 S/W 구성

로봇의 하단 부에는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5개의 

초음파 센서와 1개의 IR 센서를 부착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5개의 초음파 센서가 로봇의 전방, 좌�우 

측면, 그리고 전방과 좌�우 측면 사이의 대각 방향의 장

애물을 감지한다. 로봇이 장애물을 감지하면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 정지, 후진,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제자리 

회전 5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는 MCU

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여 100ms마다 5개의 초음파 

센서 값을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초음파 센서의 

경우 최대 400cm까지 측정이 가능하지만 로봇의 안전 

거리 이내의 장애물만 감지하면 충분히 장애물을 회피

할 수 있으므로 초음파 센서의 최대 측정 거리는 

100cm, 최소 측정 거리는 2cm로 제한하였다[16]. 초

음파 센서 값의 고주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1차 IIR 

Low pass filter(LPF)를 사용하였다[17]. 사용된 필터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로 는 필터의 

저주파 필터링 주파수이고,  는 필터의 샘플링 주기이

다. 본 논문에서는 로 15Hz를,  로는 0.1s의 값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센서의 측정 순서는 로봇이 전방으로 이동하

므로 전방 초음파 센서를 먼저 감지하고, 좌�우 대각 방

향, 좌�우 측면 순서로 감지한다. 장애물 여부에 따른 로

봇 이동 패턴은 장애물 회피와 광고 대상 인식 시 광고 

송출의 반복 패턴을 가지도록 하였다. 50cm 이내 전방 

장애물 인식 시 감속 계수 0.7에 따라 속도 감속을 수행

하고, 충돌 안전 거리 40cm를 기준으로 정지해 충돌을 

막는다. 정지 후 2초간 계속 해당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

을 경우 또는 이동 시 좌�우 대각 모두 30cm 이내 인식

되면 제자리 180도 회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주행을 하

며 광고할 대상을 찾는다. 좌측 또는 우측 대각 방향 

30cm 이내 감지될 경우 반대 방향으로 약 30도 정도 

제자리 회전 후 다시 광고할 대상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측면 30cm 이내 장애물 인식 시 반대 방향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할 때까지 평행 이동한다.

IR 센서는 로봇 전방 아래에 바닥을 향하게 부착하여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 급경사면 등 지형의 경사 변화

가 감지될 경우 후진을 한 후에 제자리 180도 회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3.3 RTAB-Map SLAM

실내 환경에서는 GPS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SLAM 기술을 사용하여 실내 환경에

서 로봇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Real-Time Apperance-based Mapping SLAM(RTA

B-Map SLAM)기법을 사용하여 실내 위치 인식 및 지

도제작을 수행하였다[18]. 이를 이용해 스테레오 카메라

(OcamS-1CGN-U)에서 얻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Odr

oid H2 보드에서 ROS kinetic 버전을 기반으로 실시

간으로 위치 인식 및 지도제작을 수행하였다. Fig. 6는 

본 로봇에 구현된 SLAM 기능을 이용하여 연구실 앞 건

물 복도에서의 구동 테스트 결과이다. 해당 테스트를 보

면, 로봇이 효과적으로 주변 지형지물과 장애물을 인식

하고 3D Map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로봇 서비스 기능 구현

4.1 고객 얼굴 인식

로봇이 사용자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사용한 영상은 OCamS-1CGN-U 카메라가 

지원하는 36가지 해상도 중 index 5인 YUYV 4:2:2 포

멧의 1280x960해상도의 영상이 사용되었으며, 스테레오 

카메라의 두 이미지 중 왼쪽 이미지만을 사용하였다.

영상 센서를 통해 얻어진 사진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밝기가 달라 영상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영상처리 전처리 과정으

로 널리 적용되는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사용해 밝기 보

정을 수행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Fig. 7의 오른쪽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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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TAB-Map SLAM test result performed by our robot in a building hallway 

지는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한 후의 이미지로 구분

이 힘들었던 왼쪽 이미지(원본)에 비해 어두운 물체들이 

구분이 가능할 만큼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거친 이미지는 Azure의 Face r

ecognition API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얼굴 검출을 수

행한다. Azure에서는 Table 2와 같은 정보를 얻게 되

며,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얼굴 위치를 나타내는 FaceRe

ctangle과 Age, Gender 속성 정보를 사용하였다.

Fig. 7. Images before and after image processing

4.2 고객 맞춤형 광고 송출 

Fig. 8은 사용자 맞춤형 광고 서비스 시스템의 전체 프로

세스를 나타낸다. 4.1절의 결과 얻어진 얼굴 특징 정보는 [a

ge, gender] 리스트로 정리하고, 각각의 얼굴 정보는 다시 

하나의 리스트에 정리하여 한 장에서 얻은 모든 얼굴 정보는 

Fig. 8의 와 같이 이중 리스트로 저장한다.

한순간의 이미지만 사용해서는 매장 내의 고객층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때문에, 

원형 큐를 사용하여  을 큐에 누적하고, 누적된 데이

터를 분석하여 고객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형 

큐에 최신 데이터( )을 저장하고, 동시에 가장 오래된 

데이터(     )는 삭제하여 큐를 업데이트한다. 

Table 2. Information returned by azure face API v1.0(2019)

Face API Face Attributes

ㆍFaceID

ㆍFaceLandmarks

ㆍRecognitionModel

ㆍFaceRectangle

ㆍFaceAttributes

ㆍAge

ㆍGender

ㆍSmile

ㆍFacialHair

ㆍGlasses

ㆍHeadPose

ㆍEmotion

ㆍHair

ㆍMakeup

ㆍOcclusion

ㆍAccessories

ㆍBlur

ㆍExposure

ㆍNoise

본 논문에서는 광고 시간을 20초로 편집하고, 광고 

시간(20s)과 프로세스 시간(5s)을 고려하여 큐 사이즈

(N)를 4로 설정하여 총 100초 동안의 누적된 데이터를 

사용해 주변 사용자층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여성과 남성을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카테

고리 보드에 카테고리를 만들고, 가장 최신 검출 결과인 

 를 큐에 넣으면서 성별과 연령대별로 Fig. 8의 Carte

gory board 내 변수의 값을 증가시켜 주고, 최신 데이

터가 들어감에 따라 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 발생할 시 해당 데이터의 것들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변수의 값을 감소시켜주어 카테고리 보드가 현재 원형 

큐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유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카테고리 

보드에 있는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는 카

테고리에 해당하는 광고가 DB에서 선택되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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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8. Robot personalized advertising service architecture

5. 실험 및 분석

이 절에서는 로봇을 구동하여 서비스 기능을 실험하

고, 거리에 따른 Azure의 얼굴 인식률과 로봇의 얼굴 인

식 범위를 측정하고, 인식된 얼굴의 데이터셋 나이와 실

제 측정된 나이를 비교하여 API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5.1 로봇 서비스 구동 실험

장애물이 있는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지나가는 

상황을 가정하여 로봇을 구동시키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9은 해당 실험의 결과를 의미있는 시간대마다 캡쳐

한 결과이다. Fig. 9(b)과 Fig. 9(i)를 보면 구현된 로봇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회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9(e)를 보면, 로봇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고

객을 확인하여 고객 연령대에 맞는 광고(20대남성, 맥주

광고)영상을 자동으로 선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전체 장애물 회피 및 사용자 맞춤형 광고 제공 프

로세스가 효과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얼굴 인식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구현한 로봇에 적용한 Azure의 얼굴 인식 

성능 평가를 위해 얼굴 데이터 셋으로 공개되어 있는 

AFAD(The Asian Face Age Dataset)을 사용하였다[19].

AFAD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남자 5

장, 여자 5장씩 250x250이상 해상도 이미지를 선별하

여 사용하였고, 50대 이상의 경우 데이터 셋이 많지 않

아 200x200 이하의 해상도 이미지도 같이 사용하였다.

실험은 Fig. 10와 같이 10.1인치 태블릿에 이미지를 

차례로 출력하면서 거리별, 각도별로 얼굴 인식 실험을 

수행했다. Table 3은 연령대별로 2m, 2.5m, 3m, 

3.25m, 3.5m 간격으로 측정한 얼굴 인식률과 데이터셋 

나이와 측정된 나이를 비교하여 얻은 오차 평균과 표준

편차(STD)를 기술하였다. Table 3을 보면 데이터셋 나

이와 측정된 나이가 30대 이상은 10세 이상 차이가 났

으며 고령자일수록 나이 오차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오차에 대해 별도의 

처리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만한 

요소로 보인다. Fig. 11은 로봇의 얼굴 인식 범위를 측

정한 결과이다. 로봇의 정면을 90°라 했을 때 실험은 로

봇시야를 고려하여 45°와 135° 범위를 45° 간격으로 

2m, 2.5m, 3m, 3.25m, 3.5m 거리 간격에서 측정하였

다. 측정 결과 45°에서는 3.25m까지 인식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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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band 10s 20s 30s 40s 50s 60s

Distance

2m

Recognition rate(%) 100 100 100 80 100 100

Error 
mean 0.60 -3.00 -9.70 -11.13 -12.60 -14.60

STD 1.96 3.03 3.44 8.88 7.06 5.08

2.5m

Recognition rate(%) 90 80 100 100 100 100

Error 
mean 0.33 -3.77 -10.90 -15.50 -17.40 -20.44

STD 1.26 2.25 3.86 5.14 7.58 12.47

3m

Recognition rate(%) 70 40 80 80 90 50

Error 
mean 0.11 -2.50 -10.75 -14.50 -15.55 -17.60

STD 1.12 2.06 3.87 6.02 7.23 14.31

3.25m

Recognition rate(%) 30 20 20 30 60 50

Error 
mean 0.33 -4.50 -7.50 -22.33 -17.83 -21.40

STD 0.46 1.50 2.50 4.19 9.91 14.43

3.5m

Recognition rate(%) 10 20 20 0 30 30

Error 

mean 0 -5.00 -10.50 - -16.33 -23.67

STD 0 2.00 7.50 - 8.06 5.35

4m Recognition rate(%) 0 0 0 0 0 0

Table 3. Error mean and STD according to the distance measured by age band

Fig. 9. Personalized advertising service operation test

Fig. 10. Experiment environment(left) and robot’s view(right)

Fig. 11. Experiment results of face recognition rate 

according to various camera viewing angles an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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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에서는 3m까지 인식이 되었으며, 90°에서는 

3.5m까지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MS Azure의 Face API와 오픈소스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얼굴을 인식하여 얻은 성별과 나이 특징 정보

를 이용해 방문 고객들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광고를 제

공하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동 실험을 통해 전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오픈된 얼굴 데이터셋(AFAD)을 사용해 거리, 각도

별로 얼굴 인식률을 측정하고, 데이터셋 나이와 실제 

측정된 나이의 비교실험을 통해 API의 성능을 검증하

였다. 개발된 로봇은 오프라인 쇼핑몰의 기존 광고 방

식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시스템을 고

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다른 특

징 데이터와 소비 패턴 빅데이터를 취합한다면 더 효과

적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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