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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 COVID-19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식당, 회사, 학교 등에 출입하

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발열 체크하

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패션을 위한 다양한 색과 무늬가 있는 마스크 등을 

착용한 사람들도 증가하게 되었고, 인건비 감축을 위

한 무인 발열체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

게 되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

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착용도 많아지

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마스크의 유무 판단과 

발열 체크 시스템 개발이 대부분이다. 제안하는 얼굴

인식체온측정 카메라 시스템은 마스크의 올바른 착

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과 고온의 물체를 소지 시 

발열로 감지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얼굴 영역 

내의 온도만 측정하여 발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얼굴의 발열 체크를 위해서는 RGB 카

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안한 무

인 발열체크 시스템에 비대면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

시켜, 지역별 발열체크 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

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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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

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환경 구축

과 RGB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모듈(thermal imag-

ing camera module)에서 획득한 데이터의 맵핑

(mapping) 설계 과정을 설명하고 무인발열체크 모

니터링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으로 지역

별 발열체크수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웹 구축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다양한 마

스크 형태에 따른 정확도 실험 결과와 마스크 부적절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마스크 착용 

상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제안된 얼굴인식체온측정 카메라 시스템에서 가

장 중요한 기술은 얼굴인식 영역 내의 마스크 유무 

판단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여부 판단이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2015년 ImageNet으로 학습된 Alex

Net기반 얼굴검출기를 발표하였다[1]. 초기의 이 방

법은 여러 차례의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GPU 사용이 필수적이었지만, Cascade Scheme는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Tensorflow API는 2017년에 구글에서 오픈소스

로 공개하였고, 신경망 모델인 CNN, R-CNN(0.05

FPS), 고속객체검출기인 Faster R-CNN (Region-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7FPS) 등 속

도 개선에 대한 알고리즘이 소개되었다[3,4]. YOLO

는 45∼155 FPS의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제안된 시

스템에서는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여부 판단을 실시

간으로 지원하기 위해 YOLO-v3로 학습하였다[5].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입구나 건물 입구에 주로 

놓여있는 무인 얼굴인식체온측정 카메라에 여러 사

람이 가깝게 다가오면 하나의 특정 객체 온도를 측정

하기 어렵다. Amazon Rekognition API는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에 대한 동일인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6]. 제안한 시스템에서 Amazon Rekognition API 활

용하여 사용자의 실시간 이미지와 래퍼런스를 비교

하여 중복 판단을 하였다.

열화상 이미지에서 얼굴감지 방법은 이미지 프로

젝션[7], Haar-Cascade[8], IR이미지의 시각영역 활

용과 머신러닝 방법 등이 있다. Kopaczka는 IR 이미

지에서 얼굴감지, 머리 자세, 얼굴추적 연구에 딥러

닝을 적용하였다[9]. 제안한 시스템은 고해상도를 지

원하는 IR카메라가 아니어서 RGB카메라의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여 적용하였다.

무인 발열체크시스템은 원격으로 시스템 제어를 

해야하는 경우도 많고, 발생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검

토 및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로그 컬렉터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입출력 및 가공처

리가 가능한 로그스태시(logstash)와 분산 프레임 워

크의 아파치 플럼 (Apache Flume)이 있는데[10], 본 

연구에는 ELK의 logstash를 사용하였다.

3. 제안한 시스템의 구현

3.1 시스템 구조와 환경 구현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열화상카메라에서 마스

크를 사용한 사용자의 발열 체크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얼굴인식을 목적으로 RGB카메라와 열화상카

메라의 결합을 제시한다. 열화상카메라에서 발생하

는 오류는 사람과 일반 객체의 구분 없이 물체의 온

도 탐지를 하므로 뜨거운 커피나 핫팩과 같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도 반응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얼굴 영역을 지속적으로 인지

(walk-though 접근 시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딥러

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Fig. 1은 제안하는 시스

템의 전체 구성도이며, ①번의 단계에서 사용자의 접

근을 인식하게 되면, RGB카메라가 마스크의 착용여

부를 탐지하고 잘못된 마스크 착용 시에 경고음을 

출력한다. ①번의 단계에서 RGB 카메라에 얼굴이 

인식된 영역의 좌표 데이터 값은 전처리 후 열화상 

카메라에 보내게 되고, 마스크 유무 데이터, 발열 체

크 데이터 등은 클라우드 Web Server로 전송된다 

Data Monitoring

Fig. 1. Flowchart for RGB & Thermal imaging came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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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ig. 1의 ③는 웹 프레임워크(Web Framework)

인 Django를 이용한 관리자 페이지에서 디바이스로

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보여지게 된

다. ④는 데이터에 대한 대시보드를 보여준다. 제안

한 얼굴인식체온측정카메라 시스템의 구축 환경은 

다음 Table 1과 같다.

3.2 학습모델 구축

본 연구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YOLO-v3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학

습에 필요한 데이터셋(dataset) 구성을 위해 클래스

를 두 가지로 나누고 마스크를 착용한 이미지 데이터

(image data)와 착용하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를 웹 

크롤링(web crawling)과 직접촬영 방식으로 수집하

였다. 총 1027장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미지를 la-

beling하고 Bounding box가 생성된 영역에 좌표 값

을 부여하였다. 해당훈련(trainning)은 Google Colab

의 GPU를 이용하였고, 학습 데이터의 부족으로 

darknet에서 제공하는 darknet53.conv.74 가중치를 

이용해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진행하였다.

iteration 당 처리할 이미지의 수를 64로 고정하였고 

약 2만 번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Fig. 2의 학습 결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93%의 정확도(Accur-

acy)를 얻었다. 마스크의 다양성(코로나로 인해 패션 

마스크 등장)에 의해 마스크 착용 이미지 또한 다양

하게 수집하여 학습을 반복하였다.

3.3 이미지 맵핑 

제안한 얼굴인식체온측정카메라 시스템은 RGB

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합쳐진 디바이스 환

경을 갖고 있다. 해당 시스템의 Processing은 먼저 

RGB카메라에서 획득한 프레임이 학습한 모델을 통

해 Object Detection이 이루어지고, 검출된 객체의 

Bounding Box 좌표정보를 열화상카메라의 데이터

와 결합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두 개의 카메라 해상

도가 다르기 때문에 RGB카메라에서 YOLO-v3신경

Table 1. The proposed Face recognition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camera system construction environment.

function contents

S/W

Object Detection
YOLO-v3, determining whether to wear a mask based on deep
learning

Face area temperature
measurement

Face area temperature measurement using thermal imaging camera
module API

AWS Rekognition & Polly API Data transfer to server, voice message call

Real-time DB construction
the Data generated by the face recognition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camera system is transmitted to the server in real time

ELK stack construction Transfer to ELK server & visualization via Kibana

H/W

Thermal Camera walk-through person thermal image shoot

RGB Camera walk-through person shoot

speaker beep

Fig. 2. Mask wearing image accuracy test per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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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통해 인식된 얼굴 영역의 Bounding box 좌표 

값을 식 (1) Homography 변환알고리즘 활용하여 변

환시키고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와 결합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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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g. 3 (b)의 RGB카메라의 bounding box의 좌표

점은 (a)의 열화상 카메라의 bounding box의 좌표점

과 일치해야 한다. Fig. 4의 왼쪽의 도면은 화각이 

서로 다른 두개의 카메라를 동일 선상에 위치시켜 

놓고, 각각 촬영된 A와 B의 이미지로부터 4개의 좌

표값을 추출하는 것을 설명한다. 해당 좌표값을 전치

행렬로 변환 후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

composition, SVD)를 이용하여 식(1)을 적용한다.

도출된 H와 Bounding Box의 두 행렬 내적을 계산

하여 좌표를 도출한다. 해당 좌표를 열화상 데이터에 

맵핑 시키기 위해 데이터의 픽셀 값을 numpy배열로 

변환하고 4개의 좌표 값과 매칭되는 부분을 얼굴 영

역 부분만 남긴 후 최대값을 도출한다. Fig. 4의 오른

쪽은 H 값에 의한 결과 좌표가 열화상 이미지에 맵핑

되었는지 알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3.4 마스크 착용 위치  

마스크를 부적절하게 착용하였을 경우를 대비하

여 마스크 착용 위치에 따른 정확도를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5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쳤을 경우

(nomask A)와 마스크를 코 밑에 걸쳤을 경우

(nomask B)에 대한 학습을 시켰으며, 데이터셋은 온

라인에서 수집한 것과 MakeML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셋을 사용하였다[13]. 정확도 실험 결과는 4장의 

Fig. 8에서 설명한다.

3.5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제안한 마스크 착용 인식기반 체온측정 시스템에

서 측정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한다. 전송된 데이터를

관리자가 웹 페이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웹 프

레임워크인 Django를 이용했다. AWS EC2 인스턴

스 서버 환경에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MySQL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Fig. 6과 

같이 출력한다. 디바이스 ID마다 행정구를 지정하였

(a) face area captured by thermal imaging camera (b) face area captured by RGB camera

Fig. 3. The proposed Face recognition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camera system.

⟶  

Fig. 4. mapping test based on Homography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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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내 마스크 미착용자의 수와 

발열증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

다. 또한 해당 데이터들을 시각화 하기위해 ELK

stack을 구축하였다. ELK란 사용자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실시간으로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도록 돕는 Elastic의 제품이다[14]. logstash

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ELK Stack의 KIBANA 대시

보드를 통해 Fig. 7과 같이 실시간 변동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실험 데이터 결과가 적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오픈데

이터를 본 연구 데이터와 함께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4. 실  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얼굴인식체온측정카메라 시

스템은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얼굴이 인식되었을 때

만 해당 영역의 최대 온도 값을 도출한다. 또한 마스

크의 유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ataset 구

축단계에서 여러 형태의 마스크 착용 이미지를 수집

하여 학습시켰다. 3. 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COVID-

19로 인한 패션 마스크의 등장으로 마스크 종류에 

따른 학습도 필요하였으며, 정확도 결과는 Table 2에 

설명한다. 일반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흰색, 검정색 

등 단일한 색을 가진 마스크)와 패턴마스크는 마스

크 내에 꽃, 캐릭터, 체크 등 다양한 무늬를 포함한 

마스크, 칼라 마스크는 여러 색을 포함한 마스크로 

분류하여 각각의 마스크에 대한 정확도 값을 측정하

nomask A nomask B

Fig. 5. People wearing masks wrong image data learn-

ing.

Fig. 6. Django Web Server.

Fig. 7. Kibana Dashboar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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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 8의 그래프에서 accuracy 단위는 0부터 1사

이로 표시된다. Fig. 5의 nomask A의 상태를 마스크 

미착용 클래스로 검출했을 시의 10회까지의 정확도 

평균값은 0.965이며, nomask B의 경우 정확도 평균

값은 0.831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각 10회,

30회, 50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각 회당 평균값을 그

래프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nomask B의 경우가 

nomask A의 경우보다 정확도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nomask B에 해당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하여 모

델학습을 진행이 필요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해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5. 결  론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공

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를 미착용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메세지를 주

는 시스템이 건물이나 지하철 출입구마다 설치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와 올바른 마스

크를 착용하였는지에 대한 경고메세지기능을 탑재

한 얼굴인식체온측정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한 사용자의 발열을 체

크하기 위해 얼굴인식용 RGB카메라와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의 결합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여부와 얼굴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진

행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 발생한 발열체크 데이

터를 활용하여 각 행정지역의 코로나 19 상황의 분석

이 용이하도록 무인 시스템의 원격제어를 위해 실시

간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였다. 모니터링된 마스크 

사용자 수와 발열자 수의 데이터들의 정보는 사용자

에게 간접적 경고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계 높은 관리

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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