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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이정헌**, 김귀정***

Enterprise Human Resource Management using Hybrid 

Recognition Technique

Jung-Soo Han
*
, Jeong-Heon Lee

**
, Gui-Jung Kim

***

요  약  인적자원관리는 IT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HRM이 집단차원의 관리, 물리적 사
업장, 근무시간의 제약, 개인적 접촉 등 비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전자적 인적자원관리(e-HRM)는 개
별 차원의 관리, 가상 작업 공간의 등장(예. 스마트워크센터, 홈워크 등), 근무시간의 유연화 및 탄력화, 컴퓨터 기반
의 통계자료 및 과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및 관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
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RFID 카드, 지문인식 
근태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전사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멀티 카메라를 이용하여 2D 및 3D 얼굴인식기술 기반의 근태
관리, 출입통제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기존 2D방식의 얼굴인식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조명 및 자
세에 따른 인식률 저하를 극복하여 90% 이상의 인식률을 확보하였다. 또한 3D 얼굴인식방식의 문제점인 많은 계산
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3D와 2D 인식기술을 병행하여 처리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영상인식 및 인식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주제어 : CCTV, 인적자원관리, 영상인식, 3D, 2D, 하이브리드
Abstract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bringing the various changes with the IT technology. In particular, if 
HRM is non-scientific method such as group management, physical plant, working hours constraints, personal 
contacts, etc, the current enterprise human resources management(e-HRM) appeared in the individual dimension 
management, virtual workspace (for example: smart work center, home work, etc.), working time flexibility and 
elasticity, computer-based statistical data and the scientific method of analysis and management has been a big 
difference in the sense. Therefore, depending on changes in the environment, companies have introduced a 
variety of techniques as RFID card, fingerprint time & attendance systems in order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n this paper, time and attendance, access control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using multi camera for 2D 
and 3D face recognition technology-based for efficient enterprise human resource management. We had an issue 
with existing 2D-style face-recognition technology for lighting and the attitude, and got more than 90% 
recognition rate against the poor readability.
In addition, 3D face recognition has computational complexities, so we could improve hybrid video recognition 
and the speed  using 3D and 2D in parallel.  

Key Words : CCTV, Human Resource Management, Image Process, 3D, 2D,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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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 한 CCTV 기반 얼굴 검

출  인식시스템 보안 임워크 구축을 하여 반드

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  CCTV를 이용한 

상감시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임워

크를 개발을 통하여 개인 라이버시보호를 한 시스템 

운   기술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CTV를 이용한 고성능 얼굴인식 기술 내 라이버시 

보호 S/W 개발, 그리고 임워크의 유효성 확보를 

한 CCTV 상황인지  라이버시 보호 방안 제시를 통

한 CCTV 상황인지  라이버시 보호 S/W 개발이 필

요하다. 한 CCTV를 이용한 상감시 시스템에서의 개

인정보보호를 한 표 화 개발을 통하여 범용 인 

CCTV 기반 얼굴 검출  인식시스템 보안 임워크 

표 화가 필요하다[1]. 

통  HRM(인 자원 리)은 IT기술을 목하여 다

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HRM이 집단차원의 

리, 물리  사업장, 근무시간의 제약, 개인   등 

비과학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재의 자  인 자

원 리(e-HRM)는 개별 차원의 리, 가상 작업 공간의 

등장( . 스마트워크센터, 홈워크 등), 근무시간의 유연화 

 탄력화, 컴퓨터 기반의 통계자료  과학  방법에 의

한 분석  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보

다 효율 이고 략 인 인 자원 리 체계를 구축하기 

하여 RFID 카드, 지문인식 근태 리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2-5].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사  인 자원 리를 

한 멀티 카메라를 이용하여 2D  3D 얼굴인식기술 기반

의 근태 리·출입통제 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여기서

는 기존 2D방식의 얼굴인식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 조명  자세에 따른 인식률 하를 극복하여 90% 이

상의 인식률을 확보하 다. 한 3D 얼굴인식방식의 문

제 인 많은 계산량을 개선하기 하여 3D와 2D 인식기

술을 병행하여 처리함으로써 1sec 내로 인식속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하 다. 

2. 인적관리시스템 현황

재 제조업종의 ERP시스템은 근태 리 부분이 출입

통제 장치(카드, 지문방식 등)와 자동  연동처리가 되지 

않아 리자가 이 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재 출입통제  근태 리 시스템에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RFID 카드 방식은 타인이 리로 체

크할 수 있는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지문 인식 방식은 

렴하고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나 인식을 한 지문 등

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체의 약 5%정도), 인식 처

리 속도가 늦고, 비 생  방식으로 인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

기 하여 비  방식으로서 생 이며, 처리속도가 

빠른 카메라 상센서의 입력 상을 기반으로 하는 얼

굴인식 솔루션이 제품화 되어 보 되고 있으나, 2D 얼굴

인식 방식으로 조명  촬  자세, 주변 환경에 따른 

향으로 인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하여 최근 인식율을 높이기 해 3D 얼

굴인식 방식이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으나, 3D 상정보

를 처리하기 한 계산량이 많아 얼굴 인식 처리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다[6, 7]. 

상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멀티 카메라에서 촬

된 3D 데이터로 촬  각도 등을 교정한 다음 2D로 변

환하는 하이 리드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 용함으로

써 포즈에 취약한 2D 상의 단 을 극복함과 동시에 3D 

상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을 극복하여 인식

율과 인식 속도를 개선한다. 한 기존의 얼굴 인식 근태

리  출입통제 용 단말기의 높은 매 단가로 인한 

보 , 확 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안드로이드, 

도우 등 2개 이상의 운 체제에서 사용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단말기에 한 의존성을 낮추어 보  확

를 한 경쟁요인을 확보하고, 오  API 형태로 제공하

여 기존 ERP와의 연계방안을 확보한다. 

3. CCTV 환경에서 얼굴 인식

3.1 영상인식 시스템 

CCTV는 HD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상을 실시간

으로 처리하여 등록자/미등록자를 인식하고, 각 상황에 

맞는 상을 장하여 제 서버로 송하며, 송된 기

록 상은 서버에 보 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장된 

상을 검색 후 preview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림 1]에서처럼 HD  상 내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 

특징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록하고 등록자와 비교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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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한다. 

[그림 1] 무인보안 감시 로봇의 영상인식 시스템 구성도

이 시스템은 일정시간(주간) 고정모드로 경계 감시 

(HD  CCTV기능) 기능을 수행하고 설정된 시간(야간, 

방과 후, 휴일 등)이 되면 자동으로 이동 모드로 변경, 정

해진 구역  취약 감시 구역을 이동하며 경계 감시 수행

하도록 한다. 고정모드 시 충 과 동시에 이동 모드 경계 

감시 시 장한 상을 제어 센터로 달 수행하도록 한

다. 이동 모드 시 미등록자를 발견할 경우 스피커 경고 

 램  알람 등으로 미등록자에게 Warning Message을 

달하도록 한다[8-10].

경계 감시 시 장한 상은 내부에 장하고, 충  시 

제 서버로 송, 장하도록 한다. 등록자/미등록자의 

정보 비교는 동 상 내 인물 캡쳐 임(혹은 이미지)만 

추출하여 센터로 송 후 DB와 비교하도록 한다. 야간 경

계 시 실내 소등의 상태일 경우 동체 내에 움직임 감지 센

서 등을 탑재하여 이동물체를 감지하며 감지되는 순간 해

당 지역을 로  램 를 등하여 해당 상을 장한다.

3.2 영상인식 시스템 구성

상인식 시스템은 HD  IP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으로부터 정지 상을 획득하고, 상인식을 한 처리 

로세서들로 구성된 모듈이다. 

3.2.1 Robot Agent

[그림 2]에서처럼 Robot_Agent 기능은 통합 제 서버

의 로세스에 따른 설정 라미터를 받아 로   카메

라를 제어한다. 한, 로 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

며 리한다. 이는 통합 제 서버에서 설정 라미터 값

을 받아서 실행하는데 Robot_Agent는 로 이 동작 에

는 계속 실행되어 통합 제 서버와 통신하고, 통합 제

에서 오는 명령으로 FTP_Uploader를 실행하고, 

RTSP_Recorder가 실행 인지를 체크하여 로 의 상태

를 체크한다. 만약 RTSP_Recorder의 실행이 종료되면 

이를 다시 실행한다. 구 은 통합 제 서버 시스템과 연

동하여 로  운 에 필요한 데이터를 송 받도록 한다.

[그림 2] 로봇 시스템 프로세서

3.2.2 영상 분석기

상 분석기는 RTSP_Recorder에서 캡처한 정지 상

을 분석하여 인식과정을 수행한다. 이는 얼굴 검출 모듈

과 특징 추출 모듈로 구성된다. 얼굴인식은 얼굴의 각도, 

밝기, 표정 등의 사소한 변화나 상의 복잡한 배경 등 

다양한 환경  요소로 인해 많은 향을 받으며 얼굴이 

검출된 조건에서 그의 얼굴이 구의 얼굴이며 어떤 표

정을  하고 있는지 등의 한계 요소들을 극복하기 해 그

에 한 연구는 다른 인식부분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

다. 최근, 얼굴인식 기술은 2차원 얼굴인식으로부터 3차

원 얼굴인식 기술로, 정면 얼굴인식에서 비정면 얼굴(기

울어진 얼굴이나 측면 얼굴)에 한 인식기술로 발 하

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얼굴 인식기법들과 체계 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얼굴인식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얼굴을 어떻게 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

고 두 번째 문제는 표 된 얼굴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

가 하는 문제이다. 이 에서도 얼굴표 이 얼굴인식에

서 핵심 인 부분으로 된다. 얼굴인식에 한 연구는 크

게 얼굴의 기하학 인 특징인 , 코, 입 등의 치나 크

기 는 이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기

하학  정합방법, 얼굴자료를 자료기지에 장한 형

(템 릿) 상과 비교하여 서로간의 상 성을 분석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형 패턴정합방법, 신경망을 이용한 방

법, SVM(Support Vector Machine)방법, HMM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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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ov Model)방법 등이 있다[11].

3.3 영상저장 및 전송 모듈

로 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을 실시간으로 송

하여 통합 제 어 리 이션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해주는 송 모듈과 상을 실시간으로 장하여 통합

제 시스템으로 업로드해 주는 모듈이다.

3.3.1 RTSP_Recorder

RTSP_Recorder(Real-Time Streaming Protocol)은 

HD  IP 카메라로부터 실시간 입력받은 상을 장하

고 정지 상을 캡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로  시스템

에서 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H.264 포맷으로 변환, 

장하고, 정지 상을 추출한다. 상 장을 상 서버 상

태 옵션에 따라 상크기, 장 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무인감시로 에서 H.264/MP4 표 을 지원하며,  

H.264/MP4 일과 HD(1280/720)  정지 상을 장한

다. MP4 일로 변환 장 시 로 코드번호와  경로 규

칙을 용하며, 정지 상 장 시 최  당 10개의 이미

지를 장한다. 서버 상태 정보에 따라 상 장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며, 제 로그램과의 연동 재생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3]은 RTSP_Recorder 시스템에 한 흐

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RTSP_Recorder 시스템 흐름도

3.3.2 FTP_Uploader

FTP_Uploader는 RTSP_Recorder에서 장한 상을 

순서에 따라 통합 제 서버로 업로드 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이는 재 로 에서 장되는 상을 FTP를 이용

하여 NAS스토리지로 업로드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Robot_Agent에서 NAS스토리지의 IP, ID, PASS를 라

미터로 받고, 장된 일이름의 규칙을 통해서 NAS서

버에 장할 디랙토리를 생성하고 일을 업로드 한다. 

[그림 4]는 Ftp_Uploader의 로세스를 보여 다.

[그림 4] Ftp_Uploader 시스템 흐름도

[그림 5] 얼굴인식 처리 흐름도

4. 얼굴인식 시스템 프로세스

[그림 5]에서처럼 얼굴인식 시스템은 입력된 상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에서 인식을 한 특징 데

이터를 추출하여 등록된 특징 데이터들과 유사도 평가 

과정을 거처 구인지를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해 얼굴 검출 모듈과 특징 추출 모듈, 그리고 인식 모듈

인 유사도 평가 엔진으로 구성된다. 얼굴 유사도 평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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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은 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얼굴 역

의 이미지는 Gabor-kernel 기반의 PCA 특징 추출기 입

력으로 사용된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아래 추출알고리

즘처럼 추출된 특징 데이터의 계수들과 등록되어 있는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에 Euclidean 거리를 계산하고, 거

리가 가장 가까운 얼굴로 맵핑된다. 등록된 얼굴들과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모듈로 얼굴 인식을 통해 등록자  

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지 않으면 미등록자로 그룹핑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출 알고리즘>  

  
 



 ′

  유클리디언거리
  현재얼굴이미지의 번째특징값

′  에등록된얼굴이미지의 번째특징값

[그림 6]은 구축한 시스템으로부터 얼굴 이미지 등록

과정이다. 1명 는 2명을 등록한 후 CCTV가 얼굴을 인

식할 때 카메라에 들어오는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추출하

여 서버에 있는 이미지와 비교하여 장된 자료와 일치

하면 인식된 이미지에 이름이 표시된다.   

[그림 6] 얼굴 이미지 등록

  (a) 3명 인식            (b) 미등록자 검출 

[그림 7] 얼굴인식 시뮬레이션

[그림 7]은 3명을 등록시키고 동시에 이미지가 CCTV

에 나타났을 때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미등록자가 

나타날 때는 이미지에 미등롣자라고 표시된다. 는 카

메라의 거리에 따라 멀리 있는 경우는 인식은 되지만 특

징 추출은 할 수 없고, 다만 이미지가 카메라로 가까이 

왔을 때 인식가능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CCTV 기반 얼굴 검출  인식시스템

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요소를 제거하며 보안 

책을 만족할 수 있는 안 성과 강력한 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보안 임워크를 설계  구 하 다. CCTV

시스템의 카메라들과 상감시서버 사이의 통신은 유무

선 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존의 얼굴인식기술은 단일 

상을 2D의 평면 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

문에 자세  조명변화에 취약하다. 따라서 하이 리드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3D로 입력된 상정보를 재구

성하여 자세 보정 후 2D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얼굴

인식으로 자세와 조명변화에 강인한 얼굴 인식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시뮬 이션 한 결과 얼굴인식에 있어서 

등록자에 한 1명 는 2-3명에 한 동시 인식이 가능

함을 보 다. 그리고 미등록자에 해서는 얼굴 특징을 

추출하여 서버에 있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여 미등록 

처리가 되도록 성공 으로 수행하 다. 다만 원거리에 

있는 상에 하여 이미지 인식은 되었으나 별은 어

려웠지만 이 상이 카메라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등록자

로 인식이 가능함을 보 다.  

이 시스템은 CCTV 환경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

고 사용자, 설계자의 커뮤니 이션에 신뢰가 높다. 한 

CCTV 련 이미지 보안 기술은 기업마   비즈니

스 사업의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IT와 인식기술의 컨버

스 사업에 활용될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환경

에서 시뮬 이션의 이해를 한 객체 인식 모델링에 

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고 산학연 R&D 네트워크를 통

해 핵심기술의 선행개발  실용화 기술지원이 극 화될 

수 있다.  국제 표 화  사용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 사

항을 만족하는 기술이 시장 경쟁력  해외 시장 진출 가

능성을 높이는 시장 특성을 가지므로 표 화 선도  단

계별 시장요구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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