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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2인 가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어 있는 시간대에 집을 방문하는 외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은 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OpenCV의 Harr 
Cascade와 Dlib의 Hog가 대표적인 오픈소스 모델이다. 두 모델은 사용 환경에 따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 초점을 둔 실내 현관 앞과 제한된 거리에서는 Dlib의 Hog가 강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오픈 소스인 
Dlib에 기반을 둔 얼굴인식 방문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프론트 모듈과 서버모듈, 
모바일모듈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얼굴등록, 얼굴인식, 실시간 방문자 확인 및 원격제어, 동영상 저장 기능을 포함한
다. 인터넷에서 공개된 사진을 이용하여 거리임계 값의 변화에 따른 정밀도, 특이도, 정확도를 구하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구현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Dlib에서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주제어 : 얼굴인식, 딥러닝, 출입관리, 오픈소스, 설계 및 구현.

Abstract  As the trend of steadily increasing the number of single or double household,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see who is the outsider visiting the home during the free time. Various models of 
face recognition technology have been proposed through many studies, and Harr Cascade of OpenCV 
and Hog of Dlib are representative open source models. Among the two modes, Dlib's Hog has 
strengths in front of the indoor and at a limited distance, which is the focus of this study. In this paper, 
a face recognition visitor access system based on Dlib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whole 
system consists of a front module, a server module, and a mobile module, and in detail, it includes face 
registration, face recognition, real-time visitor verification and remote control, and video storage 
functions. The Precision, Specificity, and Accura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distance threshold 
value were calculated using the error matrix with the photos published on the Internet,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lemented system was operating normally, and the result was confirmed to be similar to that 
reported by Dlib.
Key Words : Face recognition, Deep learning, Access control, OpenCV, Dlib, Design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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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

으로 비대면/비접촉을 요구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
었다. 이런 환경 변화로 택배와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부인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대
폭 증가되었다. 또한 1,2인 세대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
는 상황에서 비어 있는 시간대에 집을 방문하는 외부인
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보안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1,2].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CCTV 기능이 포함된 다
양한 형태의 보안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보안 장치를 설치한 경우 대부분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
고 자주 CCTV에 접속 하여 저장 영상을 확인하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뜸해지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갈 경우 설치된 보
안 시스템의 예방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보안 시스템은 
일상적인 기록 시스템으로 바뀌고 만다.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자신에
게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고 미리 대상공간을 여러 번 탐
방하거나 조사하는 유형이 많다. 일례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해당공간
을 여러 번 방문하거나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경우에도 문 
앞을 서성거리는 사례가 많다[3,4]. 이런 경우에 범죄자
가 다녀간 흔적을 집주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면 범
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출입문 도어락 시스템
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지문 인식을 추가한 방식이다. 
이들 중에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은 쉽게 비밀번호
가 유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지문 인식은 등록과정
이 비교적 복잡하고, 온/습도 등의 외부 요인이 인식률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출입관리 시스템은 위와 같은 단점 외에도 비인가
자가 출입을 시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
다. 이런 문제점은 얼굴인식을 활용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된 인가자에 
대해서는 얼굴인식을 이용해 출입을 허가하고 비인가자
에 대해서는 출입을 시도하거나 다녀간 흔적을 영상으로 
저장한 후 실시간 또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성도 높일 
수 있다. 

얼굴인식 기술은 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OpenCV의 Harr Cascade와 DNN, Dlib

의 HoG와 CNN이 대표적인 오픈소스 모델이다.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도는 DNN, Hog 모델
이 우수하고 속도는 Harr과 Hog가 강점을 보인다. 
CNN은 폐색영역에 강하나 CPU 환경에서는 속도가 느
리고 Harr은 간단하지만 폐색영역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운영되는 환경을 분석
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환경은 실내 현관 앞이라는 공
간과 제한된 거리라는 특성을 가진다. 실내 현관 앞은 조
명이 약해서 그늘이 많이 질 수 있기 때문에 폐색영역에 
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비교적 가깝고 일정한 거리에
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크기 요인이 낮은 
알고리즘이 적합하다. 이런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Dlib Hog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낯선 
방문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출입 관리 보안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비인가자에 대한 얼굴인
식과 영상저장 및 알림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속
도와 인식률 요소 중에서 인식률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크게 프론트엔드
(Front-end), 전송, 백엔드(Back-end)와 모바일 모듈로 
구성된다. 프론트엔드 모듈은 카메라가 장착된 임베디드 
시스템 형태로 구현되어 얼굴 인식에 필요한 영상을 획
득하여 전송하고, 영상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백엔드 모듈은 영상처리 프로그램과 데이터 서버
로 구성되는데, 프론트 엔드 모듈로부터 수신한 얼굴 데
이터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DB 형태로 저장하고, 얼굴 데
이터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얼굴 인식 
데이터의 특징점 추출과 분석은 오픈 소스인 Dlib를 이
용하였으며, 얼굴 인식 및 분석 결과를 DB 형태로 저장
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검색과 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
였다. 백엔드 모듈에서 얼굴인식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는 
프론트엔드 모듈로 전송되어 도어락 개폐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그리고 모바일 모듈은 프론트엔드 모듈의 처리 
결과나 낯선 방문자 발생을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
고 방문자들의 목록과 영상을 확인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얼
굴인식 출입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과 연구를 소개하
고 3장에서는 시스템 구현을 위해 각 모듈별로 필요한 
기능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에 대
한 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
는 결론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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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기술 및 연구
얼굴 인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는 OpenCV와 Dlib가 있다.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는 컴퓨터 비전 및 기계 학습 소프트
웨어 라이브러리로 컴퓨터 학습,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수학 연산, 비디오 캡처, 이미지 처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다. OpenCV에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Haar Cascade 알고리즘이다. Harr 
Cascade는 머신 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검출 알고리즘으
로 이미지나 영상을 픽셀이 아닌 직사각형 영역으로 나
누어 영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픽셀을 이용한 얼굴 인식 
방법보다 동작 속도가 빠르다[5,6]. 

본 논문에서 활용한 Dlib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계 학
습 알고리즘과 도구를 포함하는 최신 C++ 툴킷이다. 
Dlib에는 딥러닝을 포함한 다양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얼굴 인식에 쓰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face pose estimation 알고리즘이다. Dlib
에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Face Tracking과 68개의 
특징 점 추출 기능을 가진다. 

OpenCV Harr 알고리즘과 Dlib 딥러닝을 이용한 얼
굴인식에 대한 성능비교는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다. 일반
적으로 OpenCV는 인식속도와 비교적 작은 사이즈 또는 
가변 사이즈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Dlib 딥러닝
은 인식률과 사이즈가 일정크기 이상이고 고정 사이즈에
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7-9]. 

따라서 본 논문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보안을 요구
하는 환경은 빠른 속도보다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OpenCV의 Haar 알고리즘 보다 Dlib가 더 적합
하다. Dlib의 HoG 기법을 이용하면 Haar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 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더 높은 정확도를 보
일 수 있다. 

Sang-Young Park 등[10]은 OpenCV 기반의 디지
털 도어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Se-Yeol 
Rhyou 등[11]은 딥러닝 기술의 하나인 ResNet을 이용
하여 얼굴을 캡처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적용 가능한 얼
굴인식 기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지만 제한된 환경에서만 높은 인식률을 보
이는 한계가 있다. Bu-Yeol Park 등[12]은 스마트폰과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얼굴인식을 활용한 전자출결 
환경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Kisu Ok 등[13]은 서로 다른 
얼굴 인식 모델을 사용하는 Open API 서비스의 인식 결

과를 조합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하는 앙상블기법을 제안
하였다. 이 기법은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지만 여러 기법
을 적용하는 오버헤드가 있다. Jin-suk Bang[14]은 서
버구축 없이 라즈베리 시스템만으로 동작하는 가볍게 운
용할 수 있는 경량급 얼굴인식 출결관리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3. 출입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방문자 출입관리 시스템은 Fig. 1

과 같이 방문자를 인식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서버로 전
송하는 프론트엔드 모듈과 수신된 영상으로부터 영상처
리를 하고 결과를 서버에 저장하는 백엔드 모듈, 그리고 
영상 처리 결과나 침입자 발생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
거나 방문자 목록과 방문자들의 영상을 확인하는 모바일 
모듈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시스템 구현에 사용된 하드
웨어와 도구들은 아래와 같다.
Ÿ 하드웨어: Nvidia Jetson-nano, Raspberry4(camera)
Ÿ Tool: Pycharm, AppInventor2, MySQL,
Ÿ 언어: Python 3.6
Ÿ OS: Ubuntu 18.08, linux4Tegra  

Fig. 1. System Architecture of Face Recognition System 
using Deep learning.  

프론트 모듈에서는 영상 처리 및 데이터 전송, 결과 출
력 등을 담당한다. 프론트 모듈에는 보다 빠른 영상처리
를 위해서 GPU를 탑재한 Nvidia Jetson-nano 4G를 
사용하였으며 방문자를 탐지하기 위해 모션 센서를 탑재
하였다. 프론트 모듈은 영상 데이터를 백엔드 모듈로 전
달하기 위해 데이터를 스트링 형태로 변환하고 TCP를 
사용하였다.

백엔드 모듈은 영상처리 프로그램과 데이터 서버로 구
성되는데, 메인 모듈은 프론트 모듈로부터 수신한 얼굴 
데이터의 특징 점을 추출한 뒤, MySQL-DB로 저장하고, 
얼굴 데이터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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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데이터 특징 점 추출과 분석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
로 진행하며, 얼굴 인식 및 분석 결과를 DB 형태로 저장
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검색과 처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메인 모듈에서 처리 결과는 프론트 모듈에 통보되
어 도어락 개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메인모듈에서 동작하는 얼굴인식 모델은 Dlib의 
HOG Face Detector을 사용하였다. HOG 모델은 68개
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Affine 변환을 한 뒤 모든 얼굴에 
존재하는 128개의 특정 포인터를 찾는 face landmark 
estimation을 사용하여 얼굴인식을 수행한다. HOG 모
델은 CPU 환경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상당한 
폐색영역에도 높은 인식률을 보이지만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최소 크기 80×80을 요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얼굴인식 대상자가 
현관 앞 복도와 같은 제한된 공간 내에 있는 환경이라면 
최소 크기에 대한 제약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모듈은 메인 모듈의 처리 결과나 
침입자 발생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방문자 목록
과 방문자들의 영상을 확인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사용자
는 침입자 발생여부와 방문자의 영상을 모바일 앱을 이
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듈과 프
론트 모듈과 연동을 하여 원격으로 도어락 개폐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Fig. 2. Flowchart of Jetson nano and Server for 
face recognition. 

구현한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은 1)경비 및 문 개폐 기
능 2)얼굴 등록 기능 3)원격 문 제어 기능 4) 실시간 

CCTV 기능 5)다녀간 사람 기능 6)앱 사진 등록 기능 등 
6가지이다.

Fig. 2의 흐름도는 Jetson nano와 서버에서 감시모
드로 동작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Main Function Detailed function description
Guard and 
open/close 

Video recording, face recognition, door lock 
remote control when a visitor is detected.

Face 
Registration Save face image to DB using mobile.
Remote door 
control

Remote door lock open when mobile button is 
triggered.

Realtime
CCTV CCTV video check on mobile in real time.
Visitor 
verification 

Save and view the captured photos when visitor 
is recognized.

Photo 
registration

Register the photos stored on mobile to the 
system.

Table 1. Main Function of System

Table 1의 기능 중에서 얼굴 등록 절차는 아래 Fig. 
3과 같다 얼굴 등록 기능은 모바일 모듈로부터 시작된다. 
모바일 모듈에서 얼굴등록 버튼을 누르면 프론트 모듈과 
메인 모듈에서 각각 연관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프론트 
모듈에서는 모마일 앱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얼굴 영상을 
추출한 뒤 메인 모듈로 전송하고, 메인 모듈에서는 프론
트 모듈이 전송한 얼굴영상을 가지고 얼굴 인식을 수행
한다. 메인 모듈에서 인식한 얼굴 데이터는 DB와 파일에 
저장하고 추후 얼굴 인식에 이용한다.

Fig. 3. The Registration Process of Recognized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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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서 얼굴영상을 촬영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4번을 촬영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모바일에서 촬영하는 
횟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횟수가 너무 적으면 인식
률이 낮아지고 너무 많으면 등록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
이 있다. 

원격 문 제어 기능은 프론트 모듈과 모바일 모듈 사이
의 통신으로 이루어지며, 모바일 모듈의 버튼 트리거를 
통해 원격으로 도어락을 열 수 있다. 실시간 CCTV 기능
은 모바일 모듈과 프론트 모듈 사이에서 동작하며, 모바
일 모듈의 버튼 트리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CCTV 기능은 웹페이지에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기 때문에 웹과 앱에서 모두 동작
이 가능하다.

다녀간 사람 기능은 얼굴이 인식되었을 때 캡처한 사
진을 jpg 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가 즉시 또는 나
중에 확인하고 낯선 사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저장한 jpg 파일은 웹 페이지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모바일 모듈 버튼을 통해 해당 웹페이지
에서 누가 몇 시 몇 분에 방문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앱 사진 등록 기능은 모바일 기기의 갤러리에 저장되
어 있는 본인 사진을 원격으로 시스템에 등록시키기 위한 
기능이다. 방식은 먼저 웹에 사진을 올리고, 올린 사진을 
메인 모듈에서 인식한 뒤 얼굴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4. 제안시스템 평가 및 비교 분석
구현된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1)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등록하고 2)등록된 사람과 등록되
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인식과정을 확인하고 3)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원격제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실험
적으로 테스트 하였다. 아래 Fig. 4는 새로운 사람에 대
한 얼굴을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Fig. 4. Face Recognition and Registration.

프론트 모듈에서는 모션 센서를 통해 방문자를 감지하
면 영상 촬영이 시작된다. 프론트 모듈은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메인 모듈 서버로 전송한다. 메인 모듈 서
버에서는 수신된 영상에서 얼굴 영상을 추출하고 이 영상
을 DB에 저장된 영상과 비교하는 인식과정을 수행한다. 

Fig. 5는 등록된 사람에 대한 얼굴인식 결과와 등록되
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얼굴 인식 결과를 서버에서 출력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버에서 얼굴 인식 결과가 등록
된 사람이면 도어락이 열리게 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
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의 모바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원격으로 도어락을 열 수 있다. 

Fig. 5. Face Recognition of Registered/Unregistered 
person

다음으로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
징 점에 대한 거리 임계값을 바꾸어 가며 실험적인 테스
트를 실시하였다. 먼저 출입 허가자를 등록하기 위하여 
실험 사용 목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10명에 대하여 
Fig. 4의 과정을 통해 얼굴등록을 하였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100장의 임의의 
사진을 이용하여 50명의 사진은 출입 허가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50명의 사진은 비허가자에 대한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였다[15]. 모바일 등록자에 대한 실험측정은 2020
년 9월∼ 11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등록자에 대
한 실험측정은 AI가 만든 초상권 없는 얼굴 이미지를 사
용하여 실시하였다. 

사전실험을 통하여 모바일로 등록된 얼굴과 인터넷에
서 구한 얼굴에 대한 인식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모바일의 데이터 셋 크기가 너무 작다고 판단
하여 성능실험은 인터넷에서 구한 100명의 사진으로 실
시하였다. 성능실험은 100명의 사진을 임의로 50명씩 
인가자와 비인가자로 나눈 뒤 4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능측정은 오차행렬을 이용하여 거리임계 값의 변화
에 따른 정밀도(Precision), 특이도(Specificity), 정확도
(Accuracy)를 구하고 본 연구와 비교적 유사한 환경인 
[13]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성능측정에 사용된 분류의 성능 평가 지표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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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나타내었다. 이를 이용한 정밀도와 특이도, 정확도는 
Equation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Meaning Contents
TN True Negative Non-permit a person with non-permission
FN False Negative Permit a person with non-permission
TP True Positive Permit a person with permission
FP False Positive Non-permit a person with permission

Table 2. Classification evaluation metrics.

Precision = 


Specificity=
            (1)

Accuracy = 


정밀도는 이미 등록된 사람을 등록된 사람으로 인식하
는 성능이고 특이도는 출입 비인가자를 비 등록자로 인
식하는 성능이며 정확도는 등록된 사람이 등록된 사람으
로 인식되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되지 않는 사람
으로 인식하는 성능이다.  

d-threshold Precision(%) Specificity(%) Accuracy(%)
0.45 19.3 19.5 19.4
0.5 52 48 50
0.55 84 82 83
0.6 96.5 94 95.2
0.65 96.5 94.5 95.5

Table 3. Performance of Face Recognition Services.

Table 3은 실험결과를 보여주는데, 거리임계 값이 
0.45 이하가 되면 정확도, 특이도, 정밀도 모두 20%를 
밑돌았고 0.5일 때는 50% 정도의 결과 값을 보였다. 임
계값을 0.55로 높였을 때에는 같은 얼굴일 경우에 방향
을 다르게 바꾸어도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리 임계
값을 0.6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세 가지 측정 값 모
두 95% 정도의 높은 인식률을 보여 주었으며, Dlib에서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위 실험결과를 비교적 본 연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13]의 결과와 정밀도, 특이도, 정확도에 대해서 정량적
으로 비교하였다. Table 3의 실험 결과 중에서 거리 임
계값이 0.6일 때의 값과 비교한 결과를 아래 Table 4에 
나타내었다. 

Related Work Precision
(%)

Specificity
(%)

Accuracy
(%)

Proposed(d=0.6) 96.5 94 95.5
Ok, et. al.[13] 95.6 99.4 97.5

Table 4. Comparison with related Work.

Table 4를 보면 정밀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
만 특이도와 정확도는 [13]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다. [13]은 단일 모델이 아닌 여러 개의 인식 모델을 조합
한 앙상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 값을 보여
준다. 만일 성능 요소 중 인식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결
과 값이 제시된다면 다중 모델과 인식 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은 얼굴인식 기술 발

전을 이끌고 있다. 과거 기계학습을 이용하던 얼굴인식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수많은 얼굴 정보를 익히도록 함
으로써 얼굴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
런 얼굴인식 기술의 대표적인 응용분야는 출입관리 분야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와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부인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대
폭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집을 방문
하는 외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보안 수요
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에 기반
을 둔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낯선 방문자에 대해 능
동적으로 대응하는 출입 관리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프론트 모듈과 서버모듈, 모바일 모듈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얼굴등록, 얼굴인식, 실시간 방문
자 확인 및 원격제어, 동영상 저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공개된 사진을 이용하여 거리임계 값의 변
화에 따른 정밀도, 특이도, 정확도를 구하고 선행연구 결
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구현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Dlib에서 보고한 것과 비
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 플랫폼으
로 확장한다면 실생활에서 훨씬 많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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