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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출입통제에 적합한 얼굴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기존의 얼굴인식 

방식과는 다르게 별도의 수동 얼굴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건물에 있는 인물(예 : 거주자)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외출하면 외출 시점에 촬영된 영상에서 자동 추출된 얼굴데이터(얼굴영상 및 특징)를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한다. 외출한 인물이 귀가하여 다시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고자 하면 출입 시점에 촬영된 영상에서 추출된 얼굴

데이터를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얼굴데이터와 대조하여 동일 인물이 식별되는 경우에만 공동현관문을 개

방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동일 인물로 매칭된 얼굴데이터는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삭제되며, 외출할 때마

다 새롭게 추출된 최신 얼굴데이터로 등록 갱신된다. 따라서 항상 최신 얼굴 데이터에 기반하여 얼굴 대조가 이루어

져 동일인물을 식별하기에 유리하다. 제안 방법에 대해 구현의 용이함을 검증하기 위해 PC 2대와 포털에서 제공하

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파이썬 기반의 얼굴인식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제안방법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

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face recognition method for access control of apartment building. Different from most existing 
face recognition methods, the proposed one does not require any manual process for face enrollment. When a person is 
exiting through the main entrance door, his/her face data (i.e., face image and face feature) are automatically extracted 
from the captured video and registered in the database. When the person needs to enter the building again, the face data 
are extracted and the corresponding face feature is compared with the face features registered in the database. If a 
matching person exists, the entrance door opens and his/her access is allowed. The face data of the matching person are 
immediately deleted and the database has the latest face data of outgoing person. Thus, a higher recognition accuracy 
could be expect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Python based face recognition has been implemented 
and the cloud service provided by a web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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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파트의 출입 시스템은 거주자가 공동 현관 출입 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 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밀번호를 통한 승인 방식의 경우, 비밀번호를 누르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양손에 짐이 있을 때에는 짐을 내

려놓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카드 키를 통한 승인 방식의 경우, 카드 키를 항상 소지

해야 하며, 분실하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한다.
최근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통제도 점점 증가

하고 있다[1]. 특히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비접촉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생체인증의 주류를 이루

던 지문인식이 비접촉 방식인 얼굴인식으로 대체되고 

있다[2]. 일반적인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의 경우, 얼굴 

인증을 위해 사전에 본인의 얼굴영상을 수동으로 등록

해야 한다[3, 4]. 미리 촬영한 본인의 얼굴 사진을 입력

하거나 얼굴인식 시스템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을 촬영

하고 터치스크린 등의 조작을 통해 본인의 ID를 등록한

다. 거주자들이 본인의 얼굴영상을 수동으로 등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번거로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과거 등록 얼굴과 승인을 위해 현재 시점

에 촬영된 얼굴 사이에 시간 차에 의한 얼굴 연령의 차

이나 화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해 본인 얼

굴을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5]. 이 경우 오히

려 얼굴 인증 오류로 인해 출입에 불편함을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 얼굴인식 출입 통

제의 한계점들(얼굴영상 등록의 번거로움, 과거 등록 얼

굴과 현재 촬영 영상 간 불일치)을 극복하기 위해 아파

트 공동현관의 출입통제에 적합한 새로운 얼굴인식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기존의 얼굴인식 방식과는 

다르게 별도의 수동 얼굴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건물 내에 있는 인물(예 : 거주자)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외출하면 외출 시점에 촬영된 영상에서 자동 추출된 얼

굴데이터(얼굴영상 및 특징)를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외출한 인물이 귀가하여 다시 공동현관문을 

출입하고자 하면 출입 시점에 촬영된 영상에서 추출된 

얼굴데이터를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얼굴데이

터와 대조하여 동일 인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동현

관문을 개방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동일 인물로 매칭된 

얼굴데이터는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삭제되

며, 외출할 때마다 새롭게 추출된 얼굴데이터로 갱신 등

록된다. 따라서 항상 최신 얼굴 데이터에 기반하여 얼굴 

대조가 이루어져 동일인물을 식별하기 유리하다. 제안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PC 2대와 포털에

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파이썬 기반의 얼굴

인식 기능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

안하는 얼굴인식 출입 통제의 컨셉(아이디어)과 알고리

즘, 그리고 제안 방법의 구현 검증에 대해 다룬다. 3장에

서는 제안 방법의 보안 강화 아이디어에 대해 언급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 방법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자동 얼굴 등록 및 갱신기반 얼

굴인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1에서는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를 요약하고 2.2에서는 상세 알고리즘을 제시

한다. 2.3에서는 제안 방법의 SW를 일반 PC 환경에서 

구현해보고 적용의 용이성에 대해 분석한다.

2.1. 아이디어

제안 방법은 주거자 인증 후 자동문(예 : 슬라이딩 도

어)으로 된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아파트에 적합

하다. 공동현관문을 통해 외출할 때에는 인증이 필요 없

고 출입할 때에만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외출하는 인물(거주자로 간주)을 거주자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해두었다가 재출입시 자동으로 출입 권한을 부

여하는 방식이다.
그림 1(a)는 외출시 자동 얼굴 등록 과정을 보여준다. 

한 거주자가 지하층 엘리베이터에 내린 후 공동현관문

을 거쳐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를 

예로 들었다. 현관문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Camera1에 

촬영된 거주자의 얼굴영상을 포함한 얼굴데이터가 자

동으로 추출되고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
것은 최초 얼굴 등록에 해당된다. 

그림 1(b)는 외출했던 거주자가 귀가하여 공동현관

문을 통해 재출입하는 시점의 승인 과정을 보여준다. 
Camera2에 접근하면 거주자의 얼굴영상을 포함한 얼굴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된다. 이 얼굴을 거주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얼굴들과 하나씩 대조하면서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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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매칭 얼굴이 발견되면 공동현관문이 열리고 출

입이 허용된다. 매칭된 얼굴은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서 곧바로 삭제된다. 그림 1(b)의 얼굴인식을 통한 승인 

과정은 그림 1(a)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최소 한 번 이

상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외출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 
최초 입주시에는 외출 이력이 없으므로 거주자 데이터

베이스에 본인의 얼굴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

우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수 있다.
그림 1(c)는 얼굴이 최초 등록됐던 거주자가 또 다시 

외출하는 경우에 얼굴이 재등록(갱신) 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 이 과정은 그림 1(a)의 얼굴 최초 등록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그림 1(b)의 과정에서 거주자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삭제된 매칭 얼굴을 최신 얼굴로 대체

하여 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특

징이다. 그림 1(c)에서 외출한 거주자의 얼굴 특성(예 : 

안경 종류 또는 착용 여부)은 다시 출입하는 동일 인물

의 얼굴 특성과 유사할 확률이 높다. 이는 얼굴인식 정

확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2.2. 알고리즘

그림 2(a)는 거주자 외출시의 자동 얼굴 등록에 대한 

알고리즘을 블록도를 나타낸다. 공동현관문 안쪽에 설

치된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 모드로 유지된다. 거주자가 

외출하기 위해 공동현관문에 다가가면 얼굴검출(face 
detection)을 통해 얼굴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한다. 얼굴

영역이 추출되면 얼굴인식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한 전

처리로서 얼굴정렬(face alignment)을 수행한다. 양쪽 

눈의 중심 좌표를 추출한 뒤 양쪽 눈이 수평이 되도록 

얼굴영역을 회전한 뒤 정해진 크기로 잘라낸다. 정렬된 

얼굴들은 양쪽 눈이 거의 동일한 기준 좌표에 위치하므

로 오인식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6]. 다
음으로 정렬된 얼굴에서 얼굴 특징벡터를 추출한다. 얼
굴 특징벡터 추출(face feature extraction)의 목적은 얼굴

의 각도나 조명이 다르더라도 동일 인물의 얼굴 대조에

서는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고 서로 다른 인물 간 얼굴 

대조에서는 유사도가 낮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정렬된 얼굴영상과 얼굴 특징벡터를 묶어 얼

굴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한다. 얼굴데이터는 거주자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 등록(registraction)된 후 언제든지 

얼굴인식 승인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동기화 되어

야 한다. 
그림 2(b)는 외출했던 거주자의 출입 승인을 위한 얼

굴인식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자동 얼굴 등록 과정과 마

찬가지로 공동현관문 바깥쪽에 설치된 카메라는 동영

상 촬영 모드로 유지된다. 공동현관문에 출입하기 위해 

접근하는 인물에 대해 그림 2(a)와 동일한 방법으로 얼

굴데이터 추출(얼굴검출, 얼굴정렬, 얼굴 특징추출)을 

수행한다. 이제 출입 대상인물의 얼굴 특징벡터를 거주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얼굴 특징벡터들과 대조하

여 유사성을 측정한다. 유사성 측정을 위해 얼굴 특징벡

터간 거리를 측정(distance measuring)한다. 거리값이 작

을수록 유사도는 높다. 거리값들 중 가장 유사한 얼굴에 

해당하는 최소값을 찾은 후 기준값(threshold) TA와 비

교한다. 최소거리값(minimum distance)이 TA보다 작은 

얼굴이 존재한다면 동일 인물의 얼굴이 매칭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얼굴

(a)

(b)

(c)

Fig. 1 Concept of proposed face recognition method. 
(a) 1st exiting and face enrollment (b) Access control 
using face recognition (c) 2nd exiting and face enrollmen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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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고 출입을 허용(accept)한다. 제안 방법은 외출 

시점의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재출입하는 동일 인물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재출입

시 얼굴이 매칭되면 곧바로 매칭얼굴을 거주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삭제한다. 이는 해당 인물이 다시 외출할 때 

등록된 최신 얼굴이 얼굴인식에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만약 최소거리값이 TA와 같거나 더 

크면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얼굴로 간

주하고 출입을 거절(reject)한다.

2.3. 구현 분석

제안 방법의 주요 기능들을 파이썬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라이브러리는 dlib[7]과 face 
recognition 패키지[8]를 사용하였다. dlib은 산업용, 연
구용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포함

하고 있으며 face recognition 패키지는 얼굴검출, 얼굴

인식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영상처리(크기 

조절, 회전, 잘라내기 등)는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여 구현하였다. 구현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굴검출 : 동영상 프레임 내 얼굴영역을 추출하는데 

dlib.get_frontal_face_detector 함수[7]를 사용하였다. 
이 함수는 얼굴영역을 직사각형(왼쪽 및 오른쪽 끝 x
좌표, 그리고 위쪽 및 아래쪽 끝 y좌표)으로 출력한다

(그림 3(우측화면)).

∙얼굴정렬 : 얼굴검출에서 출력된 직사각형의 좌표들

을 입력받아 dlib.shape_predictor 함수[7]를 통해 68
개의 얼굴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37~42번째 특징점 

좌표들의 평균으로 왼쪽 눈의 (x, y)좌표를 구하였고, 
43~48번째 특징점 좌표들의 평균으로 오른쪽 눈의 

(x, y)좌표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두 눈이 수평이 되도

록 영상을 회전시킨뒤 가로 120, 세로 140 픽셀 크기

로 리사이징 후 잘라내 정렬 얼굴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림 3(좌측화면)).
∙얼굴 특징벡터 추출 : face_recognition 패키지의 face_ 

encodings 함수[8]를 사용하여 정렬 얼굴영상을 사전

에 학습된 딥 뉴럴넷(deep neural net)에 입력하여 128
차원의 특징벡터를 출력한다. 딥 뉴럴넷(딥러닝)에 

대한 얼굴인식 동향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얼굴데이터 등록 : 네이버(Naver)에서 제공하는 클라

우드 서비스인 MYBOX[10]를 사용하여 얼굴을 등록

하였다. 그림 4는 노트북PC에서 검출 및 정렬된 얼굴

영상이 로컬 폴더에 저장됐을 때 곧바로 데스크톱PC
의 MYBOX 탐색기에 동기화 된 결과를 보여준다. 데
스크톱PC에서는 실시간으로 동기화 된 얼굴영상으

로 얼굴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선 동기

화 기능은 외출시에는 1층 공동현관문을 이용하고 출

입시에는 지하 공동현관문을 이용하는 경우처럼 공

(a) (b)

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face recognition method. (a) Face enrollment (during exiting) (b) Face recognition 
for access control (during e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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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관문의 위치가 서로 떨어진 경우에도 실시간으

로 얼굴영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Fig. 3 Detected (right) and aligned face (left).

Fig. 4 Illustration for the syncronization of an enrolled 
face image between two computers.

Fig. 5 Illustration for distance measuring bewteen test 
face (right) and enrolled face (left).

∙얼굴 거리 측정 : face_recognition 패키지의 face_distance 
함수[8]를 이용하여 테스트 얼굴영상의 특징벡터와 

등록 얼굴영상들의 특징벡터 간 유클리디언 거리를 

측정하였다. 그림 5에서 우측의 테스트 얼굴이 등록 

얼굴(enrolled face 01)과 동일 인물인 경우 거리값이 

0.25~0.28 범위로 형성되고, 등록 얼굴(enrolled face 
02, 03)과 다른 인물인 경우 0.48 이상의 거리값을 갖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인식 없이 출입을 승인하

기 위해 기준값 TA를 0.4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TA
에 대한 얼굴인식 성능지표는 FAR(False Accept 
Rate)와 FRR(False Reject Rate)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6(a)와 같이 연구실에 PC 2대로 제안하는 얼굴

인식 환경을 구축해보았다. 노트북PC는 좌측에서 우측

으로 퇴장하는 인물의 얼굴데이터 추출 및 등록을 수행

한다. 그리고 모니터 및 로지텍 카메라와 연결된 데스크

톱PC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출입하는 인물의 얼굴인식 

출입통제(그림 6(b) 참조)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인터

넷이 연결된 일반 PC 2대로 제안방법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i9-10900K CPU, 64GB RAM, 그래픽카드(RTX-3080) 

1장을 사용하여 계산속도를 측정한 결과, 가로 640, 세
로 480 픽셀의 동영상 프레임에서 그림 2(b)의 얼굴인식

을 수행하는데 약 0.28초가 소요되었다. 보통 2m 정도 

거리에서도 얼굴검출 및 인식이 가능하므로, 걸어서 접

근하는 도중에 공동현관문이 미리 열릴 수 있는 수준의 

계산속도이다.

Ⅲ. 얼굴인식 보안 강화 방법

2장에서 제안한 얼굴인식 방법은 공동현관을 통해 

외출하는 인물을 외출시 거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하여 기억해두었다가 재출입시 자동으로 출입을 승인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 거주자(예 : 배달원, 거주자 지

인 등)가 공동현관을 출입하더라도 외출시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되므로 보안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비 거주자가 공동현관 앞에서 호출벨을 누르면 호출

벨이 울린 세대의 거주자가 수동으로 출입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 때 호출벨을 누른 인물의 얼굴데이터를 별

도의 외부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보안 강

화를 위해 제안한다. 외출시 추출한 얼굴데이터가 외부

인 데이터베이스에 기저장된 인물(예 : 호출벨을 눌렀던 

외부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후 비 거주자가 자동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출시 획득된 얼굴 특징벡터와 외부

인 데이터베이스 내 얼굴 특징벡터들 사이에 거리를 측

정한 뒤, 최소 거리값이 관리자에 의해 미리 설정된 기

준값 TB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 거주자로 판단하여 거주

자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하지 않고, 최소 거리값이 TB 
이상인 경우에는 비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거

주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이로써 비 거주자가 얼

굴인식을 통해 출입이 승인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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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비 거주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오등록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얼굴데이터 등록 시점 기준으로 일정

시간(예 : 24시간, 1주일 등)이 지나면 자동으로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삭제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출입통제에 적합

한 얼굴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공동현관문을 통해 외

출하는 인물의 얼굴을 자동 등록하고 출입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수동으로 본인의 얼굴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외출할 때 등록된 얼굴

과 외출 후 출입하는 인물의 얼굴 조건이 유사하다면 동

일 인물 식별에 유리하다. 향후 상용화 연구로서 마스크 

착용 얼굴 검출을 제안방법에 적용하여 코로나19 팬데

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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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Proposed face recognition system implemented in a lab. (b) Example of face matching (during ent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