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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opencv를 이용한 이메일 송신기능을 가진 감시 카메라을 제안한다. 라즈베리파이와 라즈

베리파이 전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opencv를 이용해 얼굴 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moti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SMT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키워드: OpenCV(OpenCv), 얼굴검출(face detection), 움직임(motion), 

간이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S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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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기존의 감시카메라는 많이 연구되고 있다

[1].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값은 싸면서 인터넷기능을 이용하도록 

만든 감시카메라도 있다[2][3]. 본 논문은 기존의 감시카메라와 달리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을 감지,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상황을 알리고 

스마트폰으로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제안한

다. 원래는 이메일이 아닌 문자메세지를 구현할 예정이였지만 문자메

세지의 경우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메일을 채택하였다.

II. The Proposed Scheme

1. Sending email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은 SMTP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아래의 

소스코드는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소스코드의 일부분이다. 이 소스코

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보낼 이메일이 하나 필요하다. 

이메일의 내용과 제목을 입력한 후에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import smtplib

from email.mime.text import

MIMEText

s = smtplib.SMTP('smtp.gmail.com', 

587)

s.starttls()

s.login('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msg = MIMEText('내용 : 본문내용 테스

트입니다')

msg['Subject'] = '제목 : 메일 보내기 

테스트입니다.'

s.sendmail("로그인한 이메일 주소", "

메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

",msg.as_string()) c

Fig. 1. email sending code

2. Face detection

아래 그림은 얼굴 검출에 사용한 코드의 일부분이다. 카메라는 

라즈베리 카메라 모듈 V2 8Megapixe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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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검출을 위하여 opencv를 사용하였고 모델은 opencv에서 

제공하는 haarcascade_frontalface_ default.xml 이라는 모델을 사용

하였다.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면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준다.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너무 멀리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잘 검출이 되지 않았다. 또한 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인식을 잘하지 못하였다.

10

11

import numpy as np

import cv2

faceCascade =

cv2.CascadeClassifier('Cascades/h

aarcascade_frontalface_default.xm

l')

cap = cv2.VideoCapture(0) 

while True:

    ret, img = cap.read()

    img = cv2.flip(img, -1)

    g r a y = c v 2 . c v t C o l o r ( i m g , 

cv2.COLOR_BGR2GRAY)

    faces =

faceCascade.detectMultiScale cs

Fig. 2. face detection code

3. Streaming survice

motion을 이용하여 영상을 스트리밍하게 된다. 별도의 소스코드 

없이 라즈베리파이의 터미널에서 실행한다. 실행하면 카메라에 비치

는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야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III. Conclusions

기존의 감시카메라와 달리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할 때마다 사용자

에게 경고를 주는 감시카메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카메라로 얼굴 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인식을 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경고의 메일을 보내고 그 사용자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직접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목표로 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opencv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얼굴검출이 

가능했다. 검출 인식을 위해서 기존에 opencv에서 제공하는 

haarcascade_frontalface_default.xml 라는 모델을 사용하였다. 인

식은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이 너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혹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인식의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추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결과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email은 얼굴을 인식할 

때마다 보내게 처음에 구현하였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email이 

전송되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전송되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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