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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

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코로나 안전신고는 약 2만 5천 건의 방역수

칙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 및 매장은 QR코드. 수기 작성을 통한 동선

체크, 온도 검사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코로나 확산 방지

를 위한 대책 일뿐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이나 안정적인 영업 유지 등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에 본 논문은 OpenCV를 활용한 고객 출입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OpenCV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나이, 성별을 수집하여 주요 고객층 분석, 출입 현황 및 이용

시간을 파악한다. 본 시스템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매장

운영 시간을 분석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 ‘소상공인 매출 증가’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제

안하는 기법의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 실제 매장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코로나 안전신고는 약 2만 5천 건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인 이상 사

적모임 등 집합금지 위반은 약 1만 1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나머지

지역은 3단계로 여전히 코로나에 안전한 상황이 아니

다. 이에 따라 음식점 및 매장은 QR코드, 수기 작성

을 통한 동선 파악, 온도 검사 등 코로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일뿐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이나 안정적인 영업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OpenCV를 활용한 고객 출입 관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OpenCV 영상처

리 기술을 활용하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나이,

성별을 수집하여 주요 고객층 분석, 출입 현황 및 이

용 시간을 파악한다. 본 시스템은 코로나 확진자 동

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매

장 운영 시간을 분석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 ‘소상공

인 매출 증가’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소상공인에게 끼치는 영향 및 통계자료를 조

사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과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

논문의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소상공인 실태 조사 및 요구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

르면 소상공인 폐업의 원인으로는 ‘점포 매출 감소’가

66.3%로 코로나로 인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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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뉴스의 '창업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소상

공인의 매출 증가 핵심은 ‘창업 아이템의 주 고객층

이 어떤 층인지’, ‘주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

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 고객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2.2 OpenCV

OpenCV는 Open Source Computer Vision

Library로 영상 처리에 대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딥러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3 하르 기반 분류기

Haar Cascade는 머신 러닝기반의 오브젝트 검출

알고리즘이며, 비디오 또는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Haar Cascade는 직사각형

영역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픽셀을

직접 사용할 때보다 동작 속도가 빠르다. 하르 기반

분류기의 학습 방식은 오브젝트가 포함된 이미지와

오브젝트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학습

시키는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 하르 기반 분류기는

얼굴을 인식하는 모델로 학습되어 실시간으로 작동

하는 카메라에서 출입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여 추출

한다.

3. 제안하는 고객 출입 관리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도

본 시스템은 OpenCV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나이, 성별을 수집하여 주요 고객층 분석, 출

입 현황 및 이용 시간을 파악한다. [그림 1]은 제안하

는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본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Web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와 DB Server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Web Server는 사용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Apache Web Server로 사용하였고 PC, 스마트폰 등

의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HTML5 기

반 반응형 웹으로 개발하였다.

3.2 제안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도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도

를 나타낸다.

[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도

[그림 2]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영역은 크게 매장

을 이용하는 고객과 매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영역으

로 나뉜다.

고객 영역에서는 고객이 매장을 출입할 때 카메라

에 얼굴을 접근한다. 고객의 얼굴이 인식되면 이미

지 프로세싱 분석 기능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다. 고객이 매장을 나갈 때에는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여 특정 고객이 머무른 시간을 계산하여 매장

이용 현황 및 회전율 분석에 사용된다.

사용자 영역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했던 고객의 성별, 나이를 활용한 매

장 주요 고객층 분석과 이용 현황 및 회전율을 분석

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3.3 이미지 프로세싱 분석

이미지 프로세싱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에서 고객의 얼굴을 흑

백사진 변환,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거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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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르 기반 분류기를

통해 추출한 이미지에서 고객의 얼굴을 인식한 후

분석 알고리즘으로 성별과 나이를 판별한다.

라인 소스코드
1 # 히스토그램 평활화

2 gray = cv2.equalizeHist(gray)

3

4 # 성별 예측을 위한 학습된 모델 데이터

5 # 모델 데이터 구조 설명데이터

6 gender_net = cv2.dnn.readNetFromCaffe(

7 “model/deploy_gender.prototxt”,

8 ”model/gender_net.caffemodel“)

9

10 # 성별 예측을 위한 데이터 입력

11 gender_net.setInput(blob)

12

13 # 성별 예측하기

14 gender_preds = gender_net.forward()

15

16 # 성별 예측 결과 가져오기

17 gender = gender_preds.argmax()

18

19 # 나이 예측을 위한 학습된 모델 데이터

20 # 모델 데이터 구조 설명데이터

21 gender_net = cv2.dnn.readNetFromCaffe(

22 “model/deploy_age.prototxt”,

23 ”model/age_net.caffemodel“)

24

25 # 나이 예측을 위한 데이터 입력

26 age_net.setInput(blob)

27

28 # 나이 예측하기

29 age_preds = age_net.forward()

30

31 # 나이 예측 결과 가져오기

32 age = age_preds.argmax()

<표 1> 이미지 프로세싱 주요 소스 코드

<표 1>은 이미지 프로세싱의 주요 소스 코드를

설명한다. 첫 번째로는 추출한 이미지를 히스토그램

평활화 전처리를 통해 분석하기 쉬운 이미지로 만든

다. 두 번째는 성별, 나이 예측을 위하여 모델 데이터와

설명 데이터를 각각 gender_net, age_net 변수에 저장

한 뒤 setInput()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 이미지 데이

터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age_preds 변수는

forward() 함수를 사용하여 성별, 나이를 예측한다.

3.4 이용 시간 분석

이용 시간 분석은 고객이 처음 출입할 때 영상으

로부터 사진 100장을 추출하고 하르 기반 분류기를

통해 해당 고객에 대한 학습 모델을 생성한다. 고객

이 매장을 나갈 때에는 고객의 학습된 모델과 유사

도를 비교하여 고객이 매장에서 머무른 시간을 계산

한다.

라인 소스코드
1 # 학습을 위해 데이터구조에 사용할 얼굴이미지

2 # 및 라벨링 값 저장하기

3 training_data.append(face_image)

4 labels.append(count)

5

6 # 얼굴이미지와 라벨링을 이용하여 학습하기

6 model.train(training_data, np.array(labels))

7

8 # 학습결과 모델 파일로 저장하기

10 model.save(“model/face-trainner.yml”)

<표 2> 고객 얼굴 학습 데이터 추출 주요 소스 코드

<표 2>는 고객의 매장이용 시간 분석 알고리즘에

필요한 고객 얼굴 학습 데이터 추출 주요 소스 코드

이다. 고객의 얼굴 이미지와 라벨링 값을 이용하여

학습시킨 후 모델 파일로 저장한다.

라인 소스코드
1 # 이전에 학습한 고객 모델 가져오기

2 model.read(“model/face-trainner.yml”)

3

4 #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가져오기

5 While True:

6 ret, my_image = vcp.read()

7

8 # 얼굴인식율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9 gray = cv2.cvtColor(my_image,cv2,

10 COLOR_BGR2GRAY)

11 gray = cv2.equalizeHist(gray)

12

13 # 고객 얼굴 검출

14 faces = face_cascade.detectMultiScale

15 (gray, 1.5, 5, 0, (20, 20))

16

17 # 고객 얼굴 유사도 분석

18 face_image = gray[y:y + h, x:x + w]

19 id_, res = model.predict(face_image)

<표 3> 학습 모델로부터 고객 얼굴 인식 주요 소스 코드

<표 3>은 <표 2>에서 학습된 고객 얼굴 학습 데

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매장을 나갈 때 얼굴을 인

식하는 주요 소스코드이다. read() 함수는 이전에 학

습한 모델을 불러온다. face_cascade 변수는

detectMultiScale()를 이용하여 고객의 얼굴을 검출

하고 학습 모델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처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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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과 나갈 때 고객의 얼굴 유사도가 60% 이상

일 때 동일인물로 판별한다.

라인 소스코드
1 # 고객이 처음 매장 입장할 때 시간 저장

2 now = datetime.datetime.now()

3 firsetEnterTime = now.strftime(‘%H:%M:%S’)

4

5 # 고객의 얼굴이 인식될 때마다 리스트에 저장

6 if ret is True:

7 detectTime.append

8 (now.strftime(‘%H:%M:%S’))

9

10 # 고객의 매장 이용 시간 계산

11 useTimr = detectTime[len(detectTime)-1] -

12 firstEnterTime

<표 4> 이용 시간 분석 주요 소스 코드

<표 4>는 고객의 매장 이용 시간 분석 주요 소스

코드이다. firstEnterTime 변수는 고객이 맨 처음 입

장할 때의 시간을 저장한다. detectTime 변수는 고

객이 매장 입구에 있는 카메라에 얼굴이 인식될 때

마다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다. 고객의 매장 이용 시

간은 처음 입장할 때의 시간과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간 데이터를 계산한 값이다.

4. 결론

전국에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음식점

및 매장은 QR코드, 수기 작성을 통한 동선 파악, 온

도 검사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일뿐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이

나 안정적인 영업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OpenCV를 활용한 고객 출입 관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 구성은 하르 기반

분류기를 이용한 ‘이미지 프로세싱 분석’과 ‘고객의

이용 시간 분석’이다. 기대효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 기록 허

위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대형 프랜차

이즈를 제외한 소상공인은 대부분 체계적인 고객 분

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 이에 본 시스템은 소상

공인에게 고객 분석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

가 및 효율적인 매장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

실제 매장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

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한 ICT멘토링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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