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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Windows에서
OpenCV 사용하기

(환경 변수 설정 없이 opencv 환경 설정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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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OpenCV 다운로드하기

• www.openc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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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OpenCV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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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V 사용 환경 설정
: OpenCV 다운로드한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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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v 설치 위치가 C:\opencv이고, 64-bit 윈도우에서 Visual Studio 2017 또는 Visual Studio 2019를 쓴다고 가정)

*주의 vc15가 Visual Studio 2017 또는 Visual Studio 2019에 해당하는 컴파일러 버전이다.
vc14는 Visual Studio 2015 컴파일러 버전이다.



Visual Studio (VS) 설정하기

• Configuration 바꾸어 x64 플랫폼으로 설정하기

• openCV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기

• openCV 라이브러리 및 헤더파일 경로 설정하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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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 New projec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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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 New projec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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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설정하기

• Configuration 바꾸어 x64 플랫폼으로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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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설정하기

• Configuration 바꾸어 x64 플랫폼으로 설정하기

 빌드 > 구성관리자 메뉴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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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프로젝트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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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Project 속성 설정: 헤더파일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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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 속성 > VC++ 디렉터리

> 포함 디렉터리에 다음 줄 추가

C:\opencv\build\include

C:\opencv\build\include\opencv2

(두 항목은 세미콜론(;)으로 구별합니다)

• 추가한 뒤에 “적용“

경로 확인!

Opencv 설치된 경로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링커 > 일반 >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터리에 다음 줄 추가, 적용

C:\opencv\build\x64\vc15\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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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Project 속성 설정: 추가 라이브러리 설정

Opencv 설치된
경로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VS Project 속성 설정: 추가종속성 설정
• 링커 > 입력 > 추가종속성에 다음 줄을 추가하고 “적용”

opencv_world420d.lib (Debug용)

opencv_world420.lib (Release용) 

주의) 위 두개의 라이브러리 화일을 같은 구성에 모두 추가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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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확인!



VS Project 속성 설정: 디버깅 설정

• 구성 속성 > 디버깅 > 환경에 다음 줄을 추가하고 “적용”

PATH=C:\opencv\build\x64\vc15\bin;%PATH%

15



예제 코드 실행 : New file 생성

• 소스 파일

> 추가 > 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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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 실행 (ctrl+F5를 눌러 실행)

데스크탑에 있는 ‘lena.png’라는 예시 이미지 파일을 출력
예시 코드 작성해 보실 때, 이 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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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 실행 결과 확인
아래 화면과 같이, 이미지 파일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면 문제없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 Debug mode property에서 지정된 OpenCV의 lib 파일명에 d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예: opencv**d.lib)

• Project의 folder 명 혹은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Debug mode를 Release mode로 바꾸어 볼것

• 주의) Release mode에서 Property를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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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CV가 Visual Studio에서 실행이 안
될 때 check list



부록1-2: Windows에서
OpenCV 사용하기

(opencv 설치위치를 windows 환경변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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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V 사용 환경 설정
: OpenCV 다운로드한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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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cv 설치 위치가 C:\opencv이고, 64-bit 윈도우에서 Visual Studio 2017 또는 Visual Studio 2019를 쓴다고 가정)

*주의 vc15가 Visual Studio 2017 또는 Visual Studio 2019에 해당하는 컴파일러 버전이다.
vc14는 Visual Studio 2015 컴파일러 버전이다.



OpenCV 사용 환경 설정
: 환경변수 (OPENCV_DIR)설정

• 관리자 권한으로 cmd 창을 열어서 다음 명령어 실행

>setx –m OPENCV_DIR C:\opencv\build\x64\vc15

(opencv 설치 위치가 C:\opencv이고, 64-bit 윈도우에서 Visual Studio 2017 또는 Visual Studio 2019를 쓴다고 가정)

*주의 vc15가 Visual Studio 2017 또는 Visual Studio 2019에 해당하는 컴파일러 버전이다.

vc14는 Visual Studio 2015 컴파일러 버전이다. 22



OpenCV 사용 환경 설정
: 환경변수 (OPENCV_DIR) 설정

• 관리자 권한으로 cmd 창을 다시 열어 환경 변수 설정이 잘 되었나 확인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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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VS) 설정하기

• Configuration 바꾸어 x64 플랫폼으로 설정하기

• openCV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기

• openCV 라이브러리 및 헤더파일 경로 설정하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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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 New projec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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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 New projec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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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설정하기

• Configuration 바꾸어 x64 플랫폼으로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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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설정하기

• Configuration 바꾸어 x64 플랫폼으로 설정하기

 빌드 > 구성관리자 메뉴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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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tudio 프로젝트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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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Project 속성 설정: 헤더파일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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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 속성 > VC++ 디렉터리

> 포함 디렉터리에 다음 줄 추가

$(OPENCV_DIR)\..\..\include

$(OPENCV_DIR)\..\..\include\opencv2

(두 항목은 세미콜론(;)으로 구별합니다)

• 추가한 뒤에 “적용“

경로 확인!



• 링커 > 일반 >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다음 줄 추가, 적용

$(OPENCV_DIR)\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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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Project 속성 설정: 추가 라이브러리 설정



VS Project 속성 설정: 추가종속성 설정

• 링커  입력  추가종속성에 다음 줄을 추가하고 “적용”

opencv_world420d.lib (Debug용)

opencv_world420.lib (Release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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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확인!



VS Project 속성 설정: 디버깅 설정

• 구성 속성 > 디버깅 > 환경에 다음 줄을 추가하고 “적용”

PATH=$(OPENCV_DIR)\bin;%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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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Mac OS X에서
OpenCV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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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브루(Homebrew)로 OpenCV 설치

/usr/bin/ruby -e "$(curl -fsSL https://raw.githubusercontent.com/Homebrew/install/master/install)"

• 홈브루(Homebrew)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homebrew를 설치해줍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이어서 homebrew로 opencv를 설치합니다.

• 아래 명령어를 복사하여 터미널에 입력하면 homebrew설치가 시작됩니다.

brew update
터미널에, 명령어를 차례로 입력하여 opencv를 설치합니다.

brew install open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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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 upgrade opencv



2. Xcode 설치

https://developer.apple.com/xcode/download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 뒤 Xcode 11.3을 설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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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code 설치

다운로드 받은 Xcode_11.3.xip를 “더블클릭”하여 xip파일을 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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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de를 실행하기 위해 OS 버전
업데이트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

으니 주의하세요!



3. Xcode 에서 프로젝트 생성

설치가 완료되면 Xcode를 실행한 후, File > New > Project를 클릭합니다.

38



3. Xcode 에서 프로젝트 생성

‘macOS → command Line Tool → Next’ 차례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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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code 에서 프로젝트 생성, 환경 설정

원하는 ‘Product Name’ 입력, ‘Language’ → ‘C++’ 로 설정한 후 ‘Next’ 클릭

40



4. Xcode 에서 프로젝트 환경 설정

생성된 프로젝트의 환경 설정을 위해 Build Settings 탭을 눌러줍니다.

① 누르고 ②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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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code 에서 프로젝트 환경 설정

검색창에 ‘search path’ 검색하여
‘Search Paths → Header Search Paths, Library Search Paths’ 에 다음과 같이 입력

/usr/local/lib

/usr/local/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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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local/include/opencv4



4. Xcode 에서 프로젝트 환경 설정

• Linker Flags 설정값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설치된 opencv 버전을 알아봅니다.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어 입력한 결과가 opencv 버전입니다.

ls /usr/local/Cellar/opencv

• 다음으로 아래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한 결과를 복사해줍니다.

pkg-config --cflags --libs /usr/local/Cellar/opencv/(설치된 opencv 버전)/lib/pkgconfig/opencv4.pc

4.2.0_1

Ex)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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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code 에서 프로젝트 환경 설정

다시 Xcode의 Build Settings 검색창에 ‘other linker’ 검색하여
‘Linking → Other Linker Flags’ 에 앞서 복사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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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제 코드 실행 결과 확인

다음과 같은 예제 코드를 입력한 후, ‘command + R’ 을 눌러 실행 결과 확인

데스크탑에 있는 ‘lena.png’라는 예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예시 코드 작성해 보실 때, 이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경로와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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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제 코드 실행 결과 확인

아래 화면과 같이, 이미지 파일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면 문제없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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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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