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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안에 한 심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과 주변 사회의 환

경을 격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보안 장비들은 녹화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함에 

따라 장매체의 용량에 한 문제와 리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안 시스

템이 기본 으로 갖춰야 하는 모니터링, 녹화, 재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규모 장장치에 한 필

요를 배제하기 해서 ESD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 치 이상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그 화면을 기

록하며 JPEG format 방식을 채택하여 용량에 따른 부담을 인 보안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보안에 한 의식과 개인의 환

경을 격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보

안 장비들은 녹화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함에 따라 방 한 

장매체에 한 리의 필요성이 항시 존재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한 기존 보안 로그램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규모의 장장치에 

한 필요를 배제하기 해서 확장된 작은 다이아몬드 탐

색 알고리즘(expanded small diamond search, ESDS)[2] 

[4]을 이용하여 기 치 이상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에 한

해서 그 화면을 기록하 고 용량에 따른 부담을 이기 

해 Bitmap format 신 JPEG format 방식을 통한 리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는 상을 

획득함에 있어 필요한 련연구에 해서 살펴본다. 3장에

서는 본 시스템의 체 구성과 기본 설계에 해서 소개

하고, 4장에서는 실제 구 된 본 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과

를 기술 하 다. 끝으로 5장에서 결론  향후 보안 시스

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해 논의 하 다.

2. 련연구

2.1 다이아몬드 탐색 알고리즘

  다이아몬드 탐색(Diamond Search, DS) 알고리즘은 (그

림 1)과 같이 LDSP(Large Diamond Search Pattern)와 

SDSP(Small Diamond Search Pattern) 두 가지 패턴을 

사용한다. LDSP는 9개의 탐색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SP는 5개의 탐색 으로 구성되어 있다. 

  DS 알고리즘의 탐색과정은 심에 치한 탐색 에서 

최소블록왜곡(Minimum Block Distortion, MBD)값이 구해

질 때까지 LDSP를 반복 으로 용하고, 만약 심에 

치한 탐색 에서 MBD 값이 구해질 경우 마지막 단계로 

SDSP를 용한다. SDSP의 5개 탐색 들 에서 MBD 

값을 갖는 탐색 을 그 블록의 움직임벡터로 고려한다.

(그림 1) DS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LDSP와 S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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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에서의 컬러 표

  우리가 컬러 상정보를 인지하는 방법은 세 가지 지각 

변수로 분류되는데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

(brightness)[1]가 그것이다. 한 높은 비를 가지는 

상들은 어두운 역과 밝은 역의 범 가 크고 상이 

도를 으로 잘 표 한다. 비(contrast)는 상의 가

장 어두운 역으로부터 가장 밝은 역의 범 를 말하며

Contrast의 범 는(식 1)과 같이 수학 으로 표 되어 나

타낸다.

         
MAX MIN

MAX MIN

I IContrast
I I

−
=

+            (식 1)

   여기서      와     은 어떤 역이나 상의 명암도

의 최 와 최소값이다. 상의 비가 증가하면, 찰자는 

더욱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상에서의 정보의 총

량은  증가하지 않는 순수한 지각 작용이다. 우리의 

지각 작용은 순수한 도의 강도에 민감하기 보다는 도

의 비에 더 민감하다.

2.3 상 획득과 Image Filtering

  상획득이 발 하게 된 주요 원인은 하결합소자장치

(Charge-Couple Device ; CCD)의 발명이다. 이 의 상 

획득 장치와 비교하여 CCD는 작고, 값 싸며, 빠르다. 

CCD는 폐된 공간에 있는 집 장치들의 배열로 입사되

는 자 에 지의 패턴을 이산 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하도록 설계되었다. CCD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째는 자 에 지를 기 하로 변환하는 것이고, 다음은 

이 하를 독할 수 있도록 하를 이리 리 이동한다.   

  이 게 하를 이동시키는 처리는 버킷 리게이드

(bucket brigade, 하를 소화하기 한 버킷 릴 이의 

)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의 값이 독된 후에는 다른 모

든 나머지 값들은 그에 따라서 시 트(shift)한다. CCD를 

독하는 것은 시 트 지스터로부터 일련의 데이터 스

트림을 독하는 것과 유사하다. 충분한 독이 이루어 지

면, 아래 (그림 2)과 같이 그 데이터는 다음 독을 해 

시 트된다.

   original Image Intensity

   Initial Values in CCD

   After First Read

   After Second Read

           (그림 2) CCD 동작

  획득한 이미지에 잡음(noise)이 있다고 할 때 잡음의 성

질을 이용하여 잡음 제거를 행하는 수법인 smoothing기법

으로는 잡음이나 에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흐리게 해 

버리기 때문에 잡음은 제거할 수 있어도 원하는 결과 

상이 흐리게 되고 만다. 이와는 달리, 훌륭하게 상 데이

터의 에지를 흐리게 하지 않고 잡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미디언(Median) 필터[1] 기법이다. 

  (그림 3)와 같은 농도를 가진 상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3x3의 역내(굵은 선)의 9개의 화소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2  2  3  3  ④  4  4  5  10

    

 ⇨

(그림 3) 일반 인 화소값을 구하는 

 

  이 때의 앙 값(이것을 median이라 한다)은 9개의 화

소를 기 으로 하므로 왼쪽에서 5번째에 치한 포인트

으로 구할 수 있는 4가 농도값이 된다.. 의 에서 10이

라고 하는 원래의 화소는 잡음 성분이 었는데, 확실히 제

거 되었다. 이것은 주변과 비교하여 극단 으로 농도의 차

이가 있는 것은 크기의 순서로 나열했을 때, 왼쪽이나 오

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앙값으로 선택되지 않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미디언 필터(Median Filter)는 어떤 화소 

주변의 역내의 화소 농도의 간값을 구하여 원하는 화

소의 농도로 처리하는 것이다.

3. 제안하는 시스템

3.1 시스템 기본 구성

  시스템 설계의 기본 구조는 (그림 4)과 같으며 카메라 

상이 메인 로그램에 송되고 메인 로그램은 재생, 

보안계획, 이미지 보정, 통계, 옵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시스템 구조 차트

4 4 3 5

2 10 3 4

5 2 4 4

4 4 3 5

2 ④ 3 4

5 2 4 4

MINIM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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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모듈에서는 탐지 역 지정  감도를 설정하고 

JPEG 압축으로 녹화를 하며 보안계획 모듈에서는 이  

녹화 일의 재생과 앞으로의 침입탐지에 한 보안설정

을 할 수 있다. 이미지 보정 모듈에서는 이미지 필터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상을 획득할 수 있고, 통계 모듈에서

는 일별, 월별, 연간 통계를 보여주며 옵션 모듈에서는 비

디오 설정, 일 장기간 설정, 사용자 계정 설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3.2 시스템 설계

  기본 인 시스템의 설계는 먼  특징 지어지는 주요 기

능별 Class를 선정하고, 그 Class를 각 기능별 Class를  

모두 포함하게 될 로그램의 핵심 공간인 Main 

Application에 구성하 다. 그러나 가장 요한 기능인 

Image의 획득과 련된 부분은 Main Application부분에

서 직  개발하 다.

가) Camera → Main Application

   (이미지에 한 검사  장)

     설치되어진 Camera에서 받아들여진 이미지 정보는  

일단 Main Application의 이미지 검사의 단계를 거쳐

서 설정 감지도에 따라 장되어지거나 버려지게 된다.

     일단 받아들여진 이미지의 경우 JPEG으로 압축되게  

되며 이는 *.idx  *.ime의 확장자 명을 가진 본      

로그램의 기본 file 확장자로 변형된다. JPEG으로 생

성  되어지는 시간과 Size  감지도를 포함하게되는 

정보의 부분은 *.idx의 file로 실제의 Image의 경우는 

*.ime의 file로 각각 장된다. 이 때의 정보들은 

DataBase로 장된다.

나) Main Application  → Play

     이미 장되어지거나 생성되어지는 Image의 경우    

   Client가 재생을 선택하여 동 상처럼 볼려고 할 때마  

   다 DataBase에서 해당 file을 찾고 찾아진 file은 재생  

   Class에서 화면에 재생하게 된다.

다) Main Application  → Filtering

     재생 이거나 Capturing된 상은 Filtering Class로  

   가서 Image의 보정작업이 수행된다.

 

라) Scheduler → DataBase or Play Class

     Scheduler에서 설정에 련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정보는 DataBase에 남겨지게 되고 이후 Main      

   Application  부분에서 그 설정 data에 따라 녹화시작  

   과 끝을 자동으로 check하게 된다. 한 Scheduler에서  

   는 과거일에 한 녹화 file을 재생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림 5) Data Flowchart

3.3 움직임 탐지

  사용자가 지정한 수치를 벗어나면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녹화한다. 이 구  부분은 callback function내에서 있다. 

메모리를 잠시 장하고 재의 메모리를 비교 하여 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움직임을 탐지한다. 움직임 탐지에 

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LRESULT CALLBACK FrameStreamCallbackPr oc(HWND 
hwnd, LPVIDEOHDR lpVHDR) {
for (nOffset = 0 ; nOffset <(int)lpVHDR-> dwBuffer 

Length; nOffset++) {   

     // 재 픽셀 이미지 

     pixel = *(lpVHDR->lpData + nOffset);  

     // 픽셀을 하나 얻어와서 기존과 다를 경우

     if (pixel > *(g_pOldImageBuffer + nOffset))

     { // sw2 : 민감도 

     if(pixel - *(g_pOldImageBuffer + nOffset) >     

       (int)sw2) // 민감도보다 크면 {

     // 사용자 역 감시 루틴

     if(g_Recording) {

     if( (x/m_fDiv >= g_UserDetectRect.left &&     

     x/m_fDiv <= g_UserDetectRect.right) && (    

     240-y >= g_UserDetectRect.top && 240-y <=  

     g_UserDetectRect.bottom ))

         dwUserDetectCount++;

     }                          

         if(g_bMoveRect) // 감지 센서 {

             if(pixel - *(g_pOldImageBuffer +       

             nOffset) > (int)sw2+30)

             {

...... }

  

  본 시스템에서 사용할 알고리즘은 3 단계 탐색

(three-step search, TSS)[3] 차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

인 3단계 탐색(efficient three-step search, ETSS)[5]에

서 더욱 발 한 ESDS[2][4]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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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방법으로 움직임을 탐지한다.

(그림 6) ESDS 알고리즘을 이용한 움직임 탐지 동작

4. 구   성능평가

   (그림 7)은 실제 본 시스템을 구 하여 실제로 동작하

는 화면을 보여 다. 본 시스템은 침입 탐지 기능외에 재

생, 녹화, 사용자 역 지정 감시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PC 카메라에서 상을 받아오면 블록으로 나 어 

설정한 감지도 이상의 움직임이 발생할 시에 장을 시작

하는 과정을 시험하 다. 한 자체 인 JPEG Player를 

개발하여 JPEG format으로 장된 상을 재생할 수 있

도록 하 으며 사용자 역 지정 움직임 탐지등의 기능이 

제 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 다.

   본 시스템을 원활히 구동하기 해서는 도우 기반의 

OS를 지원하는 컴퓨터와 512M 이상의 RAM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지도 설정  사용자 역 지정으로 외부환경에 

향을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움직임의 감지는 정확하게 

감지되었으며  역을 설정한 후의 감지도 성공 으로 

동작하 다.

(그림 7) 움직임 탐지 모니터링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ESD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 치 이상

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화면을 기록함으로써 효

율 인 상 획득 방안을 제안하 고 이로써 기존의 보안 

장비들이 가지는 장매체의 용량에 한 단 을 극복하

다. ESDS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의 실제 구

과 동작원리 분석을 통해 역 지정 감시  재생, JPEG 

format 압축으로 인한 장공간의 용량을 폭 이게 되

었다.

  향후 과제로는 움직임 감지가 발생될 때마다 증가하는 

CPU 사용량에 따른 보다 효율 인 알고리즘의 설계  

구 과 무선통신과 연동하여 거리상의 제약이 없는 시스

템으로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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