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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curity issue in urban transit system has been widely considered as the common matters after the fire 
accident at Daegu subway station. The safe urban transit system is highly demanded because of the vast 
number of daily passengers, and it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projects. We introduced a test model for 
integrated security system for urban transit system and built it at a subway station to demonstrate its 
performance. This system consists of cameras, sensor network and central monitoring software. We described 
the smart camera functionality in more detail. The proposed smart camera includes the moving objects 
recognition module, video analytics, video encoder and server module that transmits video and audio 
information.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산업의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성장을 비

롯하여 기술력의 확대로 해외의 도시철도 산업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산업의 

발전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지만 이에 따른 안전한 철도환경 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은 사건 이후로 도시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다수

의 승객 운반을 담당하는 도시 철도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기본적 

요구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승객들의 더욱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는 

각종 종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 보안 분야의 기술력은 점차 향상되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도시철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에 단위 모듈 기능 시험을 

위한 지능형 종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응용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지능형 종합 감시 시스템은 도시철도 역

사 및 관련 시설의 영상 감시를 위한 카메라 부분과 주요 시설에 접근하는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한 센서 네

트워크 부분, 영상 및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사건 발생과 관련된 경보를 운영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줘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황 발생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합사령실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도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기존의 카메라를 지능형화 할 수 있는 영상 분석 장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지능형 감시 카메라는 객체 인식을 통해 영상 분석을 하고 기존 아날로그 방식인 CCTV의 상 데이터를 분석

하기 위한 영상분석기와 네트워크로 영상을 압축 전송하기 위한 비디오 서버가 동시에 갖춰져 영상제어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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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역무관리사가 감시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역사에 단위 모듈 기능 시험을 위해 구축한 지능형 종합감시시

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에서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기존의 카메라를 지능형화 하는 방법 및 

구축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능 시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

그림 1. 기존 도시철도 역사의 감시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일반적인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되어있는 종합감시시스템에 대한 구성도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철도 환경에서의 종합감시시스템은 아날로그 감시카메라로부터 영상을 받아 컨버터를 거쳐 멀티비

전에 출력하면 출력한 화면을 운영자가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자 의존적

인 시스템은 대부분 사후 처리를 위한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며 사고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의 사용에는 한계

를 지닌다. 또한 기존 감시시스템은 다수개의 CCTV로 구성된 관제센터에서 운영자가 모니터링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의 집중력과 판단력에 따라 감시 성능이 달라진다. 하지만 사람의 집중력은 20분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동화되고 운영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형 종

합감시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2.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예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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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한다. 기존 감시

시스템 체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한 부분은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의 기능과 운영자의 감시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도록 지능형 감시카메라가 추가되는 부분이다. 지능형 감시카메라는 기존의 카메라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도 운영자의 감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이 탑재되어 자동적으로 영상 내 다

양한 이벤트를 검출하여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종합 관제 센터로 송신하게 된다. 또한 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센서를 연동하여 카메라와 조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들을 지능

형화하기 위하여 영상 분석기와 비디오 서버를 일컫는 비디오 제어기를 설치하여 지능형 감시카메라가 수행

하는 자동 영상 분석 및 종합 관제 센터로의 데이터 송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

하면서 지능형 변환해 줄 수 있으며, 신설 설치 역사에는 새로운 지능형 감시카메라를 도입하면서 설치에 대

한 비용 절감 및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지능형 감시 카메라 및 기존 카메라를 지능형화 하는 방법 및 구축사례에 대해 자세히 논한다.

3. 도시철도 환경에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3.1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앞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은 안전과 사고예방에 대해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지능형 감시 카메라

를 적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기존 일반 카메라에 비디오 제어기를 연결하여 지능형 시스템으로 사용 및 구

축하는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전자의 방법으로의 구축에 대해 논한다. 지능형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은 그림 3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a) (b)

그림 3. 지능형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 방법

(a) 지능형 감시 카메라를 연결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구성도 (b) 지능형 감시 카메라의 상세 기능 설계

   그림 3(a)는 전체적인 구성도를 나타낸다. 지능형 감시카메라는 AF 모듈을 통해 실제 환경 영상을 받아들

여 video analytic module(VAM) 부에서 운영자가 원하는 시나리오 별 감시 기능을 설정하게 된다. 기능을 

설정한 후 network processor engine(NPE) 부를 거쳐 분배기를 통해 PC 클라이언트 및 종합사령실과 인터

페이스가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는 본 연구개발에서 영상 제어 소프트웨어로 불리며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

과 카메라의 다양한 환경 기능에 대해 설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종합사령실

(CMS)로 자동적으로 송신이 되며 종합사령실은 그 정보를 받아 저장하고 운영자에게 자동 알림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3(b)는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입력 장치인 지능형 감시 카메라의 각 

부분별 주요 동작 기능에 대해 도식화 한 것 이다. AF 부는 CCD 렌즈와 P/T 보드로 구성되어 영상을 입력

받는 역할을 하며, VAM 부에서는 운영자를 대신하여 자동적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알고리즘이 탑

재되어 있다. NPE 부에서는 핵심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 분석한 결과 및 이벤트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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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일반 카메라에 비디오 제어기를 연동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 방법

(a) 비디오 제어기를 연결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구성도 (b) 비디오 제어기의 상세 기능 설계

   그림 4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 기존 일반 카메라와 비디오 제어기를 연동하여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 현재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설

치한 지 오래되고 현재 출시되는 제품들에 비해 저사양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모듈을 탑재하여 지능형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에서는 비디오 제어기 부분을 카메라와 연동하여 

시스템 자체를 지능형화 하여 구축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4(a)를 보면 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아날로그 카메라와 비디오 제어기 부인 영상 분석기와 비디오 서버를 연동하여 클라이언트와 CMS로 연

결되어 이벤트가 송신하도록 구축하였다. 일반 카메라에 비디오 제어기를 연동하면 그림 3의 지능형 감시 카

메라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카메라를 활용하면서도 지능형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림 

4(b)는 비디오 제어기의 상세 기능을 설계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능형 감시 카메라의 VAM 

부와 NPE 부가 각각 영상분석기, 비디오 서버에 탑재되어 있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2 단위 기능 시험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례

그림 5. 역사에 설치된 단위 기능 시험을 위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설치 구성도

   위의 절에서 제안한 지능형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의 단위 기능 시험

을 위해 서울메트로 협조 하에 역사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는 역사에 시스템 단위 기능 시험

을 위한 설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모두 역무실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역무실 내 DVR로 들어오는 감시 카메라들의 아날로그 영상 중 단위 기능 시험을 위한 영상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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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선택한 영상 채널을 비디오 송수신기를 이용해 LAN(RJ45)으로 변경 전송하게 된다. 변경 전송하는 까닭

은 영상을 시험 센터까지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 거리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노이즈의 최소화도 가능하기 때

문이다. 이렇게 전송된 LAN 영상을 단위 기능 시험 센터 내에서 다시 비디오 송수신기를 이용해 아날로그

(BNC) 영상으로 변환하게 된다. 변환한 영상을 비디오 제어기인 영상분석기와 비디오 서버로 연결하여 최종

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지능형 감시 카메라의 단위 기능 시험도 함께 진

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는데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에서 LAN을 이용해 단위 기능 시험 센터의 PC로 연결이 

되도록 구축하였다.

4.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위의 3장에서의 제안한 시스템 구축 방법으로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비디오 제어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논한다. 단위 기능 시험은 수서역, 충무로역 및 수서역 차량기지에서 협조 하에 

진행되었으며 기능 시험의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도시철도 환경에서 시나리오를 연출하여 정확한 검

출을 하는지 실험하였다. 시험 방법은 지능형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벤트를 발생하여 송신하는 상황 결과

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한 데이터가 많은 관계로 수서역 및 차량기지에서의 실험 중 일부를 소개

한다.

   

 

(a) 무임승차 감시 단위 기능 시험    (b) 진출입 승객들의 이용 현황 단위 기능 시험

 

         (c) 위험물 감지 단위 기능 시험         (d) 공공시설물 도난 감지 단위 기능 시험

 

(e) 출입자 감지 및 자동 추척 단위 기능 시험 연속 프레임

그림 6.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한 결과 영상

   그림 6은 앞 장에서 설명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축하여 실제 역사에서 실험을 

한 결과이다. 그림 6의(a)부터 (d)까지는 수서역의 실험 결과로서 일반 카메라와 비디오 제어기를 연동하여 

실험한 방법이고 그림 6의 (e)는 수서역 차량기지에서의 단위 기능 시험의 장면으로 지능형 감시카메라를 이

용한 방법이다.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객체가 사라질 때까지 연속적인 실험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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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동 추적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각각마다 한 장소에서 5분 단위로 3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분당 

1번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벤트가 정확한 검출 여부 및 CMS로의 자동적 이벤트 송신이 이루어지는지를 파

악하였다. 실험 결과 위의 환경에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중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비디오 제어기는 도표 

1과 같은 정량적인 성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동 추적 기능은 타 사 제품과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타 사 제품은 추적 중인 객체 외에 다른 객체가 지나가면 추적 중인 객체를 놓

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자 사 지능형 기능은 원하는 관심 객체를 끝까지 잘 추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벤트 발생 또한 제대로 CMS에 송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연구 개발한 지능형 감

시 카메라의 성능 시험 뿐 아니라 기존 역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을 성공적

으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도표 1.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방법에 따른 역사에서의 실험 결과

그림 이벤트 유형 구축 방법 이벤트 횟수 에러 횟수 성능(%) 에러발생 원인

6(a) 무임승차 일반카메라

+

비디오제어기
각 15회　

- 　100% -

6(b) 진출입승객감시 - 　100% -

6(c) 위험물 감지 1 　93% 오판단

6(d) 시설물 도난 감지 2 　87% 객체의 가려짐

6(e) 출입자 자동 추적 지능형 감시카메라 타 사 제품과의 성능 비교로 표현(본문)

5. 결론

   본 논문은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을 실제 역사에 구축하고 자동화된 영상 분석 기능에 대해 실험한 결과

에 대해 논하였다.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은 본 연구개발품인 지능형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법과 

기존의 카메라를 비디오제어기인 영상분석기와 비디오서버를 연동하여 구축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세하게 기

술하였다. 또한 실제 역사에서의 구축 방법에 대해 도식화하여 설명하였고, 구축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이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하였으며 4장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자동 영상 분석 및 네트워크 이벤트 전송 등에 대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영상 

분석 성능 역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즉, 본 연구개발을 통해 제안한 지능형 종합감시시스템은 설치가 용이

하고 호환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능형 감시 카메라와 비디오제어기를 이용

하여 CMS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실험 외에 센서와 감시 카메라를 연동하여 CMS로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에 대한 실험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서

와 지능형 감시카메라를 활용한다면 폭 넓은 유형의 감시뿐 아니라 CMS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더욱 정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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