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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 운용되어 증가하는 상감시정보의 수요에 응하기 해 지

능형 상감시 기술개발 동향과 용기술에 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상감시정보

의 수요에 응하기 하여 서비스별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 인 상감시를 

한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을 설계하 다.

종  류 설  명
물 체 
분 류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을 분석해 사람, 
차량 는 기타 다른 물체 여부를 분류

이 동
물 체 
추

카메라 가시 역(Filed of View) 내에서 움직
이는 모든 물체를 개별 으로 추

트 립
와 이 어

가상의 경계선으로 외곽경계(Perimeter 
Detection)를 한 침입  감지(Intrusion 
Detection)나 특정 역내 침입감지통과(침입) 
물체 카운 (Object Counting) 

침 입 감 시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방식(트립 와이어를 
통한 침입 감시, 심 역을 통한 침입 감시)
으로 침입 감시 

배 회 물 체

주요 보안시설, 보안 경계지역, 고가품 보
시설 등을 찰할 때 사용될 수 있고, 외부인
/외부차량 출입제한지역 주변을 일정 시간 이
상 배회하고 있는 물체(사람 는 차량)를 감
시

출입통제  
입·출구 

통행 반 
감시

출입통제를 해 카드키 등 출입보안 설비의 
인증확인을 거쳐 출입이 필요한 출입구에서 
인증 차 없이 앞서 통과하는 사람을 따라 
불법으로 출입하려는 사람을 감시

2.2. 지능형 상 감시 용  기술

   재 개발되어 사용 에 있는 지능형 상감시 기술

은 기 으로 객체를 탐지, 분류  추  할 수 있다. 

표 1은 지능형 상감시 용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3].

<표 1> 지능형 상감시 용 기술(계속)

1. 서론

   최근 증하는 다양한 범죄해결 방안으로 상감시정

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공공·민간기 에서의 상감시기

기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 상감시정보는 범죄 방, 교통, 소방, 시설물

리, 사회질서유지 등 여러 방면에 다양하게 도입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감시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수요에 따른 다양한 상

황을 감지하고 많은 양의 상감시기기를 효율 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을 설

계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시스템 설계

를 해 지능형 상감시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 다. 

한 3장에서는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나리오를 정의하

고 시스템을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기술

한다. 

2. 련 연구

2.1. 지능형 상 감시 기술개 발 동향

   지능형 상감시 기술은 제품형태와 응용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능을 구 할 수 있도록 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능형 상분석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문

자인식 기술을 이용한 차량출입통제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 패턴인식 분야인 지문인식 홍채인식, 모바일 PC

에 사용되는 필기체 인식, 2D 바코드 기술, 공장 생산라인

에서의 결함 검사 정도가 부분이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상용화된 제품이 무한 실정이었다. 

   차 지능형 상분석과 련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련 분야의 연구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 이기는 

하나 DVR에서 용될 수 있는 핵심  상분석 기술인 

객체 추출  인식 분야  련 H/W기술은 아직 기 

단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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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물 
손  감 시

일반 으로 시설물을 손시키는 행 는(시설
괴(Vandalism), 낙서그림(Graffiti)) 등을 감시

무단 
방 치물 

감시

심 역 내에 군가에 의해 물체(짐꾸러미, 
가방, 카트 등)가 등장한 후 지정 시간이 
과한 이후에도 계속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는 
무단 방치물을 감시

무단 
이동물체 

감시

박물 , 시회, 고가품 디스 이, 공항, 매
장, 창고 등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매
우 유용한 센서로써 지정해 놓은 물체들이 
사라져 버린 경우 자동 감시

차 량  
번 호  

인 식

통행 차량에서 번호  부 를 정확하게 실시
간으로 발췌할 수 있으며 문자인식(OCR) 엔
진과 연계해 번호 을 인식

<표 1> 지능형 상감시 용 기술

3. 서비 스 맞춤형 상 감시 시스템 설계

3.1. 서비 스 맞춤형 상 감시 시스템 시나 리오

   본 논문에서는 상감기기기를 통해 받은 상감시정

보로 다양한 상황에 한 감지를 하고 처하기 해 서

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1 은 제

안하는 시스템의 시나리오이다.

(그림 1)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 시나리오 

① 상감시기기를 통해 상감시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으로 상정보 송

② 송된 상감시정보를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시스템

을 통해 분석하여 상황 감지

③ 상황이 감지되면 경보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림 

④ 경보를 받은 모니터링 요원의 신속한 상황 처

3.2. 서비 스 맞춤형 상 감시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수요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감

지하고 많은 양의 상감시기기를 효율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

(그림 2)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의 

동작 차는 다음과 같다.

① 상감시기기에서 상감시정보를 분석하기 해서 

상분석엔진으로 송한다.

② 상분석엔진에서는 상감시정보를 엔진을 통하여 

XML 형태의 상분석 정보로 변환시킨다.

③ Parser & Filter 모듈을 통해 XML 데이터를 시스템에

서 사용하기 한 데이터 구조로 가공한다. 

④ 가공된 XML데이터는 상정보 DB에 장된다.

⑤ 시나리오 감지모듈에서는 상정보 DB에 장된 상

정보데이터를 수신하여 상황을 감지하기 해 장된 

선행 데이터와 매칭 시켜 상황을 감지한다. 감지된 상

황은 상황감지 DB에 장하기 해 알맞은 형태로 변

환해 달한다. 

⑥ 상황감지 DB에서는 시나리오 감지모듈에서 분석된 데

이터를 수신하여 장한다. 

⑦ 경보 모듈에서는 장된 상정보데이터와 상황정보 

데이터를 수신하여 매칭 시켜 상황이 발생한 시간정보

를 가지고 경보를 모니터링 모듈로 달한다.

⑧ 모니터링 모듈에서는 경보 모듈에서 보낸 경보를 통해 

신속히 상황에 처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

은 증하고 있는 상감시정보의 수요에 응하기 하

여 서비스별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설계하 다.

4. 결론   

   최근 상감시정보는 범죄 방, 교통, 소방, 시설물

리, 사회질서유지 등 여러 방면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 

운용되면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응하기 해 지능형 상감시 기술의 동향과 용 기술

을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시스템 설계를 하 다.

   제안하는 서비스 맞춤형 상감시 시스템은 상분석

엔진, Parser&Filer모듈, 시나리오감지 모듈, 경보모듈, 모

니터링 모듈로 구성하 다.

   시나리오 모듈에서는 상정보데이터와 선행데이터를 

비교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 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다양한 상황감지를 통한 효율 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상황에 한 감지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범죄  응 상황이 발생 시 이 상황을 감지

하여 신속한 상황 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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