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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수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로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는 보안 감시 시스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CCTV를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했다. Xcode를 사용하여 개발

된 어플리케이션은 폐쇄적인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효율적이

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은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상황 알림보고 및 상황 인지 추

론 결과를 원격의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은 이벤트 발생시의 push 알림,

SNS(Social Network Service) 연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카메라의 화면을 스트

림 해줄 서비스는 Wirecast와 Wowza media server를 이용한다. Wowza stream engine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돕는 개

발규격에 맞춘 URL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

되는 자원 소모에 관련된 성능분석을 보였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CTV Remote Real-time Monitoring

and Context Reporting System using X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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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wide area surveillance system including many CCTVs, application for remote realtime monitoring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applications using Xcode provide secure administrator interface from headquarters.

Through the efficient and intuitive interface, it delivers real-time context reports and inference results. For the user

convenience, it includes push alarm of events, SNS, Media streaming service for real-time monitoring uses

Wirecast and Wowza media server. Wowza stream engine provides URL accommodating development specification.

Mobile devices can receive real-time stream data.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rocessing i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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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12 2012.12 2013.12 2014.11

SKT 11,085,192 15,978,717 18,286,407 19,473,369

KT 7,653,303 10,250,998 11,287,956 12,353,195

LGU+ 3,839,913 6,497,534 7,942,209 8,559,979

합 계 22,578,408 32,727,249 37,516,572 40,386,543

1. 서 론

최근 L사에서 가스밸브 원격제어 홈 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를 출시했다[1]. 집이 아닌 밖에서

도 가스밸브를 여닫을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격 진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2]. 이러한

사례들은 대중의 관심이 속도와 편리성은 물론,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

를 얻을 수 있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

터스 환경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5]. 이는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와도 연관되며, 24시간 365일 제

공되어야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일 경우 근무자의

작업 환경 확장이 근무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된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인구 비율의 변화는 표 1과 같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6]. 또한 모바일 앱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새로운 개발 기술이 도입되

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CCTV 기반

의 보안 시스템은 정해진 장소에서 중앙 관제센터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속을 금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CCTV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

하여 중앙 관제 시스템을 확장하는 원격관리 부가 시

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자가 관제 시스템

을 벗어나 이동 중에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상황

알림보고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보안 감시 시스템

의 유용성을 높이기위한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Xcode를 사용하여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은 폐쇄적인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확장

된 안전한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물리보안을 위한 시스템에 정보 보안 기술을 융합

함으로써 관리자의 활동 영역을 안전하게 넓히게 되

었으며, 성능도 좋음을 보였다.

<표 1>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전체 원격 관

리 시스템의 구조를 보이고, 3절에서 각 하위 시스템

의 설계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4절에서 성능 분석을

하고,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원격 관리시스템의 구조

Xcode 는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용 어

플리케이션 개발도구이다[7]. 애플사의 스마트 기기는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많아, 수출을 염두에 두는 기업

은 이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Xcode를 이용한 원격 관리시스템의 전체 구조도는 그

림 1과 같다. 관리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인증을 위한 로그인을 거쳐야한다. 전

체 시스템은 시작 시점에 로그인 화면을 띄워 접속에

제한을 둘 뿐 만아니라, 사용자 수준별 권한 부여가

이루어진다. 이는 감시 시스템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

인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이다. 로그인

후 화면에 tab bar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메뉴 선택함

에 있어 편리하도록 했다. 각 Tab은 그림 1의 상단에

나열된 바와 같이, 개발자용 서비스, Google map vie

w 기반 서비스, 녹화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Ima

ge map view 기반 서비스, SNS view 기반 게시판

등의 메뉴를 나열한다. Google map view 기반 서비

스는 Google map 위치기반 카메라 annotation 표시,

실시간 스트리밍, 이미지 기반 카메라 버튼 표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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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전체 구조도

하위 메뉴로 가진다. 구글 맵의 카메라 위치 pin의 추

가기능에 실시간 스트리밍, 관리자에게 이메일 및 문

자 보내기를 넣었으며, 이벤트 발생시 push 알림 메

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스템 요소 설계 및 구현

운영체제는 iOS 7.1 이상, 모바일 기기는 iPhone 4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iPad를 포함한다. 관리자는

사설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CCTV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

다. 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해 미디어 서버인 Wowza

media server[8]와 Wirecast[9]를 연동하여 모바일에

서도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2 (a) 과 같이 Google map에 카메라 아이

콘의 annotation을 추가하였다. 각 annotation은 카메

라 ID를 보여주고 위도, 경도 값을 좌표에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좌표에 지정할

값을 property list에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카메라 각각에 대한 더 보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버튼인 ‘관리자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SMS 및 이메일 인터페이스를

도입해 손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

시간 스트리밍’기능으로 원격지의 CCTV의 화면을 사

용자 모바일의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d)는 그림 2 (a)와는 다르게 Google map v

iew가 아닌 광양제철소 사진을 바탕으로 하는 Image

map view 위에 CCTV모양의 아이콘을 배치했다. 그

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해당 위치에 있는 CCTV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림 2(d)에서는

테스트용 CCTV 3개만 보이지만, 실제로 광양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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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시스템 요소 예

안에는 많은 카메라들이 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플

리케이션이 있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SNS는 높은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계에 대한 불편 사항이라든지, 질문

답변 형식의 글을 게시하는 커뮤니티 어플은 널리 퍼

져있지 않다. 그래서 Xcode에서 제공하는 Webview

를 사용하여 SNS를 기존 어플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에서는 트위터[10]를 예로 들

어 구현하였다. 비단 공지사항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어플에 관한 불편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었으며 외부 사이트와의 연동도 가능하다.

Push 알림 기능은 흔히 메신저 앱에서 볼 수 있다.

CCTV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에서도 위급한 상황

알림 또는 이벤트 발생 알림을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리 시스템에 포함된 CCTV는 Tracking 기능

을 탑재하고 있다[11]. 카메라는 오브젝트를 감지하면

곧바로 그 움직임을 따라간다. 관리자는 CCTV가 설

치 된 구역에 접근 불가능한 시간을 지정하여 오브젝

트가 탐지되면 상황을 보고받으려 한다. 이 때, CCT

V가 오브젝트를 감지하면 위험이라 결론짓는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푸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추론 시스템의 간단한 예이

다. 추론 시스템[12]은 중앙 관제 시스템에 속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Push 알림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Key chain acces

s창을 통해 인증서를 요청한다. 후에 개발자 등록을

하고 요청했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Xcode에서

알림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고 php를 작성하여 알림

메시지를 지정하도록 한다. 구현 시에 어플리케이션에

디바이스 토큰 넘버를 입력하여 연동한다.

관리 시스템에 사용된 CCTV는 많은 기능을 제공

한다[11]. 그 중 CGI(Common Gateway Interface) qu

ery를 사용하여 CCTV의 PTZ(Pan, Tilt, Zoom)값을

받아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상황인지 추

론에 활용한다. 온톨로지와 추론시스템을 이용해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이상 상황을 탐지한다[12].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CCTV의 PTZ값을 받아오는 시간주기를 설정한

다. 기존의 PTZ값과 시간 간격 이후 PTZ값을 비교한

다. 다를 경우 그림 3과 같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상

황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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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ush 알람 예
(그림 4) Wowza 연결신호 및 사용률 통계

4. 성능 분석

전체 시스템을 통하여 발생하는 지연시간 

의 대표적인 항목은 그림 2에서 볼 때, 식 (1) 과 같

다.

       (1)

는 중앙관제센터에서 발생되는 지연시간이고,

는 Wirecast, 는 Wowza media server,

는 Xcode 어플리케이션에서 각각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다.

여기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의 흐름을 살펴보

자. Wirecast는 Wowza Media Server에 CCTV의 스

트림 화면을 전송한다. Wowza stream engine은 미디

어를 스트림 해 줄 URL을 개발규격에 맞춰 제공한다.

iOS 뿐 아니라 Android 개발에도 유용하다.

Stream 전달에 있어서 제일 비중이 큰 부분은 Wo

wza Media Server를 통하는 과정으로, 그 성능분석

결과는 그림 4에 보인다. Wowza media server 접속

자가 변화함에 따른 연결 수와 사용률 통계이다.

그림 5는 Wowza media server의 송수신 시그널

개수,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률 및 네트워크 대역

폭 사용 변화량을 그래프로 보인다. 네트워크 연결 개

수의 변화량이 메모리나 CPU 사용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Wirecast와 Wowza

Media Server의 운영이 전체 시스템의 규모 확장에

대해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a) 네트워크 연결 개수의 변화량

(b) 메모리 사용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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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PU 사용 변화량

(d)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변화량

(그림 5) Wowza 서버의 성능 변화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는 보

안 감시 시스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CCTV를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

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했다. 이는 유

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관제 시스템의 범위 확대를 위한 것이다. Xcode

를 사용하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폐쇄적인 중

앙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상황 알림보고 및 상황 인지 추

론 결과를 원격의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

의 편의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은 이벤트 발생시

의 push 알림, SNS(Social Network Service) 연

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Wirecast와 Wowza media server를 이

용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원 소모에 관련

된 성능분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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