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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를 이용한 지하공동구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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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re High-Tech City developed, the more Utility-Pipe Conduit becomes necessary. 

However,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s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accid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on the effective way using the CCTV Camera.

1. 서 론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수요가 확 됨에 따라 공  처리시설이 

도시 기반시설로 그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공동구는 경제 , 사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시의 필수시설이 되었으며, 도시경  향상  교통문제 해결, 지하 공간 활용

을 통한 재해 방지, 리상의 경제  효과, 미래 기반시설 수요에 응하기 해 공동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 공동구를 리하는 방법은 사람이 직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고의 부분은 분단 로 큰 재앙으로 돌변

할 수 있기 때문에 응 방법으로 하기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동구를 일상 인 리뿐만 아니라 사고에 즉각 인 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모자익

2.1 연구 방법

미래 u-City 등 첨단 도시로 발 할수록 공동구는 필수 이나, 지상과 다르게 공동구 

리는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그 공간의 넓이가 크고 시설물이 

조 하게 설치되어 있어, 인력에 의한 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그림 1]

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공동구 리 방법은 사람이 직  내․외부를 주나 

일단 로 육안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년당 4회 수용  유 기 과 합동으로 구조물  

시설물의 기능을 정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방법은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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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해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CCTV 카메라로 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CCTV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상 검은 상시 검과 일상 검으로 세분화하고, 정기 검은 상

시 검과 일상 검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정기 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해 상

시 검에는 일을 이용하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일상 검은 상처리 기법  모자익

(Mosaic)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CCTV 카메라를 이용한 공동구 모니터링 방법

2.2 모자익 실험(공동구 내부 고정형 카메라)

TestLab(실증실험장)내 30m 길이의 공동구에서 고정형 CCTV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자

익 실험을 진행하 다. 재 상시 검을 한 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CCTV 카메라를 이용한 모자익 실험을 진행하 다.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 일상정검을 보다 더 정 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 다양

한 상처리 기법들을 사용하며 이 의 균열이나 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모자익 실험

3. 결 론

 

도시가 발 함에 따라 처리공  시설인 기반시설 한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 공동구의 사고에 한 응 기술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공동구의 열악한 환

경에서 사람이 직  육안으로 리함으로써 오는 험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

구의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험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즉각 인 

처로 소 한 인명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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