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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TV는 다양한 목 을 해 24시간 상을 녹화하지만 재 시스템으로 사각지  없는 CCTV 시스

템은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하여만 한다. 최근 360도 CCTV의 등장으로 동시에 사각지  없는 촬 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해상도, 이미지 변환과 같은 기술 인 개선 연구가 지속 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상

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천정, 바닥, 벽에 부착된 360도 CCTV 촬 된 이미지를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

기에서 변환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이동 에 촬 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최근 CCTV는 일상생활과 하게 연 되어 많은 부

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실생활의 안 과 보안 분야에서

는 더욱더 활용의 범 가 넓어지고 있다. 재 실생활  

다양한 장에서 설치 운 되고 있는 CCTV는 사각지

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하지만 

이는 설치  유지보수를 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문

제 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한 다양한 방법  사각지 가 없는 

360도 촬 이 가능한 CCTV를 개발하여 기존 다수의 

CCTV 설치 필요성을 이고 렴한 유지보수 비용의 시

스템을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시도와 상용화 제품의 

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360도 

범 의 촬 은 아직까지 해상도, 송방식에서 사용자의 

요구 수 에 다소 미흡한 편이며 다양한 이미지 변환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1]. 

   본 논문에서는 360 CCTV와 련 소 트웨어를 보

하는 SNF-8010[2]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이동

에 다운로드하여 변환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이미지 

변환 시스템을 구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모바일 기

기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미지 변환 결과를 도

출하여 기존의 공간  시간 제약성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재 오 소소를 지원되는 360 

1) 본 논문은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5 산학연 력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C0275456)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 일부임.

CCTV 이미지 변환 기술을 소개하며, 제3장에서 안드로이

드 기반 모바일기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 함수의 로

토타입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진행 내용을 소개한다.

2. 련연구

   [2]에 제공하는 360 CCTV 이미지 변환은 기본 으로 

도우즈 환경에서 카메라의 치에 따라 OpenCV[3]  

MFC를 기반으로 <표 1>과 같다.

<표 1> SNF-801의 이미지 변환

   <표 1>에서 카메라의 치가 천정(Ceiling)에서 촬

한 이미지를 Double Panorama 뷰로 변환하면 [그림 1]과 

같이 원본 이미지를 2개의 분할된 평면화면으로 변환하며 

2개의 분할된 화면은 서로 연동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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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천정 촬  이미지의 Double Panorama 변환 

3. 모바일 환경에 합한 이미지 변환

   재 도우 환경에서 360도 CCTV 이미지를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후 동일한 변환작업을 수행하는 체 시

스템은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체 시스템 구성  동작

   도우즈 실행환경을 안드로이드 기반 환경으로 변환

하면서 가장 핵심 인 내용은 카메라 시  변경과 화면 

구성 변경을 Java언어를 이용하여 패키지를 활용하는 것

이다. 카메라 시  변경의 핵심 함수인 OnPositionGround

는 팝업메뉴 카메라 시 에서 Ground 선택 시 실행되는 

함수로서 E_POS_GROUND 매개변수로 ChangePosition 

()는 (그림 3)과 같이 함수를 호출하며 Dewarping.h에 

E_POS_GROUND을 열거형으로 정의되어 있다. 실질 인 

카메라 시  변경의 핵심 함수인 ChangePosition() 함수는 

매개변수로 받은 카메라 시 으로 변경을 하며 이 과정에

서 UpdateAndDrawImage() 함수를 호출하여 진행한다. 

   화면구성 변경에서는 OnViewSinglerectangle() 함수가 

실질 인 화면구성을 담당하게 하며, (그림 4)와 같이 실

제로 800, 600, E_VIEW_SR을 매개변수로하여 

ChangeView() 함수를 이용하여 높이, 넓이 등의 구성한

다. 

(그림 3) OnViewSinglerectangle() 함수의 

(그림 4) OnViewSinglerectangle() 함수의 

   ChangeView() 함수에서는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여 화

면 크기와 구성을 변경하며 UpdateAndDrawImage() 함수

를 호출하여 진행한다.

   핵심함수인 UpdateAndDrawImage()는 버퍼에 장되

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하며, 이 과정에서 

축소  확 시에 비트맵 일의 깨짐 상을 보호하기 

한 동작을 해 SetStretchNitMode() 함수를 용하며 

실제 으로 비트맵 일을 로드하기 해 StretchDIBits()

함수를 구 하 다.

4. 결론  향후연구 내용

   본 논문은 재 도우 환경에서 실행되는 360도 

CCTV 이미지를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에 합하게 변

환하는 내용으로서 공간  시간 제약성을 극복하여 360 

이미지를 변환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

의 크기  고해상도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

의 자원 한계 등으로 인해 원격의 고성능 서버에서 이미

지를 변환한 후 변환된 결과를 다운로드 하는 오 로딩 

기법을 응용하여 변환속도  모바일 기기의 력 소비를 

이는 근방법으로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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