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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국토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능형 영

상보안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아날로그 CCTV에

서 디지털 저장장치, IP 기반기술과의 결합과 지능형 영상인식에 이르기까지 영상보안 

기술은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과 출입자에 대한 수

동적인 녹화 및 감시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자율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공항, 군사, 항만, 도로, 교량 등 주요 

국가시설, 지하철, 버스, 사무실, 카지노에서 산불감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

로 그 응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영상

보안 기술의 현황과 시장동향, 지능형 영상보안 및 Human ID 기술, 최근 이슈와 발전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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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

여 보다 강화된 국토보안(homeland security) 기술

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와 더불어 영상보안 솔루션의 수요는 2002년부터 

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급속한 성장을 거

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이후까지 지

속될 전망이다[1]-[4]. 또한 영상보안 기술은 2005

년 미국 정부가 중점 투자할 4대 기술분야 중의 하

나였으며[5], 높은 시장 잠재력과 성장이 예측되는 

분야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일련의 문화재에 

대한 화재 및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른 감시/예방 차

원에서 영상보안 기술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상보안은 CCTV 카메라, 디지털 저장

장치, 영상분석 및 인식기술 등의 발전과 시장 확대

로 보다 진화된 기술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영상보안의 진화는 지능형 영상감시(visual sur-

veillance), 생체인식(biometrics), CCTV/DVR 영

상보안(CCTV/DVR surveillance) 기술 등 각기 다

른 배경과 응용분야로 발전되어 왔다. 지능형 영상

감시[6] 기술은 초창기 군사적 응용을 위하여 목표

물 검출 및 추적 등 영상분석 기술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영상분석에서 요구되는 엄청난 계산을 위한 

하드웨어적 제약이나 비용보다는 영상분석의 성능

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생체인식

[7] 기술은 지문인식을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

근 들어 원거리 얼굴인식이나 홍채인식, 걸음걸이 

인식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영상보안에서 이들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영상보안의 주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CCTV/DVR 기반의 영상보안[8] 기술은 산업체를 

중심으로 보안장비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분야이다. 

전통적인 CCTV 영상보안 기술은 카메라를 통하

여 획득된 영상을 전송망을 통하여 전달받아 모니터

를 이용하여 보안상황을 사람이 직접 감시하거나 

DVR 등으로 저장한 후 사후에 저장된 영상을 검색

하여 대응하는 다소 수동적인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보안 시스템은 급속한 

CCTV 카메라의 보급에 따른 사람에 의한 직접감시 

및 분석의 한계, 사후처리가 아닌 실시간 감시 시스

템에 대한 요구 증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른 이들 기술들이 통합된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

으로의 새로운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6],[9]. 지능

형 영상보안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CCTV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여 자동으로 목표물 또는 이동물체를 탐지, 추

적, 식별, 행위분석 및 검색하여 관찰된 객체의 행위

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것이다[6],[10]. 그리고 이

러한 과정들은 영상처리 및 컴퓨터 시각처리, 패턴

분석,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 기술들과 관계된

다[9].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의 응용 분야는 공항, 군사, 

항만, 도로, 교량 등 주요 국가시설, 지하철, 버스, 빌

딩, 경기장, 주차장, 카지노, 응급상황 감시에서 자

동차 및 모바일기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

로 그 응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고

에서는 CCTV/DVR 영상보안 시장의 확대, 응용을 

위한 기존의 기술현황 및 시장동향, 지능형 영상보

안 및 Human ID 기술, 최근의 주요 이슈와 발전방

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술현황 및 시장동향 

1. 영상보안 기술현황 

영상보안의 주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CCTV/ 

DVR 기술은 2000년도부터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

고 있는 분야이다[1]. 초창기 특정공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된 영상정보를 폐쇄적

인 유선 전송로를 이용하여 관제센터로 전송하고 관

리자가 모니터를 통하여 직접 감시하던 영상보안 시

스템은 IT 기술의 진보로 VCR 저장장치 기반의 아

날로그 시대에서 DVR 기반의 영상압축 및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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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광대역 통신망 및 개방 프로토콜을 사용하

는 IP 기반의 네트워크와 영상 자동분석 및 인식 기

술이 결합된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1],[2],[4],[6]. (그림 1)은 영상보안 기술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영상보안 시스템의 기본구성은 영상촬영을 위한 

CCTV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시켜 주는 전송망,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매체로 요약할 수 있다 

[1],[6],[8]. CCTV 카메라는 흑백 CCD 소자에서 

메가 픽셀급의 고해상도 디지털 IP 카메라로 발전하

고 있으며[2],[8], PTZ 제어장치에 탑재되어 관제

센터에서 PTZ 제어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사람이 

직접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영상확대, 물체 또는 영

역 추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영상 저장매체

는 1997년 국내 업체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

공한 DVR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평균 16채널 이

상의 다수 CCTV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되는 영상을 

압축하여 저장한다. 영상압축은 표준규격을 사용하

며, MPEG-4 방식에서 높은 압축성능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H.264 규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2],[4],[8]. 

DVR은 보안장비의 특성상 제품의 신뢰성이 가

장 중요한 요소로 365일 24시간 오류 없이 동작해

야 한다. 또한 시간별, 날짜별, 카메라별, 이벤트별

로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의 DVR은 PC 기반에서 stand-alone 방식을 거쳐 

휴대전화기, GPS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DVR 등 서

비스 결합형 제품들이 출현하고 있는 추세이다[2]. 

그리고 전송망은 초기 동축케이블에서 Ethernet 기

반의 네트워크 전송망으로 진화하고 있다.  

2. 영상보안 시장동향 

시장조사 기관인 J.P. Freeman의 2007년 보고

서에 따르면 전세계 영상보안 시장은 연간 8.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58.85억 달러, 

2008년 70.85억 달러, 2009년 85.14억 달러, 그리

고 2010년에는 102.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시장의 지역별 규모는 미주 

48%, 유럽 20%, 아시아 17%, 중남미 6% 등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3]. (그림 2)는 전 세계 영상보안 

시장의 요소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CCTV 카메라 및 DVR 부분이 전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상인식 기반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비중은 단지 4%에 불과하나 연간 30%의 고속 성장

이 예측되고 있는 분야이다(J.P. Freeman, 2006). 

CCTV/DVR 영상보안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그 시장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영상보안 업체 17%만 제공

하고 있는 지능형 솔루션은 향후 90% 이상의 업체

에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

능형 기술은 영상보안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

리잡을 것이며, 더불어 영상보안 시장의 가장 커다

란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VCR-era DVR-era IP Surveillance-era

Analog Digital +Network+Intelligent

Intelligent 
Surveillance

(그림 1) 영상보안 기술의 진화 

1997 2000 2003 2006 Year

<자료>: J.P. Freeman, 2007. 

(그림 2) 전 세계 영상보안 시장의 구성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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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영상보안 시장은 CCTV/DVR 시스

템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업체들은 내수시장 보

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어 세계 전체 DVR 시장의 

55% 이상을 점유하기도 하였다. CCTV/DVR 영상

보안 장비 수출액은 2006년 말 기준으로 6억2천만 

달러 규모를 나타내었다[3],[4]. 그리고 국내 영상

보안 시장규모는 매년 10%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

하여 2008년에는 6천7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Ⅲ. 지능형 영상보안 및 HID 

1.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현황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은 자동 영상분석 및 해

석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물체 검출, 분류, 추적 및 

행위인식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앞서 기술한 

CCTV 카메라 및 DVR 기술로 대변되는 기존의 영

상보안 시장과는 달리 지능형 영상보안 분야는 매우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능형 영상보안의 

주요 분야로는 i) 영상기반 이동물체 검출 및 추적, 

ii) 영상기반 개인인식 및 식별, iii) 대규모 영상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10]. 

영상기반 이동물체 검출 및 추적 기술은 DARPA

의 지원으로 수행된 VSAM 과제에서 다양한 기술

들이 개발되었다[11]. VSAM 시스템은 사전 정의

된 환경에서 이동물체 검출, 추적 및 시각화 등의 기

능을 수행하며, 검출된 이동물체를 사람, 군중 및 차

량으로 분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상기반 개

인인식 및 식별 분야 역시 DARPA가 지원한 HID 

과제에서 원거리 걸음걸이 인식 등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된 바 있다[12]. 또한 대규모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 구축 분야는 DARPA의 지원으로 CTS 과제 

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중도에 

중단된 바 있다. CTS 과제에서는 대규모 고정 카메

라를 이용하여 아주 먼 거리에서 차량 인식 및 추적, 

군의 정찰을 위한 자동 영상분석 등의 기능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3)은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의 일반적인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은 

특정 응용영역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움직

임 검출(change detection), 영역검출(region loca-

lization), 영역추적(region tracking) 모듈들과 응용

에 따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한 객체 분류(object 

classification), 객체 인식 및 추적(object identifi-

cation and tracking) 등 가변적 모듈들로 구분할 

수 있다. 움직임 검출은 입력되는 영상에서 이전 영

상과 다른 영역을 찾아내는 과정이며, 그에 따른 특

징을 이용하여 영역검출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객체 분류는 사전에 분류 및 정의된 객체 모델

들을 이용하며, 객체를 분류하고 인식 및 추적 과정

을 통하여 움직임을 분류해 낼 수 있다. 움직임의 분

류 또한 사전에 정의해 놓은 행위 모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은 관련 연구 및 제품으

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9]. 현재 가장 

진보한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은 IBM의 S3를 들 

수 있다[10]. IBM S3는 영상인식에 기반한 행위분

석, 차량인식, 얼굴인식, 출입통제, 레이더 분석, 상

황검색 등 포괄적 상황인지와 다양한 경보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CCTV/DVR에 접목되는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은 엄청난 계산량을 해결하

기 위하여 별도 장비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얼굴검출 저장 및 검색 기능을 갖고 있는 DVR 등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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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bject Classification

Object Identification

Object Tracking

Region TrackingRegion Localization 

Activity Classification

Movement 
Classification 

(그림 3) 지능형 영상보안 모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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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에서는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의 개발 및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Human ID 기술현황 

생체인식 기술은 얼굴, 홍채, 지문, 정맥, 음성, 서

명, 걸음걸이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또는 

행동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개인을 인증하는 기술이

다[13]. 이러한 대부분의 생체인식 시스템들은 사

용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들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개인인증에 사용되는 생체정보는 악의

적으로 모방되거나 숨길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거리에서 사

용자와의 협력 없이 얼굴, 걸음걸이, 홍채 등을 이용

하여 개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기술이 Human ID 기

술이다. DARPA에서 지원한 Human ID 과제에서는 

주로 얼굴 및 걸음걸이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14].  

일반적으로 영상인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성능시험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

수적이나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로 한다. 

Human ID 과제에서는 먼저 실내 및 실외의 다양한 

종류의 배경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대용량의 걸음걸

이 인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15]. 

그리고, 적외선, 다중 및 하이퍼 스펙트럼 영상분석, 

얼굴 및 걸음걸이 인식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

다. 또한, 조명, 눈, 비 등 일기 상태를 고려한 인식 

기술 및 얼굴과 걸음걸이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생체인식 기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걸음걸이 

인식의 경우는 실내의 조명 및 배경이 통제된 환경

에서 비교적 높은 인식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16]. 

또한, (그림 4)와 같은 원거리 얼굴 및 홍채인식 

기술 등이 최근의 생체인식 국제 전시회에서 선보였

다. 원거리 및 근적외선 얼굴인식은 영상보안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홍채인식의 경우는 미국 L1사의 특허독점으

로 인하여 주로 카메라 및 알고리듬 개발 업체가 분

리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홍채인식 업체들은 L1 

사로부터 인식 알고리듬을 공급받아 홍채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의 홍채인식 동향 역시 원거리 

<표 1>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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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기술의 개발이며, 이는 전자여권 기반 출입국 

관리의 편리성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Ⅳ. 주요이슈 및 발전방향 

1. 주요이슈 

영상보안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이슈는 사생활 침해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일 것이다. 보안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영상보

안 기술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역기능으로 인하여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의 마련 및 준수가 중요

한 요소로 부각하였다. 선진 각국은 영상보안 시스

템의 설치, 운영을 위한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침해

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

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획득된 영상정보에서 얼굴

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추출된 사람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된 사람에 한하여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배경과 사람의 분

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성능상의 한계 및 높은 하드

웨어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CCTV/DVR 

기반의 영상보안 기술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5)는 에미톨(Emitall)사의 영상감시 시

스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능형 영상보안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

제들 중 하나인 배경과 객체와의 분리 및 추적 기술

은 최근에 개최된 영상인식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인 CVPR 2008[17]에서도 가장 흥미 

있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근시일 내에 적절

한 해결방안이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조명, 날씨, 그림자 및 이로 인한 인식 

성능의 한계극복을 위하여 기존의 가시영상(visible 

image) 이외에 적외선(infrared), 열 적외선(ther-

mal infrared), 레이더(radar) 및 밀리미터파(mil-

limeter wave) 등의 영상을 획득 및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6)은 

주파수 대역별 파장에 따른 다중 스케일 영상의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의 등장은 CCTV 카메라 

및 DVR 기술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

존의 DVR 제품은 점차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한 

NVR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CCTV 카

메라 또한 통신 및 기본적인 영상처리 모듈을 내장

하는 등 스마트 카메라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18]. 

스마트 카메라 기술은 최근의 IP 카메라, 임베디드 

시스템의 발전과 급속한 영상감시 카메라의 보급에 

따른 영상인식 성능향상 및 분산처리 기술의 필요성

에 따라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이다. 스마트 

카메라는 가시 및 적외선 영상의 센서레벨 융합, 스

테레오 영상의 획득, 영상 전처리, 움직임 추적, 영

역 검출 및 추적 등 특정 응용 영역에 관계 없이 요

구되는 카메라 레벨의 공통 영상처리 모듈을 구현하

여 카메라 장치에 내장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마트 카메라는 임베디드 컴퓨터 

 
Face at a Distance IRIS on the Move 

 (그림 4) 원거리 얼굴 및 홍채인식 기술 

<자료>: www.sarnoff.com/iom
(그림 5)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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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스템의 성능상 제약

으로 구현 가능한 알고리듬은 매우 제약되어 있다. 

2. 발전방향 

CCTV/DVR 기반 영상보안 기술은 기본적으로 

한 대의 DVR 시스템에서 다수(보통 16대 이상)의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은 영상을 실시간 압축 및 저

장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은 하나의 카메라로부터의 입력영상

을 실시간 분석하는 데도 많은 컴퓨팅 파워 및 비용

을 요구로 한다. 따라서, CCTV/DVR 기술과 통합

된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엄청난 계

산량과 하드웨어 비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기존 지능형 영상감시 기술의 성능 문제를 차치하고

라도 CCTV 카메라마다 한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배당해야 지능형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다면 기존

의 영상보안 주류 시장에서는 그 시장성을 갖기 힘

들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고성능 컴퓨터 기반 지능형 영상

감시 기술과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stand-alone 형태의 CCTV/DVR 영상보안 기술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는 앞서 기술한 스마트 카메라 기술일 것이다. 즉, 

일정부분의 영상처리는 (그림 7)과 같은 스마트 카

메라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송 받는 분산처리 

구조의 스마트 카메라 개발은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조명 및 배경 모델링을 위한 

통제 가능한 영상인식 환경의 구축은 인식성능의 기

술적 한계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은 실세계 

적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따라서, u-City, U-Airport 등 대규모 응용 시

스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한 중요한 

이슈 및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그림 6) 다중 스케일 영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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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영상보안 기술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

를 통한 광범위화 및 실시간 환경에서의 지능형 시

스템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각기 

다른 배경으로 발전을 거듭한 지능형 영상감시, 생

체인식, CCTV/DVR 영상보안 기술이 통합되어 새

로운 영상인식 기반의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로 진화

를 모색하고 있다. 지능형 영상보안의 핵심기술은 

실시간으로 이동물체 검출, 추적 및 분류, 원거리 물

체인식/개인식별, 상황인지 및 자율대응, 이러한 기

술들의 대규모 망 연동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업체는 영상보안 장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쟁력

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

능형 솔루션의 개발이 필수적일 것이다.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은 CCTV/DVR 등 기존 영

상보안 시장의 가장 커다란 성장동력임에는 어느 누

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능형 영상보

안 기술은 성장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시장의 요구

에 비하여 아직 절대적인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또

한 다양하고 화려한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가 예상하는 것과 이들 시스템의 성능

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첫번째 문제는 인식

성능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의 문제일 것이다. 영상

인식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특히 기상 변화, 그림자 등 조명의 변

화에 따른 오인식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둘

째는 기존의 영상분석을 위하여 요구되는 엄청난 계

산량은 높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다. 즉, CCTV/DVR 영상보안 기술에서는 한 대

의 DVR이 16대 이상의 카메라로부터의 입력을 처

리하는 데 반하여 영상인식을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카메라에 대해 한 대의 고성능 PC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 영상인식에 대

한 기술적 완성도의 부족함과 함께 시장에서 수용하

기 힘든 매우 높은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존 지능형 영상인식 시스템 개

발자는 CCTV/DVR 영상보안 주류시장에 대한 경

험이 거의 없으며, CCTV/DVR 개발자 또한 지능형 

솔루션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는 통합된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양측 개

발자의 시각적 차이로 인한 공통분모의 도출을 어렵

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CCTV/DVR 기반의 영

상보안 기술과 지능형 기술을 점진적으로 상호보완/

연계/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응용 및 서비스 영역의 

창출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약 어 정 리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TS  Combat Zones That See 

DVR  Digital Video Recorder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HID      Human ID at a Distance  

NVR     Network Video Recorder 

PTZ  Pan-Tilt-Zoom 

VCR      Video Cassette Recorder  

VSAM Video Surveillance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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