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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능형 영상분석 기

술은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경보를

전송하는 기술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본고에서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이 탐지

할 수 있는 이상 행위, 즉 이벤트를 그 목적에 따라서 보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객체인식으로 구분하여 현재 기술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능형

영상분석에서 이벤트 탐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사람의 행동인식, 행위 기반 이상

현상 탐지, 군중 환경에서 이벤트 탐지, 지능형 영상분석 구조의 변화 등의 관점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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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3만 500여 대, 버스와 택

시 등 대중교통에 설치된 CCTV는 20만여 대에 이르며, 

민간이 설치한 CCTV까지 계산하면 최소 300만 대 이

상의 CCTV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1]. 하지

만, 2011년 경찰청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경찰서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감시 인력은 1인당 평균 

45대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같이, 현재 

설치된 CCTV의 수에 비해서 감시할 인력은 크게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2]. 또한, (그림 1)에서 보듯 2대 이상

의 CCTV를 감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2분이 지나면 

위험 상황의 45%, 22분이 지나면 위험 상황의 95%를 

놓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CCTV의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이 개발되었다.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은 영상분석

을 통하여 사전 정의된 이벤트가 발생될 때 감시자에게 

경보를 생성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24시간 

365일 쉼 없이 감시하지 않고, 경보가 발생할 때 해당 

화면을 보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면 된

다. 따라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사용하면 한 사람이 

다수의 CCTV를 감시할 수 있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지하여 대응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결과로써 이상 현상에 대한 

이벤트가 생성되고,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탐지된 

이벤트만을 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이벤트 탐지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고에

서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현재 지

능형 영상분석 기술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이벤트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벤트 탐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살

펴본 후, 결론을 내릴 것이다.  

Ⅱ.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1.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소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이란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로써, 일반적인 구

조는 (그림 2)와 같이 배경 영역 분리 단계, 객체 식별 

단계, 객체 추적 단계 및 사전 정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탐지하는 이벤트 탐지 단계로 구성된다.  

배경 영역 분리 단계는 입력되는 영상에서 관심이 있

는 전경 영역과 그 외의 배경 영역을 구분하여 활성 객

체를 탐지하는 과정으로 초기에서 주로 이전 영상과의 

현재 영상의 밝기 차이를 계산하여 분리하는 방법이 사

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경 영역에 대한 특성 정

보를 가우시안 또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GMM: Ga-

(그림 1) CCTV 감시자의 감시 효율[3] (그림 2)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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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ian Mixture Model) 등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모델링

한 후, 전경 영역과 배경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객체 식별 단계는 배경 영역에서 전경 영역으로 판단

한 객체 중에서 탐지된 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부

를 구분하는 과정으로 현재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은 사

람(한 명, 그룹), 동물, 자동차 등을 주로 구분하고 있다.  

객체 추적은 연속되는 영상에서 식별된 객체의 이동

경로를 찾는 과정으로, 칼만 필터, 파티클 필터, CAM-

SHIFT(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 등의 다양

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추적하는 물체의 특징을 정의

하는 방법, 추적하는 알고리즘의 조합 방법 등에 따라서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벤트 탐지 단계에서는 객체의 식별 정보 및 객체의 

이동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관리자가 정의한 규칙을 위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벤트를 탐지하고, 탐지된 

정보를 메타 데이터 형태로 VMS(Video Management 

System)나 기타의 다른 보안 관리 서버로 전송하게 된

다. 

2.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탐지 이벤트 

현재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에서 탐지하는 이벤트에 

대한 정의 및 명칭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탐지 이벤트를 보안 이벤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벤트, 객체인식 이벤트로 구분하여 현재 탐지 가능한 이

벤트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본고에서 구

분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탐지 이벤트 종류 및 해당 

이벤트를 나타낸다.  

가. 보안 이벤트 

보안 이벤트는 보안을 목적으로 탐지되는 이벤트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였다. 보안 이벤트는 영상에서 객체들의 

움직임,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관리자가 정의한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탐지되며, 대표적인 이벤

트로 트립와이어 기반의 침입 탐지 이벤트가 있다. 트립

와이어 기반의 침입 탐지는 감시 구역에서 관리자가 설

정한 가상의 선과 움직이는 방향을 객체의 움직임과 비

교하여 설정된 규칙에 해당되는 경우 비정상 행위로 판

단하고 이벤트를 생성하게 된다. (그림 3)은 철길에 사

람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철길 주

변에 가상의 선과 철길로 들어가는 방향을 규칙으로 설

정했을 때 사람의 칩임을 탐지한 모습이다. 이 외에 다

른 보안 이벤트로는 설정된 영역으로 객체의 출입 및 불

법 침입, 존재하지 않던 객체가 새로 생겨나거나, 존재

하던 객체가 사라지는 등의 상태 변화, 잘못된 방향으로

의 움직임, 동반되지 않는 짐, 잘못 주차된 차, 배회 등

이 있다. 보안 이벤트의 경우 대부분의 지능형 영상분석 

제품들이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교적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은 단순한 장

<표 1>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탐지 이벤트 

이벤트
유형

설명 해당 이벤트 

보안

이벤트

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 

상태 정보를 분석하여 사

용자가 정의한 규칙에 위

반되는 행위 탐지 

- Regional entrance 

- Tripwire 

- Fence trespassing 

- Unattended baggage 

- Object Removal 

- Loitering 

- Stoopped vehicle 

- Counting in a crowd 

- Crowd density analysis 

- Overcrowding 

- Traffic congestion 

- Removed objects 

(crowded area) 

BI 

이벤트

영상에서 분석을 통하여 

비즈니스에 유용한 통계 

정보 생성 

- People counting 

- Vehicle counting 

- Dwell time 

- Queue line analysis 

- Room/area occupancy 

객체

인식

영상에서 객체를 검출하

고 인식하여 객체의 식별 

정보 생성 

- Face recognition 

- License plat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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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벗어나 군중이 있는 환경에서 이벤트를 탐지하

려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군중들이 움직이는 상황

에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것은 객체들의 겹침 현상

으로 인하여 각 객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림 4)

는 기존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들이 분석하고 있는 일

반적인 상황과 군중 상황에서 사람의 수를 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군중 상황에서의 보안 이벤트를 탐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벤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은 객체 식별, 객체 추적 등

과 같은 영상분석을 통하여 영상에 존재하는 객체의 수, 

출입자 수, 체류 시간, 공간 점유율 등과 같이 비즈니스

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쇼핑몰, 카지노, 경기장과 같이 출입자 수에 대한 정

보가 중요한 곳에서는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하여 생성

되는 사람 수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사람

들이 많이 다니는 곳의 이동 패턴, 시간대별 사람의 수 

등을 분석하여 상권을 분석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그

림 5)는 큐라인 분석의 한 예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능

형 영상분석을 통하여 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

는 경우 직원을 더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BI(Business Intelligence)를 위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

술을 사용하면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유용한 정보들

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원을 최적으로 배

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에

서 BI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다. 객체인식 

얼굴 인식, 자동차 번호 인식과 같은 객체 신원을 확

인하는 인식 기술들은 인식 거리의 제한, 영상 내 인식 

가능한 객체의 크기 제한 등 제약 조건이 많은 환경에서 

개발되어 지능형 영상분석과 독립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객체인식 기술들이 기존에 가지던 다

양한 제한 조건을 극복하고 비제약적인 환경에서 객체

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그림 5) BI를 위한 큐라인 분석[6] 

(a) 일반적인 상황                 (b) 군중 상황 

(그림 4) 피플카운팅[5] 

(그림 3) 트립와이어 기반 이상 행위 탐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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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 기술에서 객체인식 기술을 포함하여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향후 다수의 제품들이 객체인식 기술

을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한 기능으로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이벤트 탐지 기술 발전 동향 

초기의 지능형 영상분석의 이벤트 탐지 기술은 많은 

오탐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았으며, 현재에

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기술 수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은 이벤트 탐지 기술이 사

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길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는 사람의 행동인식, 행위 기반 이상 현상 탐지, 군중 환

경에서 이벤트 탐지, 지능형 영상분석 구조의 변화 등이 

필요하며, 다음 절에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벤트 탐지 

기술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람의 행동인식 

사람의 행동인식에서 인식하는 동작은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제스처,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제스

처의 조합으로 정의되는 액션, 두 객체 사이에서 발생되

는 행동인 인터랙션, 다수의 객체로 구성된 그룹에서 발

생되는 그룹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사람의 행

동인식에 대한 접근 방법은 싱글 레이어드 기반의 방법

과 계층적 기반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7].  

싱글 레이어드 기반의 방법은 영상에서 사람의 행동

을 직접 구분하는 방법으로써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짧

은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걷기, 

뛰기 등의 비교적 단순한 제스처, 액션 등의 행동인식에 

주로 사용된다.  

계층적 기반의 방법은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단

순한 행동 정보를 인식한 후, 행동 정보들을 조합함으로

써 고수준의 행동을 판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싸움과 같은 행동의 경우 영상에서 연속적인 펀칭과 키

킹의 행위를 탐지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다. 

최근의 영상분석 기술은 (그림 6)과 같은 테스트데이

터 세트에서 사람의 액션을 95% 정도의 정확도로 인식

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하였으며[8], 최근에는 인터랙

션, 그룹 행동에 대한 인식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객체들 간

의 겹침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 배경의 변화가 심하지 않

은 제약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

상 감시 환경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에서 분류된 방법들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는 

방법들이 대부분이며, 위의 방법을 개선하여 실시간으

로 적용하려는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GPU 

(Graphic Processing Unit)의 병렬처리 성능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행동인식을 수행하려는 연구도 있었다[9]. 

최근 사람의 행동인식에서 또 다른 시도는 사람의 행동

(그림 6) 사람의 행동인식 데이터 세트 (위) KTH, (아래) UT-interacti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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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기

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0]. 

기존의 객체의 크기, 위치 정보만으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폭력 등과 같은 이상 행위를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벤트 탐지 기술은 사람의 행동을 인

식 기술을 사용하여 탐지하는 이벤트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 탐지된 이벤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2. 행위 기반의 이상 현상 탐지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은 관

리자가 사전에 설정한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탐지하

는 규칙 기반의 이상 행위 탐지 방법이다. 규칙 기반의 

탐지 방법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규칙을 설정하

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규칙을 관리하는 동안 설

정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가 설정한 

규칙을 회피하는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탐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일어나는 객

체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행위 기반으로 이상 현상

을 탐지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RS 

Labs사에서 출시한 AISight가 대표적인 행위 기반의 이

상 현상 탐지 솔루션으로 영상분석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일반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경

보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AISight는 관리자가 규칙을 

정의할 필요가 없으며 영상 내 특정 장소에서의 행위, 

하루의 시간대별 변화, 한 주에서 요일별 변화 등을 자

율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하여 정상 행위를 

기억하고, 객체의 위치와 움직임이 정상 행위에서 벗어

나는 경우 이상 행위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 7)은 AI-

Sight에서 탐지하는 이벤트의 한 예로써 왼쪽의 영상은 

차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방향을 인지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역방향으로 차단기를 통과하려는 차를 탐지하는 

모습이다. 오른쪽 영상의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운전자

가 내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조수석에 앉은 사

람이 내리는 것은 비정상 행위이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을 탐지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이벤트들은 

관리자의 정교한 규칙 설정에 의해서도 탐지할 수 있지

만, 행위 기반의 탐지 기법은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

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IT 보안 분야에서 규칙 기반의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등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출시된 이후, 행위 기반의 

탐지 제품들로 이동했듯이, 영상감시 분야에서도 행위 

기반의 이상 현상 탐지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제품의 출

시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3. 군중 환경에서의 이벤트 탐지 

현재의 이벤트 탐지 기술들은 영상에서 객체를 찾은 

후 객체를 추적하면서 설정된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객체 중심의 방법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림 8)과 같이 군중들이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객체들 간

(a) 잘못된 방향의 트래픽     (b) 보안 검색대에서 이상 행동

(그림 7) 행위 기반 이벤트 탐지[11] 

(그림 8) 시공간 기반 군중 속에서의 이상 행위 탐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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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겹침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객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분

석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군중들이 움직이

는 환경에서 이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지능형 영상분

석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목적에 따

라서 군중의 밀도 추적 및 사람 수 카운팅과 집단의 행

동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군중이 움직이는 환경에서 

밀도 추적, 카운팅과 같은 기술은 현재 호주의 iOm-

niscient사에 의해서 제품화되어 출시 되고 있으며, 다

른 업체들도 해당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집단의 행동인식에 대한 기술은 상용화되

지 않고 학계에서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집단의 행동을 인식하는 분야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

는 분야로써 시공간 기반의 분석 방법과 유체 역학 기반

의 방법이 있다. 시공간 기반의 분석 방법[12]은 영상의 

X, Y축, 시간 축으로 구성된 3차원 공간을 큐브로 분할

한 후, 각 큐브에 대해서 모션의 변화와 같은 특징 정보

를 모델링하고 큐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통계적 분석

을 통하여 이상 행위를 찾는 방법이다. (그림 8)에서 파

란색 사각형이 이상 행위로 탐지된 모습을 나타내며, 주

로 다수의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는 보

행자, 보행자의 불규칙한 움직임, 군중들의 흐름을 방해

하는 사람 등의 이벤트를 탐지할 수 있다.  

유체 역학 기반의 방법은 영상에서 시간에 따른 특징

점들의 흐름을 추적하여 모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화

면에서 발생되는 이상 행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림 

9)는 최근 제안된 유맥선(streaklines)을 이용한 군중 속

에서의 이상 행위 탐지 방법을 순서도를 나타낸다. 제안

된 방법[13]의 경우 영상으로부터 군중의 지역적인 모

션 변화, 시간에 따른 모션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스트

릭 플로우를 계산한 후, 군중의 행동 변화를 유선 함수

와 속도 함수로 정의하여 모델링하였다. 두 개의 함수로 

모델링된 값들은 비정상 행위를 구분하는 지지벡터 기

반 분류기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하여 군중 

속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행위를 판단하게 된다. 

사람들이 화재를 피해서 움직이고, 사람들 간의 싸움

으로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군중 속에서 발생되는 

비정상 행위의 경우 재난이나 범죄 등과 관련성이 많고, 

기존 기술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될 것이다. 

4. 지능형 영상분석 구조의 변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적용 구조는 영상을 분석하

여 이벤트를 탐지하는 지점에 따라서 서버 기반의 방법

과 에지 기반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에지 기반의 방법은 

카메라 또는 카메라와 연결된 영상 인코더에서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왜곡 없이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베디드 장비의 연산 능력이 제

한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높은 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없고 추후 기능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서버 기반의 방법은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서 

지능형 영상분석을 수행하는 집중형 구조로써 카메라에 

대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용

이하지만, 서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카메라 수가 제

한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최근 서버 기반의 방법의 문제점인 높은 네트워크 대

역폭 사용율, 서버당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의 수 문제, 에

지 기반의 방법의 디바이스 연산 능력으로 고수준 영상

분석 기법의 적용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방법의 장점만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반의 영상분

석 방법이 등장하였다. 하이브리드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AgentVi사의 IPoIP(Image 

Processing over IP)가 있으며, 그 구조는 (그림 10)과 (그림 9) 유체역학 기반 군중 속에서 이상 행위 탐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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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IPoIP의 구조에서 카메라는 영상 정보를 전송하는 모

드와 영상의 특징 정보를 전송하는 모드로 구성되며, 모

드의 변화는 서버에 의해서 제어된다. 특징 정보를 전송

하는 모드에서 카메라가 서버로 전송하는 특징 데이터

는 이벤트가 발생된 특정 영역의 영상 정보, 검출된 객

체의 형태, 크기, 속도, 방향, 색상, 명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만약, 트립와이어 기반의 이벤트 탐

지를 서버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검출된 객체의 위치, 방

향, 크기 정보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객체의 영상, 색상, 

명도 등의 불필요한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며, 이를 통하

여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모든 프

레임을 전송하지 않고, 특징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영

상에서의 모션 정보를 계산하여 서버에서 설정한 임계

값을 넘는 모션이 발생한 경우에만 특징 정보를 전송함

으로써 네트워크 데이터의 사용률을 더 낮출 수 있다.  

서버에서는 카메라에서 전송할 특징 정보 및 카메라

의 전송 모드를 설정하게 되며, 카메라에서 전송된 특징 

정보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탐지하게 된다. 서버에서 이

벤트를 탐지하게 되면 해당 카메라의 전송 모드를 영상 

전송 모드로 변경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관리자는 이벤

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

하여 서버 기반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4~16대의 카메라

를 수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IPoIP의 구조에서 한 대의 

서버가 200대의 카메라를 수용할 수 있다[14]. 

IPoIP와 같은 하이브리드 기반의 방법은 영상에서의 

특징 추출과 이벤트 탐지 기능을 카메라와 서버로 분배

함으로써 서버의 카메라 수용 능력을 높이고, 카메라 연

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이브

리드 기반의 방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카메라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카메라의 

연산 기능 및 전송 모드를 정교하게 제어하기 위한 방법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

고, 현재 지능형 영상분석이 탐지하는 이벤트들에서 살

펴보았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탐지 기술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앞으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에서 사람의 행동을 인

식하여 개념적인 이벤트(폭력, 납치 등)를 탐지하기 위

한 방향으로의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

존의 규칙 기반 이벤트 탐지 방법에서 벗어나 사람의 개

입 없이 행위 기반의 이벤트 탐지 방법이 주류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군중들이 움직이는 환경에서 영상의 전

역 정보를 분석하여 이상 행위를 인식하는 이벤트 탐지 

기술이 시장에 보급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서버/에지 

기반의 지능형 영상인식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구조

를 가지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될 것이다. 

 

약어 정리 

BI  Business Intelligence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AMSHIFT Continuously Adaptive Mean Shift 

(그림 10) AgentVi사의 IPoIP 구조[14] 

트립와이어(Tripwire)  전선에서 침입하는 적들이 건드리면 폭
발물이나 신호탄 등을 터트려서 적의 침입을 알 수 있게 해주
던 철선을 의미하며, 지능형 영상분석에서는 영상에서 가상으
로 설정한 선을 의미하며 해당 선을 지나치거나 넘는 경우 이
벤트가 발생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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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  Gaussian Mixture Model 

GPU  Graphic Processing Unit 

IPoIP  Image Processing over IP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VMS  Video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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