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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의 발달과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DVR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고, 기존의 CCTV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빠른 검색 등의 장점으로 더욱더 DVR 시스템의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률과 저장 공간의 증가로 인해 DVR 검색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DVR 

검색 시스템에서는 시간이나 채널과 같은 속성에 대한 검색만을 지원하였고, 특정 영역에 변화가 있는 

비디오 프레임만을 검색하는 영역 검색을 지원하나 검색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 검색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

시한다. 이 방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DBMS에 저장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 영역 인코딩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및 구

현하여 성능의 우수함을 보인다. 

1. 서  론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보안의 중요성이 대

두되면서 DVR(Digital Video Record) 시스템이 널리 보

급되고 있다. DVR 은 과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빠른 검색을 지원한

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 검색방법은 다양한 배속으로 비디오 데이터의 

시작 위치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가는 방

식이었다. 이 방식은 높은 배속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용자가 검색 화면을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즉, 화면상의 특정 영역에 변화

가 있는 비디오 프레임(video frame)만을 검색하는 특

정 영역 검색과 시간 범위에 대한 검색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는 Smart Search[6~8], Panorama Search[9~12], Multi 

Search[9,10]등을 제안하다.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2006 

(과제번호 S1010092 )의 지원을 받았음. 

 

그러나, Panorama Search 와 Multi Search 는 영역 검 

색을 지원하지 않고, Smart Search 는 영역 검색을 지 

원하기는 하지만, 영역 검색을 위해서 저장된 모든 비

디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길다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영역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서 움직임 감지(Motion Detection) 데이터를 활용한 검

색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움직임 감지 데이터는 DVR

시스템에서 작은 추가 비용을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것에 문제가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

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 장에서 DVR 검색 방법에 대한 

관련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관해서 논한다. 그리

고, 제 4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구현한 시스템에 관

해서 논하고, 제 5 장에서는 시스템의 성능평가에 대해

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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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검색 기법인 Smart Search, 

Panorama Search, 그리고 Multi Search 에 관해서 논한

다. 

Smart Search[6~8]는 특정 영역 검색으로서, 사용자

가 검색하고자 하는 특정 영역을 지정하면, 시스템은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모두 비교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반환한다. 이 검색 방법은 사

용자가 임의의 영역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장

점은 있으나,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모두 비교 분석

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으로 인해, 이 검색 방법은 비교 분석할 비디오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검색할 비디오 데이터를 채널 

별로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norama Search[9~12]는 시간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

는 기법이다. 사용자가 시간에 대한 범위를 입력하면 

그 시간범위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채널 별 검색

만을 지원한다. 이 검색 기법은 영역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Multi Search[9,10]는 Panorama Search 을 확장한 것

으로서, 한 개의 채널검색이 아닌 다채널을 동시에 검

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검색 기법도 영역 검색을 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각 비디오 프레임을 확인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률과 저

장 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DVR

시스템에서의 영역 검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문제 정의 및 해결책 

 

본 논문에서는 DVR 시스템에서의 영역 검색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DBMS 에 저

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을 지원한다. DVR 시스템에

서 움직임 감지 데이터는 각 프레임마다 그림 1 과 같이 

추출된다. 움직임 감지 데이터는 화면의 해당 영역
1
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1’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된다.  

움직임 감지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DBMS 에 저장되

어야 하고, 검색을 위해서 인덱스도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DVR 시스템은 동시에 

4 개의 채널을 지원하고 한 채널에서 초당 30 프레임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DBMS 는 그림 1 과 같은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초당 최대 120 개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 

                                            

1
 움직임을 감지하는 영역은 시스템 별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좀 더 세밀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 영역의 최소 크기인 16x16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각 영역별로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초당 최대 120 개를 삽입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결과로는 초당 최대 25 개의 데이터만

을 삽입할 수 있었다.  

 

0 0 0 0 0 0 0 0 0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0 0 0 1 1 

0 0 0 1 1 0 0 0 0 0 0 

0 0 0 1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0 0 1 0 0 0 

그림 1 움직임 감지 데이터의 예.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

로 삽입할 수 있고 검색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 인코딩 기법을 제안한다. 영역 인코딩 기법은 2 차

원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1 차원의 배열로 변경하

고,‘1’로만 이루어진 영역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만

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영역 인코딩 기법은 01010101…과 같이 ‘1’의 데이

터들이 모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해야 할 데이터의 

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움직임 데이터의 특성상 ‘1’

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해

야 할 데이터의 량은 기존의 영역별로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작아진다. 뿐만 아니라, 영역 인코딩 기법

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검색은 사용자가 제공한 영

역 검색 질의어의 각 영역이 저장된 데이터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만을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SQL 문으

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4. 시스템의 구현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전체 구조

와 시스템의 핵심 모듈인 비디오 데이터와 움직임 감지 

데이터의 저장과 질의어 처리에 관해서 논한다. 

 

4.1 시스템 전체 구조 

 

본 논문에서 구현한 DVR 검색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은 DVR 시

스템으로부터 비디오 데이터를 받아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Video Data Insertion Engine,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받아서 DBMS 에 저장하는 Motion Data 

Receiving Engine 과 Motion Data Insertion Engine, 사

용자로부터 영역 검색 질의어를 받아서 처리하는 Range 

Query Processor, 검색 결과를 비디오 프레임 단위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Dynamic I-Frame Retrieval 

Engine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Data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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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는 비디오 데이터와 움직임 감지 데이터의 저장 

주기를 관리한다. 

 

그림 2 DVR 검색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구현한 DVR 검색 시스템은 여러 개의 

DVR 시스템과 여러 사용자의 동시접속을 지원하도록 하

기 위해서, 데이터 입력 부분과 질의 처리 부분을 쓰레

드(thread)로 구현하였다. 그림 3은 각 DVR 시스템과 

사용자들에 할당되는 쓰레드와 각각의 입출력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DVR 검색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 

 

4.2 움직임 감지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 저장 

 

DVR 시스템에서는 움직임이 감지 되었을 때부터 비디

오 데이터와 움직임 감지데이터를 DVR 검색 시스템에 

전송을 하기 시작한다. 각각의 DVR 시스템으로부터 전송

되는 움직임 감지 데이터는 Motion Data Receiving 

Engine 에 의해서 수집되고, 이를 Buffer Manager 의 버

퍼를 거쳐, Motion Data Insertion Engine 에 의해서 

DBMS 에 저장된다. 전송된 움직임 감지 데이터는 데이터

의 해상도, 시간, 프레임 번호, 채널번호 등으로 구성

된다.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DBMS 에 삽입 시에 제 3 장에서 

논의한 영역 인코딩 기법 외에 해상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DVR 시스템은 고정된 해상도로 비디오를 녹화하

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서 해상도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역 질의어 처리에서 같

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도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시스템에

서 정한 해상도로 정규화하여 저장하고, 영역 질의어도 

정규화를 하여 처리하였다.  

비디오 데이터는 Video Data Insertion Engine 에 의

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다. 비디오 데이터의 형식은 

그림 4 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디오 스트

림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 offset 정보를 다른 파일에 

저장을 한다. 이는 각 비디오 프레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검색 할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해당 비디오 프

레임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DVR 에서 감시실행 도중에 움직임이 발생하면 녹화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한 Video data 의 Stream 

data 의 값을 Sever 안에 그림 3 의 Video Data 

Insertion Engine 모듈을 통하여 전송 받게 된다.  

 

그림 4 비디오 데이터 저장 형식. 

 

4.3 질의 처리 

 

본 논문에서 구현한 검색 시스템은 DVR 의 채널 번호, 

시간 그리고 움직임 감지 데이터 상에서의 영역에 대해

서 검색을 지원한다. 영역 검색에는 TOTAL_MATCH 와 

PARTIAL_MATCH 를 지원하는데, TOTAL_MATCH 는 영역 질

의어에서 지정한 모든 영역에서 움직임 감지된 비디오 

프레임을 검색하고, PARTIAL_MATCH 는 영역 질의어에서 

지정한 영역 중에 한 영역이상에서 움직임이 감지된 비

디오 프레임을 검색한다. 

질의 처리를 담당하는 Range Query Processor 는 사

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표 1 과 같은 명령어를 

지원한다.  

QP_GET_FRAME 명령어는 QP_RESULT_LIST 에서 검색된 

비디오 프레임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비디

오 프레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Dynamic I-Frame 

Retrieval Engine 은 그림 4 와 같은 비디오 데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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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디오 프레임의 offset 을 추출하고 이를 사용하

여 사용자에게 해당 비디오 프레임을 제공한다. 

 

표 1 Range Query Processor 명령어들. 

명령어 의미 

QP_QUERY_REQUEST 새로운 질의어 처리를 요청함 

QP_RESULT_LIST 사용자가 요청한 수 만큼의 질의 결

과 리스트를 제공함 

QP_GET_FRAME 검색된 비디오 프레임을 제공함 

QP_QUERY_END 질의어 처리를 종료함 

 

 

5.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평가는 AMD Athlon64 CPU, 2GB 

RAM, 160GB(7200RPM) HDD 하에서 움직임 감지 데이터의 

삽입 속도와 검색 속도를 평가한다. 

움직임 감지 데이터의 삽입 속도는 그림 5 와 같이 

분 당 삽입되는 데이터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하고 있는 DVR 시스템은 동시에 4 개의 채널을 

지원하고 한 채널에서 초당 30 프레임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DBMS 는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초당 최대 120 개

(분 당 최대 7200 개)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7200 개 이상의 데이터

를 삽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영역별로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삽입하면 분 당 최대 1500 개밖에 

삽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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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당 삽입된 움직임 감지 데이터의 개수. 

 

그림 5 에서 5 분과 41 분 사이에 삽입 속도가 저하되

는 것은 DBMS 에서 인덱스로 사용하고 있는 B
+
트리의 특

성상 노드의 분할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41 분 

이후에는 트리의 팬 아웃(fan-out)이 충분히 커져서 데

이터들이 충분히 분산되고, 이로 인해 노드의 분할이 

적게 발생하였기 속도가 다시 증가하였다. 

저장된 움직임 감지 데이터에 대한 검색 속도는 표 2

와 같다. 표 2 의 검색시간은 20 번 반복하여 그 평균값

으로 정하였다. 검색 속도는 저장된 데이터의 수에 따

라 조금씩 감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빠르게 검색됨을 볼 

수 있다. 

 

표 2 영역 질의어 검색 시간. 

저장된 데이터 수(개) 검색 시간(sec) 

1000 0.0030 

5000 0.0115 

10000 0.0320 

15000 0.0467 

20000 0.0983 

25000 0.1433 

30000 0.1826 

 

6. 결론 

 

본 논문은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률과 저장 공간의 증

가로 인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효율적인 DVR 검색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설계 및 

구현하였다.  

기존 DVR 검색 시스템에서는 시간이나 채널과 같은 

속성에 대한 검색만을 지원하였고, 특정 영역에 변화가 

있는 비디오 프레임만을 검색하는 영역 검색을 지원하

나 검색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 감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 검색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 방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움직임 감

지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DBMS 에 저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영역 인코딩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우수함을 보이기 위해서 프로토

타입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성능의 우수함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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