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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CTV 상을 단순히 상황 에 가시화하여 찰하는 방법에서 진일보하여 많은 

CCTV 상을 3차원 공간 정보 상에 Mapping하여 운 자로 하여  건물의 반 인 보안 상황을 3차원 건

물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을 기반으로 직 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즉각 인 

응을 할 수 있는 작도구와 서비스 풀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velop authoring tools and services platform that can be Immediate response through supervisor's intuitive 

understanding based 3d-Building Information mode about overall security situation of building by mapping many CCTV images on 

3D space information from traditional observation way that make simply visualize CCTV images on the Situ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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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의 제안 기술은 기존의 단순히 CCTV 상

을 상황 에 가시화하여 찰하는 방법에서 진일보하

여 많은 CCTV 상을 3차원 공간 정보 상에 직

으로 가시화하고자 한다. 3차원 공간정보는 보안 감시

를 한 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일종의 3차원 공간 지도(Location Map)로 

활용되어 CCTV상의 단순한 상정보로 이해가 어려

운 복잡한 공간 상황을 쉽게 가시화하는 동시에 리

의 편의를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한 

3차원 공간정보는 세계 으로 연구  활용이 증 되

고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기술을 기

반으로 하여 향후 건물의 디자인, 리모델링, 유지 리

를 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술의 실용화를 3차원 보안감시 환경을 

구축을 한 작도구와 서비스 랫폼의 개발을 최

종목표로 하며 이를 하여 BIM 기반 3차원 공간정

보 활용 기술  DVR(Digital Video Recording) 연동 

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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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능형 CCTV 보안감시 통합 풀랫폼 
개발효과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CCTV 보안감시 통합 

풀랫폼 개발에 한 내용에 하여 기술  개발 효과 

 개발 내용에 하여 다루고자 한다.

2.1 개발 효과

가. 기술  측면

첫째로 BIM기반의 3차원 공간 작도구 개발 능력 

향상을 통한 순수 국산 BIM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로 공간정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CCTV 자동배치 

시뮬 이션을 통하여 보안감시 시스템 설계의 최 화 

 편리성 증 된다. 셋째 공간 토폴로지(Topology)와 

공간모델의 3차원 가시성을 토 로 이상 발생 시 즉

각 인 응  효과 인 제 수행이 가능하다. 넷째

로 방범/방재 련기술의 지능화  고도화에 기여하

고, 환경  에 지 등에 한 기술의 활용도가 높다.

나. 경제  측면

첫째로 빌딩, 도로, 환경 분야 등 기존의 CCTV 시

장뿐 아니라 국방, 건설( 고층빌딩 건설 장, 사회간

시설) 등을 비롯하여 향후 미래형 첨단도시인 

U-City 사업이 확산될 경우 지능형 보안 제시스템 

도입이 요구되므로 안정 인 시장 확보와 선  가능

하다. 둘째로 BIM  보안 상 련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외국기술의 국내시장 독 을 막고, 외국기술보다 

나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  수출 가능

하다. 셋째로 CCTV의 최 배치기술을 통하여 최소의 

구축비용으로 최 의 제효과가 기 된다. 넷째로 지

능화된 보안 상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처능력

을 배양함으로써 재난/재해를 사 에 방하고, 피해

를 최소화함으로써 나아가 국가  경제손실을 사 에 

차단할 수 있다.

다. 산업  측면

첫째로 보안 솔루션 구축  용의 새로운 사업모

델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이나 시설 구축 등 개

별 인 사업 용이 아닌 서비스-인 라 융합의 발

된 모델 창출 가능하다.

둘째로 기존 CCTV 시장의 상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상품의 창출을 유도하고 U-City 련 서

비스  상품의 다각 인 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시장규모의 확 가 가능하다. 셋째로 지능화/고

도화된 상기반 보안 서비스와 IT 기술의 결합으로 

방범/방재  역 제시스템, 공간 리 서비스, u-

컨벤션 등의 련분야에 한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잠재  부가가치의 창출을 기 할 

수 있다.

2.2 활용방안

가. 활용분야

기본 으로 빌딩 내의 출입통제, 시설물 리, 화재

방, 주차장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 건설 : 고층건물 건설 장, 형 구조물 리 등

• 환경 : 환경오염, 화재, 홍수 등 재난 방 등

• 국방 : 주요 군사 시설물의 무인경비 등

• 치안 : 범죄  도난 사고 방 등

• 교통 : 도로  교통 제 등

나. 활용방안

• 고층빌딩 건설 장  형구조물 리에 

용할 수 있다. 최근 고층빌딩 건설이 활기를 

띰에 따라 CCTV를 활용하여 지상에서 각 층의 

공사 장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IP카메라와 무선메쉬네트워크(Wireless Mesh 

Network)를 활용하여 상송수신 가능하다. 

한 형 구조물의 유지/ 리 시 사람이 직  

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곳에 센서를 통한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 하되 주요부분에 해서

는 CCTV를 통한 육안 확인 가능하다

• 환경오염, 화재, 재난 방

   강, 하천 주변의 침수,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넓은 지역에 한 효과 인 모니터링

• 주요 군사 시설물의 무인경비

   경비인력을 배치하기 힘든 범 한 지역  주

요 군사시설물에 한 효과 인 경비체제 구축

• 범죄  도난 사고 방

   강력사건이 잦은 우범지  범죄 방, 문화재 도

난 등을 방지를 한 모니터링

• 도로  교통 제

   지능형 가로등에 CCTV를 배치하고 무선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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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3D 

Information 

Visualization

3차원 공간상에서 건축물의 형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가시화 하는 것은 

물론 CCTV 상을 3차원 공간정보 

상에 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국제 인 표  건축정보 모델을 기

반으로 공간정보를 작 장하고 

보안을 한 공간 인식  추론을 

한 미들웨어로 사용

DVR(Digital 

Video Recording)

건물정보모델 기반 보안 감시 서비

스  기존 DVR 시스템과 연동을 

한 서비스 모듈

크로 연결하여 지능형 교통 제시스템 구축

III. 지능형 CCTV 보안감시 통합 풀랫폼 
개발

3.1 개발내용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CCTV 통합 랫폼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세 분야 구성하 다.

표 1.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CCTV 보안감시 
랫폼

Table 1. Building information model-based intelligent 
CCTV security and surveillance platforms

GV Wizard
건물정보 작  CCTV 배치를 

한 작도구

GV Viewer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보안 

감시를 한 웹 기반 가시도구

GV Server

건물정보모델 기반 보안 감시 

서비스  기존 DVR 시스템과 

연동을 한 서비스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기반 기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술로 구성하 다.

표 2.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CCTV 보안감시 
기술

Table 2. Building information model-based intelligent 
CCTV security and surveillance technology 

3.2 기반 기술들

가. 작도구(GV Wizard)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CCTV 보안 감시를 

해서는 이를 한 공간의 작  CCTV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편리하게 작을 한 마법사

(GV Wizard)를 제공한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시스템 

상에 미리 장된 템 릿을 통하여 공간을 쉽게 모델

링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CCTV의 치가 자동으

로 배치된다. 배치된 CCTV의 치는 3차원 공간 시

뮬 이션을 통하여 평가되고 조정되고, 작된 CCTV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시공을 수행하고 작된 정보

는 GV Server를 통하여 보안 감시를 한 기반 데이

터로 이용된다.

그림 1. 공간 모델링  CCTV 배치를 한 마법사 
개념도

Fig. 1 Spatial modeling and for the deployment wizard 
concept of CCTV

나. 가시도구 개발(GV Viewer)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보안감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직 인 CCTV 상을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림2는 2차원 는 3차원 평

면정보 에 CCTV의 상이 CCTV 치상에 첩되

어 가시화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좌). 필요에 따라 

CCTV 상과 함께 공간의 3차원 시설물 정보를 동

시에 가시 하여 리의 편의를 증 (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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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면정보를 기반으로 한 CCTV 상정보의 
가시화

Fig. 2 CCTV images based on the information plane 
of the information visualization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CCTV를 심으로 시

설물의 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시 즉각

인 응을 가능하다.

그림 3. 3차원 공간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치를 
가시화

Fig. 3 Based on the three-dimensional space to 
visualize the location of facilities

그림 4는 CCTV 상정보를 3차원 공간에 직 (우) 

는 간 (좌) 으로 투 하여 가시화 한 를 보여 

다. 우의 이미지의 경우 3차원 공간의 투시도법의 

정보와 CCTV 상정보의 투시도법의 정보를 일치시

켜 보다 직 인 상황 단을 가능하게 한다. 좌의 이

미지는 본 상을 제공하는 CCTV의 치를 3차원 

공간상에 가시 하여 리의 효율을 높인다.

그림 4. CCTV 상을 3차원 공간상에 투
Fig. 4 CCTV footage projected onto three-dimensional 

space

그림 5는 3차원의 간략한 공간정보 상에 다수의 

CCTV 상을 투 하여 건물의 보안 감시 상황을 한

에 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여 다. 작은 

상을 선택하면 크게 확 하여 볼 수 있다.

그림 5. 3차원 공간상에 다수의 CCTV 상을 동시에 
투   선택 확  

Fig. 5 CCTV images of three-dimensional space, both 
on the number of projections and Expand Selection

그림 6과 같이 공간의 특정 역(계단실, 홀, 로비 

등)을 선택하고 이에 연계된 CCTV 상만을 선택하

여 가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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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특정 공간 정보상의 CCTV 상만 분리하여 
가시화

Fig. 6 CCTV images only on a specific spatial 
information by separating the visualization

공간상에 사람이나 물체의 침입이 측되면 그림 7

과 같이 공간의 연결 상태를 기반으로 보안 감시를 

하여 측이 필요한 지 을 지능 으로 검색하고 

이를 가시화 시킨다.

그림 7. 공간 연결 계 정보를 통한 지능 인 상 
모니터링

Fig. 7 Information space through the association 
intelligent video monitoring 

라. 서비스 모듈 개발(GV Server)

GV Server는 3차원 공간정보  CCTV를 통하여 

측된 상 정보를 GV Viewer에 서비스하는 모듈로 

상정보  3차원 공간정보를 기록하고 장하는 역

할도 함께 수행한다. GV Server는 각 CCTV에서 

측된 상을 기록하고 장하기 하여 기존 DVR 

(Digital Video Recording)기법으로 도입하여 이용하

지만, 단순히 DVR 모듈을 사용하는 것에서 진일보하

여 DVR에 기록되는 상정보를 3차원 공간 정보  

시간정보와 연계하여 장함으로서 공간상에서 발생

하는 여러 상황을 공간정보와 상정보를 통하여 다

각 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림 8은 공간정보를 기반

으로 특정시간에 상공간상에 기록된 상정보를 실

시간으로 가시화 하는 기능에 하여 설명이다.

그림 8.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특정시간  CCTV에 
기록된 상을 동시에 가시

Fig. 8 Space based on information recorded on CCTV 
footage at the same time a certain time visibility

마. 지능형 보안 감시  CCTV운 을 한 알고

리즘 개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지능 인 보안 감시 서비스

를 구 하기 해서는 이를 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3차원 공간 정보와 CCTV

의 정보가 연동되어 가시화되는 기술은 본 논문의 핵

심기술로 개발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9는 3차원 공간을 심으로 배치된 CCTV가 어떻게 

가시화 될 것인가에 한 시뮬 이션 장면을 설명하

고 있다.

그림 9.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CCTV 치 3차원 
시뮬 이션

Fig. 9 On the basis of CCTV space image 3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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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공간의 계성 정보를 추론하고 이를 기

반으로 공간상의 최 의 길 찾기 경로를 구하는 알고

리즘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리자의 빠른 응과 시설물 리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 이다.

그림 10. 공간 계성 정보를 통한 길 찾기 
알고리즘(교체필요)

Fig. 10 On the basis of space relations image 
algorithm

그림 11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최 의 CCTV

치를 정하기 하여 CCTV의 가시 역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한 설명이다. 공간정보와 CCTV 상 

수치를 통하여 가시 역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공간

상에 필요한 CCTV의 수  치를 제안한다.

그림 11. 가시권 역분석(좌)  CCTV 최  
배치검토(우)

Fig. 11 sight space analysis and CCTV optimum 
placement check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보안 감시 통합 시스템 개발

에 한 것으로 건물정보 작  CCTV 배치를 한 

작도구와 건물정보모델 기반 지능형 보안 감시를 

한 웹 기반 가시도구, 건물정보모델 기반 보안 감시 서

비스  기존 DVR 시스템과 연동을 한 서비스 모듈

을 개발하고 개발 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실제 장에 용하고 있는 이다. 

앞으로 장 용 결과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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