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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TV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제 CCTV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또한 많은 분야에서 CCTV가 생기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CCTV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K-means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을 진행하고 영상기술도 증가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및 기능을 추가하
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좋은 기술로 발전하고자 한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효율적으로 CCTV를 운영할 수 있도록
k-means를 이용하여 CCTV 기술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여 문제점을 해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케이민스, 영상감시시스템, 설계, 관제센터, 시스템

Abstract As CCTV technology develops, it is used in various fields. Currently, we want to know about CCTV

operation in detail. In addition, CCTV in many fields is causing problems in operation. We plan to design
a new system to solve the problem. In this paper, we analyze data using K-means so that CCTV can be
operated efficiently, add new technology and function to existing system to increase image technology and
operate efficiently, Technology. In addition, we will design a new system for CCTV technology using k-means
so that the CCTV can be efficiently operated in the center, and propose the problem to solve the problem.
Key Words : k-means, Image monitoring system, Design, Control Center, System

1. 서론 l

사건이 발생하는데 카메라 녹화를 봐야 되는데 장애가
발생하여 녹화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CCTV는 다양한 목적으로 방범기능 및 지능형 교통망

문제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비교하고 카메라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

고장 빈도수를 구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사

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제센터이다[1.2]. CCTV

전에 예방하고자 관제시스템 운영에 객체를 추적하는 기

의 기술은 시대에 맞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 되고

술을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3.4]. 또한 장

있으며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K-means을

애가 발생하더라도 출동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모

영상시스템에 이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카

니터링 요원이 원격으로 통한 제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메라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간에 범죄 및 교통사고 같은

시스템에 k-means을 적용하여 기술적인 상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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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시시스템의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하여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며 시스템의 적용하여 군집분

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경회로망을 이

석을 사용할 것이다[12.13].

용하여 데이터가 필요한 영상분석 같은 학습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감시시스템 기술에 실시간으

2.3 CCTV 관제시스템

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합쳐 데이터의 분석 가치를 높

효율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이고 활용성과 필요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안 하고자

운영을 새로운 조건으로 바꾸고 효과적인 체계로 이루고

한다.

시간의 따른 값의 변화를 이용해야 된다[14.15]. 기존의
관제 시스템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CCTV를 관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CCTV

2. 관련연구
2.1 카메라 기술
현재 사용되는 기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가 아
닌 모든 네트워크 카메라를 수용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

에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해 관제센터에
서 발견되기까지의 시간 사이에 사건 또는 범죄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
에서 새로운 관제 시스템을 추가하여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으며, 영상의 생성 및 저장 관리를 모두 네트워크를 통하
여 이루어지고 시간과 장소가 상관없이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영상감시 기술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영상

3. 제안 시스템

분석 기술로 되고 있다. 영상시스템의 기술은 지능형으
로 많이 바뀌면서 감시목적뿐만 아니라 사람의 패턴을

3.1 시스템설계

추출하여 행동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5.6].

새로운 영상 시스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

또한 추출되는 객체를 미리 선언된 대상과 비교하여 분

데이터의 값을 k-menas를 이용하고 저장하여 기존 시스

류하고 원거리인식이나 패션인식에 대한 과제가 수행되

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고 있으며 주변장치에서 제어가 되어 지고 있다[7.8.9].
네트워크 카메라가 전체 카메라의 높은 점유를 가지고
앞으로 카메라의 해상도와 화면비율 프레임 등이 점점
좋아져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 K-means
k-means는 비계층적 군집방법으로 데이터의 클러스
터링 방법 중 분할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패턴이 속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균 거리를 최소화하여 데이터를 특정한
성질로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분산

[Fig. 1] CCTV System Design

도를 최소화 하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변동이 생겨난다.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이 군집으로 이

[Fig.

1]은 기존 카메라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루어 최종적으로 모든 객체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어

K-means를 적용하여 나타낸 것 이며 카메라가 통신장

지게 된다[10]. 특정한 성질의 데이터 유사성을 기초로

비에 송수신부에 대한 제어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관

고정 돼있는 수인 k의 군집을 찾아 알고리즘 하는 것을

리센터와의 신호 및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여기서 네트

의미하는데 작업을 통해 설정된 임의 임계치를 만족할

워크를 통해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

때까지 반복적으로 군집분류로 적용할 것이다[11]. 장애

석하고 장애 빈도수를 체크하여 중요한 시기에 발생할

가 발생하면 그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빈도수를 체크하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여 문제가 생기

이동하는 물체들을 관측하여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체크

지 않게 하는 것이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 설계

3

[Fig. 2] System design scenario

1.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2. 카메라 영상을 저장한다.
3. 데이터를 k-means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작한다.

[Fig. 3] CCTV Operating Principle

4. 분석이 끝난 후 데이터를 다시 저장한다.
5. 카메라가 에라가 발생하면 관제센터에 알림을 준다.

1.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6. 관제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

2. 장애가 발생한 카메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데이터

석한다.
7. 데이터를 총 분석한 후 장애 빈소도 수를 가지고
AS를 진행한다.

를 분석하여 오류를 판단한다.
3. 장애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4. 모니터링 중 장애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원격 제
어를 통한 재부팅을 한다.

3.2 시스템의 구조
기존 시스템 구조는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요원이 즉
시 확인을 못 한다면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지 못
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5. N회 이상 중복 장애가 발생한 카메라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수리 혹은 교체를 진행한다.
6. 원격을 통한 재부팅을 진행하고 만약 재부팅이 되
지 않는 카메라는 데이터를 저장된다.

어떠한 오류인지 판단을 내리고 해당 오류를 가지고

7.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AS 진행을 하고 AS 처리

k-mean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장애발생수를 빈도수로 체

가 불가능한 카메라는 교체를 진행하게 된다.

크하고 데이터화시켜 저장하여 지도에 표시하여 장애가

8.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k-means를 이용하여 데

많이 발생하는 카메라를 체크하고 AS를 진행한다. 또한
요원은 즉시 원격 재부팅을 이용하여 재부팅을 진행하는
데 만약 재부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데이터화 하여

이터 분석을 한다.
9. 장애 빈도수 및 N회 이상의 장애 발생한 데이터를
지도의 표시하고 AS를 처리 한다.

진행하게 된다.
아래[Flg. 3]은 제안하는 전체적인 처리 흐름도 이다.
CCTV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기존 운영과는 다르게 장애처리에도 대응이 가능하
고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기술
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장애가 발생한 카메라
를 실시간으로 원격 재부팅을 할 수 있어 편리성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을 놓쳐
문제가 생길 경우 알림을 통해 장애가 발생하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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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고 장애가 발생한다면 즉시 원격 제어를

이 생겨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관제센터

통하여 재부팅을 실행할 수 있다. 만약 모니터링 요원이

운영에 대해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구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의 위치하고

축하여 장애 및 운영에 대해 문제없이 제안한 기능을 수

있는 장애가 발생한 카메라의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

행하고 유지보수 및 현장 출동을 하지 않더라도 관제 센

어 그 시간에 강도 및 뺑소니와 같은 범죄가 발생한 사건

터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즉시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원

들이 생긴다면 CCTV의 녹화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하

격 리셋을 하여 재부팅을 진행하고 불필요한 출동에 대

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카메라의 녹화 파일이 저장이 안

해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k-mea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여 장애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본 논

종류 및 장애횟수를 가지고 다시 체크리스트에 저장하는

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

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관제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

제점을 해결해 갈 것이고 장애가 발생하는 카메라들을

을 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앞으

원격제어를 통한 리셋을 진행할 것이고 또한 현재까지

로 많은 분야에 CCTV가 사용되고 더 좋은 성능 및 필요

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 카메라들의 데이터를 수집

성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범죄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고 k-mean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애가 발

했을 경우 장애가 발생하여 녹화가 안 되는 문제점을 고

생한 빈도수를 체크하여 체크리스트에 작성하면서 데이

려하여 k-mea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애가

터를 통합하여 AS를 진행할 것이다.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고 사전에 원격제어를 통하여 발생
하는 장애를 해결하고 앞으로 좋은 기술로 연구가 이루

<Table 1> System performance comparison

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CCTV의 연구가 진행되어
좋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분야에

system
Com
ponent

Existing system

New system

efficiency

good

very good

Data
management

not good

good

Situation
judgment

long time

short time

situation
response velocity

slow

fast

Frequency of
failure

many

few

기술을 구축하여 좋은 기술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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