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2, No. 10, October 2019(pp. 1199-1207)
https://doi.org/10.9717/kmms.2019.22.10.1199

1. 서  론

보안성이 요구되는 시설 또는 사건사고의 발생 가

능성이 존재하는 구역에 대해 물리적 침입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발생한 사고나 사건의 경위를 추적하

기 위해 설치하는 영상감시 시스템은 고정된 위치에

서 일정한 범위를 감시하며, 해당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축 케이블 또는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한다. 이와 

같은 영상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DVR(Digital Video

Recorder) 또는 NVR(Network Video Recorder)과 

같은 영상정보의 저장장비 또는 클라우드 서버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장치에 저장

하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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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영상감시 시스템의 저장되는 영상정

보는 화질 및 저장 간격에 따라 저장 용량의 차이가 

크며, 용량이 증가될수록 이를 운용하기 위한 지출비

용 또한 커지게 된다. 특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저장하는 영상정보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촬영되어

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감시 시스템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촬영되는 영상

의 저장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저장하며, 간격사이

의 영상정보는 저장하지 않음으로서 저장되는 영상

정보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화질은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화질

이 좋아질수록 저장되는 영상정보 또한 비례하여 점

차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증대되는 영상정

보의 용량을 최소화하여 영상감시 시스템의 지속성

을 높이고, 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

된다[2-3].

본문에서는 촬영되는 영상에서 해당 구역 내에서 

고정되어 있는 배경과 움직이는 동적 객체를 구분하

여, 고정된 배경에 대한 영상정보는 이미지로서 일정

간격으로 저장하고, 움직이는 동적 객체에 대해서만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연속하여 촬영하는 영상

정보로 저장함으로서 영상정보의 용량을 줄이고, 영

상정보에 대한 시각암호를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

하는 메커니즘을 소개하도록 한다. 본문의 구성은 2

장에서 기존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3장에서 제안된 

영상 데이터의 동적/정적 객체 분리 저장 및 암호화 

메커니즘을 소개하도록 한다. 4장에서는 선행기술들

과 제안된 메커니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기본 방

법론들과의 차이점을 보이도록 한다.

2. 기존 저장되는 영상정보 처리 방법

저장되는 영상정보의 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방식

은 카메라의 화질 향상에 따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하며, 용량을 줄일수록 같은 영상

정보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지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경 분리는 영상의 실시간 객체 추적의 용도로 

다수 연구되어 왔으며, CCTV(Closed Circuit Tele-

vision)에서 촬영된 배경 분리를 위한 객체 추출을 

위해서 배경 영상과 대상 영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찾아내는 배경영상 차이법을 이용하여 정적 객체를 

검출하고,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방법(Sung-Jun Kang

et al. 2013)이나[4], 환경에 따른 학습을 통해 보다 

정확한 동/정적 객체를 추출하는 방법(Young-Ju

Kim. 2005)[5], 영상정보 내의 식별정보를 지닌 정보

를 색상의 중심점 이동에 따른 식별정보 추적 방법인 

컬러 중심점 이동을 기반으로 하여 찾아 마스킹하는 

방식(Suk-Ho Lee, 2014) 등이 연구되고 있다[6]. 다

음은 국내 특허 출원된 선행기술을 분석한 것이다.

2.1 객체영역 분리저장 및 적응형 배경영상 생성기법

객체영역 분리저장 및 적응형 배경영상 생성기법

은 영상감시 시스템에 의해 촬영된 영상내의 동적 

객체영역만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영상을 요청할 경

우 분리하여 저장된 동적 객체영역을 배경에 삽입하

는 방법으로 배경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생성하여 시

간에 따라 적응형 배경영상을 생성한다[7].

해당 발명은 동적 객체를 검출하고, 분리하여 저

장하는 동적객체 생성부, 동적객체에 대한 배경을 저

장하는 배경 생성부, 배경영상에 객체 영역을 합성하

여 출력하는 영상 출력부, 영상의 객체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설정하는 출력설정부, 특정 객체 및 동일 객

체 추출 후 화면에 출력하는 객체추적부로 구성된다.

2.2 정적 배경이미지를 이용한 동적 영상편집 기법

정적 배경이미지를 이용한 동적 영상편집 기법은 

기준이 되는 영상파일을 분석하여 기준이 되는 영상

파일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감시 시스템의 촬영 영상

과 비교하여 화면변화율이 큰 경우 해당 영상의 동적 

객체를 하나의 이벤트로서 검출하며, 해당 영상에 대

Fig. 1. Flowchart of  Object segmentation and adaptive 

background image genera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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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경 이미지와 함께 추출한다. 추출된 배경 이미

지와 이벤트는 저장모듈에 저장되며, 이후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모듈에 의해 영상정보를 편집

하고, 편집한 영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이다[8].

해당 발명은 주요 영역에 대한 설정을 받는 사용

자 인터페이스, 기준이 되는 영상파일과 영역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모듈, 주요영역 영상파일을 분할하는 

영상분할모듈, 이벤트 영상을 추출하는 이벤트영상 

추출모듈, 기준 영상파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배

경이미지 추출모듈, 추출한 이미지를 이용해 용량을 

줄이는 편집모듈, 저장모듈에 저장되었거나 저장된 

정보를 관리하는 제어모듈로 구성된다.

2.3 중복영상 제거 및 복원 기법

중복영상 제거 및 복원 기법은 가상화 엔진에 의

해 생성된 다수의 가상 서버를 이용하여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영상감시 시스템에 대응함으로서 기존 

서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상정보를 저

장하는 오리지널 스토리지와 오리지널 스토리지의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별도의 백업 스토

리지에 대하여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 정보, 중복제거 

시간대, 중복된 후의 영상 데이터의 용량 및 화질 등

에 따라 중복되는 영상정보는 제거하는 방법이다[9].

해당 발명은 해당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촬

영기기를 의미하는 카메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거나, 또는 하나의 물리적 스토리지에서 구분되는 오

리지널 스토리지와 백업 스토리지, 가상화 엔진과 분

석 및 중복제거 수단을 포함하는 서버로 구성되어있

으며, 분석 및 중복제거 수단에는 영상 데이터를 프

레임단위로 분해하는 프레임 분해모듈, 프레임 사이

의 객체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움직임 판단모듈, 설정

에 따라 중복되는 프레임을 제거하고, 인덱스를 생성

하는 중복제거모듈, 인덱스 및 움직임 벡터를 저장하

는 인덱스 저장DB(DataBase), 인덱스 저장DB에 따

라 제거된 중복영상을 복원하는 중복복원모듈로 구

성된다.

3. 제안된 동/정적 객체 분리 및 시각암호화 메커

니즘

본문에 제안된 메커니즘은 촬영된 영상을 녹화하

고, 녹화된 영상을 DB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영상정

보의 동/정적 객체 분할을 통한 저장 용량의 최소화

와,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동적 객체에 대한 시각암호

화를 통한 분산 저장으로 일정 이상의 분산 영상을 

획득해야만 복원할 수 있는 시각암호를 적용함으로

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메커니즘으로

[10], CCTV 등의 촬영 장치로부터 촬영된 영상을 

관리 시스템과 주고받기 위한 영상정보 송/수신 통

신모듈, 영상관리 시스템에서 배경 이미지만을 추출

하는 영상정보 배경이미지 추출모듈, 영상정보 내의 

동/정적 객체를 추출하는 동/정적 객체 영상 분석 모

듈, 동적 객체로 추출된 영상정보 중 식별정보를 찾

아내는 ROI 영역 추출모듈, 배경이미지로 추출된 정

적 객체와 움직임이 존재하는 식별정보를 가진 동적 

객체로 확인된 영상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

거나, 두 영상을 전송받아 영상을 합성하는 역할을 

진행하는 분산 영상정보 제어모듈, 식별정보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마스킹하는 마스

킹 처리모듈과 마스킹 처리된 영상정보를 시각암호

화하여 다수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함으로서 영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몇몇의 영상정보로는 본래

의 식별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하는 마스킹 ROI

영역 분할모듈로 구성된다[11].

촬영된 영상 이미지에 존재하는 움직임이 있는 사

람, 동물, 차량 등의 동적 객체와 움직임이 없는 건물,

장치 등과 같은 정적 객체를 분류하고, 정적 객체는 

용량이 적도록 하나의 이미지로서 저장한다[12]. 정

적 객체란 영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배경에 해당하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하나의 이미지만을 저장한다. 분

류된 동적 객체로 추출된 영상정보는 이후 복원을 

위해 연속된 영상정보로서 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Fig. 2. Flowchart of Dynamic image editing technique 

using a static background im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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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객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동적 객체만을 추출

하여 저장하고, 배경이 되는 정적 객체는 일정 시간

에 거쳐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영상의 저장용량을 줄일 수 있다[13].

동적객체만이 추출된 ROI 영역은 시스템 내에서 

분석되어 특정 개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

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을 

진행하고, 비밀 분산화 방법의 시각암호를 이용해 마

스킹 처리된 ROI 영역에 대하여 암호화 처리를 함으

로서 복수개의 암호화 정보로 분할한다. 분할된 영상

정보는 마찬가지로 복수개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되어 필요한 경우 암호화된 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

는 각각의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저장된 영상정보의 

암호화된 이미지를 가져와 복원하여 관리자에게 제

공한다. 이와 같이 암호화되어 저장된 이미지는 최소

한 분할된 N개중 N-1개 이상의 이미지가 있어야만 

복원할 수 있다[14-16].

이과정은 Fig. 4에 제시한 영상의 배경 이미지 및 

ROI(Region Of Interest) 영역 추출 순서와 같이 진

행된다.

3.1 영상정보 송/수신 통신모듈

영상정보 송/수신 통신모듈은 CCTV에서 촬영되

는 영상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을 

수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CCTV 카메라는 스마트 감

시 시스템의 일부로서 속할 수 있다. 하지만 CCTV

카메라는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물리적 장치를 의미

하며, 제안된 메커니즘을 수행하는 부분은 스마트 감

시 시스템을 의미한다[17]. CCTV 카메라와 스마트 

감시 시스템의 통신과정은 영상정보를 전달하는 일

방적 통신이 이뤄지며, 스마트 감시 시스템에서 클라

우드 서버로의 통신은 영상정보 내의 정적 객체와 

동적 객체를 구분하여 마스킹하고, 마스킹 된 영상정

보는 분산 암호화하여 저장할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

하며,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영

상 복원이 요청된 경우 스마트 감시 시스템으로 암호

화된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한다

[18-19].

3.2 영상정보 배경 이미지 추출모듈

영상정보 배경 이미지 추출모듈은 영상정보 내에 

존재하는 배경이 되는 이미지만을 추출하는 부분으

로 영상정보를 분석하며 일정 시간동안 형태가 변하

지 않거나, 변화의 크기가 작은 이미지를 배경 이미

지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배경 이미지는 주

로 건물, 나무 등과 같은 정적 대상을 인식하도록 하

며, 추출된 정적 배경 이미지는 별도의 이미지 파일

로서 저장된다.

3.3 동/정적 객체 영상 분석모듈

동/정적 객체 영상 분석모듈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영상정보 내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해 추출

하는 부분으로 일정기간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고정

된 배경 이미지와 동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영상내의 

변화를 보이는 객체를 구분한다[20].

Fig. 3. Flowchart of Redundant image removal and re-

storation technique [9]. Fig. 4. Flowchart of Object extraction of image infor-

mation.



1203영상정보의 저장 공간 관리를 위한 동적/정적 객체 분리 및 시각암호화 메커니즘

3.4 ROI 영역 추출모듈

ROI 영역 추출모듈은 객체 영상 분석모듈에서 추

출된 동적 객체에 해당하는 ROI 영역을 추출한다.

ROI 영역은 배경 이미지와는 움직임이 검출되는 객

체를 의미하여, 객체의 이동에 따라 ROI 영역 또한 

동적 객체를 따라 변화하게 된다. 추출된 ROI 영역은 

마스킹 처리모듈에 의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된 후 분산 암호화에 의하여 복수의 암호문으로 분산

되어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게 된다.

3.5 분산 영상정보 제어모듈

제어모듈은 정적인 배경 이미지와 동적 객체 영역

인 ROI 영역을 클라우드 서버로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배경 이미지와 ROI 영역을 수신하여 배

경 이미지와 ROI 영역을 합성한 완전한 CCTV 영상

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제어모듈은 ROI 영역을 클라

우드 서버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ROI

영역을 수신 받아 원본 영상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1-23].

3.6 마스킹 처리모듈

마스킹 처리모듈은 ROI 영역으로 검출된 영역 내

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담겨있는 

구간에 대해 마스킹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마스킹을 

진행하는 구간을 ROI 전체 영역이 아닌 영상 분석을 

통해 식별정보로 인식되는 구간에 대해 진행되며, 식

별정보에는 일반인의 얼굴 정보, 차량의 번호판 등을 

포함한다[24-26].

3.7 마스킹 ROI 영역 분할모듈

마스킹 ROI 영역 분할모듈은 마스킹 처리된 부분

을 포함하는 마스킹 ROI 영역을 암호화 처리를 통해 

복수로 분할하는 부분으로 비밀 분산화 기법중 하나

인 시각암호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만든다[20]. 이 암

호문을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암호문 N개 중 

N-1개를 충족해야한다[21]. 이와 같이 분산된 암호

문은 하나가 유실되어도 원본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는 강점이 있다. 해당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각암호는 

일반적으로 RGB에 대해 각각 8bit로 구성되어 하나

의 색상이 256개로 나뉘고, 3개의 색상을 결합하여 

총 16,777,216개의 색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나 실제 이를 분간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착

안하여 RGB에 할당되는 각각의 용량을 4bit로 변환

하여 색상을 줄임으로서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킨

다. 색상을 변환하는 식은 식 (1)과 같이 진행되며,

Noar와 Shamir의 기본 모델을 적용하여 시각암호를 

생성한다[27-29].




  (1)

여기서 RAPP는 R값의 근사치 조정을 위한 반올림

에 관한 값으로 이 값은 식 (2)와 같이 진행된다.

    if ≥ 
 if  

(2)

식 (2)로 인해 4bit로 변환된 색상정보는 각각의 

bit에 대해 n장의 슬라이드와 m의 부화소로 분산되

며, 여기서 슬라이드는 share라고 부른다. share는 m

이라는 부화소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n장의 share에 대해 이진수(0 또는 1)는 OR 연산을 

통해 생성된 해밍가중치 H(V)에 의해 판단될 수 있

다. 해밍가중치 H(V)는 0과 1을 판별하기 위해 각각 

존재하는 모든 share에 대한 OR연산의 합을 의미한

다. 이때 이진수의 판별은 임계값(1≤d≤m)과 상대

적인 차이인 a≥0에 대하여 H(V) ≥ d인 경우 1,

H(V)≤ d–am인 경우 0으로 판별한다.

   if ≥ 
 if ≤ 

(3)

(2,2)형태의 시각암호를 적용하기 위해 임의로 임

계값 d = 4, a = 1/2, share의 크기 m = 4를 적용할 경

우 0을 판별하기 위한 S0과 1을 판별하기 위한 S1은 

식(4)와 같이 구성하였다.

 


 
 

 
 



 



 
 

 
 



 (4)

S0와 S1의 행은 각각의 share로 저장되어 분산되

어 저장된다.

             (5)

식 (5)는 0과 1을 판별할 수 있는 OR 연산을 진행

한 행렬 값이다. 각각의 숫자를 판별할 수 있는 모든 

share의 OR 연산 값을 식(5)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

다.

  

  

(6)

식 (5)에 대해 0인 경우의 가중치와 1인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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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계산하면 식(6)와 같이 구성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share를 OR 연산하여 0과 1을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다. 위의 식은 [2,2] 연산을 가정하고 만

든 예로, [x,y] 연산의 x와 y의 변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양자화한 각각의 색상코

드 4bit에 대해 진행하므로 총 12번의 연산이 진행되

게 된다. 연산을 통해 발생한 48개의 share는 각각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됨으로서 적법한 share를 가지

지 않은 사용자는 영상에 대해 판별할 수 없게 된다.

4. 제안된 메커니즘과 기존 기법의 비교 분석

제안된 메커니즘은 영상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수

신 받은 영상정보를 정적 객체와 동적 객체로 구분하

고, 정적 객체에 대해서 영상정보가 아닌 이미지 정

보로서 저장함으로서 영상의 용량을 줄이고, 동적 객

체에 대해서 ROI 영역 검출을 동해 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영역을 검출하고,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에 대해 마스킹 처리

를 진행하며, 마스킹 된 영상정보를 분산 암호화 처

리를 통해 복수개의 암호문으로 변경한다. 복수개의 

암호문으로 변환된 영상정보는 복수개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며, 관리자의 원본 요청 신호가 들어오

는 경우에만 해당 영상의 암호문을 받아 복호화한 

뒤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4.1 동/정적 객체 분리

제안된 메커니즘에서 동/정적 객체 분리 방식은 

고정되어 변화가 적은 정적 객체를 일정시간에 걸쳐 

하나의 이미지로만 저장하고, 식별정보를 가지고 움

직이는 동적 객체에 대해 해당 부분만을 검출하여 

영상정보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배경분리 

기법은 이전에도 연구되어 왔으며, 이와 유사한 메커

니즘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동/정적 객체 분리 기법은 동적 객체에 대한 마스킹 

및 시각암호화를 통한 분산 저장으로 기존의 방법론

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4.2 컬러 이미지 시각암호화 기법

RGB로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은 각각 2의 8승인 

256의 범위를 가지며, 이는 색상당 8bit를 요구하며 

총 24bit가 색상을 표현하는데 사용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색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분산되어야 하는 

암호문의 양이 늘어나며, 전송받는 클라우드 서버의 

물리적 개수와 통신을 위한 트래픽 발생량의 급대한 

증가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논

문에서 제안된 색상 범위 양자화를 통한 시각암호화

는 위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

만 그와 동시에 색상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영상의 

표현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나,

CCTV는 해당 위치에 대한 감시가 목적으로 색상의 

단조로운 표현에 대해 큰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

4.3 시각암호를 통한 영상 분산화

시각암호화란 이진 영상정보에 대해 분산된 암호

문으로 변환함으로서 분산된 암호문을 N-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원문을 복원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은 컬러 이미지에 대해 

각각의 색상을 이진화하여 시각암호를 적용함으로

서 식별정보에 대한 분산 저장으로 해당 암호문을 

일정 이상 가지지 못할 경우 원본에 대한 복원이 불

가능 하도록 함으로서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Table 1은 제안된 메커니즘과 기존 발표된 논문,

특허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영상내의 동/정적 객체 

분리 기법은 영상내의 객체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꾸준히 연구되어온 분야로서 이와 유사한 논문 

및 특허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RGB값을 가진 색상 

Table 1.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posed mechanisms and existing techniques

Comparison item A precedent Precedent patent The proposed mechanism

Dynamic / static object
separation

○ ○ ○

Color image visual
cryptography

× × ○

Image decentralization through
visual cryptograph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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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대한 시각암호화 기법과 시각암호화에 의

해 분산된 암호문을 통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의 주요 부분으로 타 

기법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영상감시 시스템은 주로 공공장소나 보안이 요구

되는 시설에서 설치되며, 촬영된 영상을 수집하여 관

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주로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저장되는데 촬영되는 영

상의 화질이나 기간에 따라 용량이 증가한다. 현재 

카메라의 발전으로 영상의 화질이 좋아지면서 영상

정보는 점차 보다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영상감시 시스템의 지출 비용은 용량의 확장

을 위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지

출비용을 감소시키고, 시스템의 지속성을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영상정보가 차지하는 용량을 줄이는 것

이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영상감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영상

정보 용량 최소화에 대한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선생

기술과는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본문의 

메커니즘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정적 객체와 동적 객

체로 추출하여 정적 객체는 배경 이미지로서 저장하

고, 동적 객체는 추출한 뒤 마스킹 처리를 진행한 후 

분산 암호화를 적용함으로서 보다 프라이버시 보안

성을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영상감시 시스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좋은 화질의 카메라를 설치하

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지하는 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증가되는 용량은 관리자

의 지출비용의 증대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감시 시스템의 영상정보의 용량을 최소화함으

로서 증가되는 지출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연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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