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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영상 처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백 준 기 교수

(1) 정의 및 개요
▶인
 간의 지능을 기계가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시각과 두뇌를 연결하는 신경망에 관한 이해

합

를 시도한 것이 AI 관련 연구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AI와 영상처리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

▶현
 재 AI 영상처리 분야의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영상분류 (Image Classification), 영

구

상생성 (Image Generation), 객체분할 (Semantic Segmentation), 행동인식 (Acitivity
Recognition), 영상질의응답 (Visual Questiona and Answering), 초해상도복원 (Super-

연

Resolution), 3차원 공간 재구성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얼굴 위변조 검
출 (Fake Face Detection)

(2) 시장현황
▶ 세계시장

영

상

정

보

- 구글, IBM, 페이스북, 아마존,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Dell EMC, 휴렛

국

패커드, 레노버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AI 제품 및 솔루션,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을 가속
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이 오는 2025년에는 43.9 %의 연평균 성장

한

률(CAGR)에 힘입어 2828억 달러(약 350조 8천억원) 규모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된다1).

1) 인공지능신문(http://www.ai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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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AI 소프트웨어 매출시장 전망 [단위: 십억불]

출처: https://www.statista.com

구

조

합

-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이 AI로 인한 기회와 잠재적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

- 이 중 딥러닝은 연평균 성장률 42.5 % 이상으로 성장해 2025 년까지 1,661억 달러(약 206

보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 세계 AI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41 %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며, 유럽 내에서 독일은 11억 9천 달러(약 1조4

정

천억원), 그리고 111억 달러(약 13조 8천억원) 이상의 수요는 유럽의 나머지 시장에서 일본

상

의 경우 48억 달러(약 5조 9백억원)의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인 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50 %

영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야심찬 국가 AI로드맵으로 오는 2025년에는 655

국

억 달러(약 81조3천억원)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시장

한

- 국내 인공지능(AI) 시장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17.8% 성장하여 2023년 6천 4백억원 이상
의 규모를 형성할 예정이다 2).
-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 시장은 2019년 인공지능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지
만 향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부터는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개발
관련 서비스 시장보다 작은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반면,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비즈니
스 자동화를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구현 사업이 크게 증가하며 서비스와 소프트
웨어 시장 모두 향후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 한국IDC, 국내 인공지능 2019-2023 시장 전망,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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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전망 2019-2023년 [단위: 십억]

출처 IDC, 2019

(3) 기술동향

3)

▶ 기술동향 개요
▶ 영상분류 (Image Classification)

보

연

구

조

합

- 사람의 시각적 식별 능력을 모사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의 경우 20,000가지 사물을 식별할

정

수 있는 반면, 기계는 1,000가지 객체를 95% 정도의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다.
- 해상도, 시점, 조명, 시간 변화와 학습 대상의 변화에 강인한 성장학습 및 자가 성장학습 기
술로 발전하고 있다.

영

상

- 학습 데이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1/1000에 해당하는 적은 데이터로 기존의 딥러닝
성능에 근접하는 기술과,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한 전이학습 및 메타학습, 학습효율을 높이기

국

위한 지식증류4)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다.

한

▶ 행동인식 및 이해 (Acitivity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 비디오 영상에서 사람의 움직임, 행동, 행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서 비디오 영상의 스트림을 특징화하여 딥러닝으로 학습하는 방법.
- 기존의 convolutional 3D (C3D)를 사용한 단순 특징점을 활용한 오프라인 행동분석 기술
을 발전시켜서 궤적, 포즈 등의 고성능 행동인식과 온라인 행동탐지 기술의 연구가 추진되
고 있다.

3)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 기술청사진2030, 2019년 12월
4)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은 이미 학습이 잘되어 성능이 좋은 대규모 딥러닝 네트워크가 학습한 숨은지식을 소규모 딥러닝 네
트워크가 학습하여 전수받도록 하여 계산량이 적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압축된 신경망 모델을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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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개선과 컴퓨팅 자원의 절약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상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과거 최상위 행동 분류 방식과 달리 instance segmentation 혹은
pose/depth estimation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다.
-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51종의 행동인식을 정확도 69%로 구현하였으며, ETRI에서는 클립단
위 행동인식을 정확도 69.4%로 구현하였다.
- 행동, 행위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end-to-end 방식의 학습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움직
임, 궤적, 방향성 변화를 학습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백본 네
트워크에서 세부 행동으로 전이하는 방식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 영상관계인식 (Visual Relationship Recognition)

- 사람 수준으로 이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 행동, 배경 인식 뿐 아니라 각각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

- 기존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객체검출, 행동인식 기술은 컨텍스트 기반 관계 이해를 사용
해서 다수 객체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장면 묘사로 발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

subject, relationship, object의 triplet을 인식하고,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장
면그래프(scene graph)로 이해고자 한다.

구

- 스탠포드대학에서 객체가 관계 인식을 정확도 36%로 구현하였고, 중국-영국 연합팀인

연

BDTA에서 2D 영상기반 객체 검출을 73% 정확도로 구현하였다.

보

▶ 3차원 영상 재구성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정

- 사람 영상을 보고 3차원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모사하여 2D 영상을 보고 3차원의 특징이나

상

움직임을 이해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방법은 포인트클라우드 혹은 삼각메시방
식으로 고해상도 표현만을 고려하였지만, 딥러닝 기반 방식에서는 은닉 계층에서 추상적인

영

복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3차원 고해상도 형상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국

- 최근 3D long short-term memory (LSTM)을 사용해서 다양한 시점을 기억하고 3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취리히 연방공대에서는 3D 복원기술의 정확도 98.7%

한

를 달성하였다.

- 특징점과 삼각메시기반의 3D 영상복원을 end-to-end 딥러닝 방법으로 대체하여 스테레
오 기반 방식을 단일시점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추가로 2차원 영상에서 관찰되
는 객체간 관계를 3차원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 초해상도복원 (Super-Resolution)

-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문제는 잡음제거와 함께 영상처리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오랜 기간동안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딥러닝 이전에는 영상의 사전지식
을 이용한 정규화된 최적화기법, 희소표현을 이용한 방식, 예제기반 방식 등이 연구되었는
데, 딥러닝 방식이 적용되면서 초해상도 복원의 성능도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 희소표현 최적화 방식을 모사한 초기 방식은 잔차 혹은 잔여학습을
통한 심층네트워크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사용한 방법이 개발되어
서 주관적 화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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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주요기업
▶ 해외 R&D 현황
구분

기관

연구

결과물

1

중국 Tencent AI Lab

포즈, 조명, 나이 변화에 강건한 얼굴인식

인식 정확도 77%

2

홍콩 CUHK

객체 분할

정확도 40.8%
(COCO 기준)

3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행동인식

정확도 69.4%
(51종 행동)

4

독일 베를린대학

객체검출 및 추적

정확도 45.35%
(15fps)

5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체간 관계 인식

정확도 26.69%
(상위 5개)

6

중국-영국 연합 BDAT

2D 영상기반 객체 검출

7

MIT/구글

3차원 복원

8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3D 복원 (4D Video)

(5) 관련자료
▶ 국내 관련 R&D과제 현황

상

정

구분

과제명

1

지능형 국방경계 감시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2
3

보

연

합

정확도 73%

구

조

IOU 0.282
(Pix3D)

정확도 98.7%
(ScanNet 3D 복원)

연구기관명

사업기간

중앙대

17. 4. ~ 21. 12

딥뷰-대규모 실시간 영상 이해 기반의
시각 지능 플랫폼 개발

ETRI

18. 4. ~ 20. 12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KAIST, GIST 등 12개대학

2019. ~ 현재

한

국

영

▶ 인공지능 R&D 전략 5)

-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2018
년 5월)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2018-2022)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세계 4대 AI 강국 도약을 위해 우수 인재 5천명을 육성하고, AI
데이터 1.6억여 건을 구축한다는 전략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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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10년간 1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기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페타급 컴퓨팅 파워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신약 개발, 미래 소재, 의료, 농업 등 산업 분야에 활용하거나 국민의 일상 문제 해결을 위
한 응용분야 연구개발과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에도 투자할 계
획이다.
▶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

-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을 8대 선도 사업 분야(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로 선정·발표하였고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 전략 투자 분야 중 인공지능 핵심 기술은 양자컴퓨팅, AI알고리즘, 지능형 반도체 등 세 가
지이다.

합

- 2019년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 구축에 1,9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1

조

만 명의 혁신인재 양성과 혁신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 4

구

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규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국내외 우수인
재를 선발하여 해외 유명연구소, 기업, 대학, 등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턴십 실무

연

과정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연 500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배출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전

보

문 대학원 내에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고, 실무 인재에 대한 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 개발

상

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13-‘23)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핵
심 SW기술과 HW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영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 중인 엑소브레인(Exobrain), 딥뷰

국

(DeepView), 음성지능 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각각,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개발에 특화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다. 특히 시각지능을 위한 딥뷰에는 2014년부

한

터 2023년까지 총 642억원이 투입된다.
▶ 인공지능 국가전략 프로젝트

-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과 확산 사업의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으로, 총 사업비 약
1,278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개발 과제는 언어, 시각, 음성 분야 등 인공지능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 및 학습 추론 등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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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내용

기간/예산

의사결정 이유가 설명 가능한 휴먼 레벨
학습· 추론 프레임워크

SAFE AI 응용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 설명가능성,
원샷/제로샷 학습 등이 복합적으로 가능하여, 딥러닝의 단점을
극복한 휴먼 레벨의 학습· 추론 프레임워크

5년 (3+2)
’17년 37.5억원

비디오 튜링 테스트(Video
Turing Test): 비디오 이해
지능 기술 개발 및 비디오
이해도에 대한 튜링 테스트 체계 개발

비디오 데이터 기반 학습된 스토리 지식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포함하는 비디오 튜링 테스트로 정의한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기술

5년 (3+2)
’17년 20억원

▶ SW스타랩

- SW스타랩은 2015년부터 K-ICT 글로벌 선도 전략에 따라 국내 SW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목표로 우수 대학 연구실을 선정해 몰입형 장기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5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서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성균관대 등 16개 연구실

합

에 이어 2018년 4월 신규로 5개 연구실을 선정해 총 21개의 SW스타랩을 지원하고 있다.

조

선정된 연구실은 향후 최장 8년(4+4), 연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개 SW방식으로

구

세계적인 수준의 결과물을 개발하게 되며,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R&D 전략」에 따르면
2022년까지 SW스타랩을 통해 배출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은 약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 사업

정

보

연

- ICT 중심 프로젝트 및 ICT와 타 산업 융합 중심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갖

상

춘 창의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ICT 관련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교라면 어디나 지원 가능하며 8명의 풀타임 교수와 40명 이상의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 참여해야 한다.

국

영

- 과제당 평균 8억원 내외가 지원되며 40여개의 과제를 최장 6년(4+2)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

한

▶ 인문한국 지원(HK+) 사업

-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는 인문한국(HK) 플러스 사업에 중앙대학교 ‘인문학 가치 고양을
위한 인공지능인문학 구축’ 사업을 선정했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사업비 114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중앙대학교는 2018년 3월 ‘인공지능인문학연구단’을 공식 출범
시켰고 ‘인공지능 관계·소통학’, ‘인공지능 윤리·규범학’, ‘인공지능 인문데이터 해석학’, ‘
인공지능 기술비평학’, ‘인공지능 사회·문화학’ 이라는 5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연구 분과의 성과들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인문학 구축’이라는 결과로 정리될 계
획이다.

6) 연합뉴스,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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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전자공학과  박 장 식 교수

1. 딥러닝과 영상 데이터셋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은 영상처리(image and video processing), 영상분석 및 이해

합

(video analysis and understanding) 분야에서 종래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비하
여 현저히 성능을 향상시켰다. 딥러닝은 학습과정에서 컨벌루션(convolution), 풀링(pooling),

조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 등의 구성 요소 즉, 계층(layer)을 다수 적용하는 기계학습의

구

한 종류이다. 종래의 기계학습과 같이 딥러닝도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
(unsupervised)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공간 정보 데이터를

연

처리하기 위하여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계열이 있으며, 시계열 데이터를 처

보

리하기 위하여 RNN(recurrent neural network) 계열이 있다.
CNN 계열의 딥러닝은 객체 분류(classification), 검출 및 추적(detection and tracking), 인

정

식(recognition)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은 AlexNet, VGG-16, GoogLeNet,

상

ResNet 등이 적용되고 있다. CNN 또는 RNN 딥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학습
시간이 소요되는 지도학습이다.

영

비지도학습으로는 별도의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오토인코더(AE,

국

Autoencoder), 강화학습(RL,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다. GAN은 영상 합성 또는 변
환, 합성 음악 생성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AE는 의미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한

에 적용되고, RL은 바둑과 같은 게임, 로봇 제어 등에 응용되고 있다.
영상보안 시스템(video surveillance)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얼굴인식, 상황인식 분야에
서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얼굴인식과 객체 검출 및 추적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고질적인 문
제인 오검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자동으로 배회, 침입, 방화 등을 상황인식 분야에서 오감지
가 개선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상보안 솔루션이 관제사의 관제를 지원하여 사람과 협
업하는 선별관제 시스템이 개발되어 영상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개
발 기관과 개발사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
로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영상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GT(Ground truth)을 생성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정부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 CCTV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실환경 영상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딥러닝 학습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한 제한이 있다. 특히, 다양
한 기상 환경과 재난 상황에 대한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셋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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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에서는 GAN의 다양한 활용 중에서 지능형CCTV 산업과 관련하여 영상 합성 또는 변
환을 통하여 딥러닝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기술을 다루고자 한다. 지능형
CCTV 시스템 개발을 위한 딥러닝 데이터셋 확보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지만, DCGAN,
Conditional GAN, pix2pix(GAN), Cyclic GAN, gauGAN 등의 GAN을 기반으로 영상변환
시스템들이 구현되었다. 이를 응용하여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식 영상 데이터셋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영상 합성 또는 변환(synthesis or translation)은 원본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을 원
하는 목적에 맞는 새로운 영상을 생성한다. 논문에 따라서 합성과 변환이 혼재하고 있으나, 본
기고에서는 영상변환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2. GAN 개요와 영상변환 응용
2.1 GAN 개요

합

2014년 Ian Goodfellow 가 NIPS에서 발표한 GAN[1]은 Yan LeCun이 당시 최근 10년간

조

최고의 딥러닝 모델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뛰어난 딥러닝 기술이다. GAN의 구조는 그림 1과 같

구

이 생성기(Generator)와 판별기(Discriminator)로 구성된다.

[그림 1] GAN 구조

한

국

영

상

정

보

연

https://www.slideshare.net/xavigiro/deep-learning-for-computer-vision-generative-models-and-adversarial-training-upc-2016

생성기는 랜덤 데이터로부터 실제 데이터 샘플과 유사한 가짜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고, 판별
기는 실제 데이터 샘플과 가짜 데이터 샘플을 판별한다. 생성기가 실제 데이터 샘플에 가까운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도록 노력하고 판별기는 가짜를 실제 데이터 샘플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생성기와 판별기가 적대적으로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응용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GAN의 동작은 그림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의 생성기 G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질 데
이터 샘플 x 의 분포(distribution)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만일 생성기 G가 정확하게 데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영상정보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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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샘플 x의 분포를 추정한다면, 판별기는 실질 데이터 샘플 x와 생성기의 데이터 샘플 G(z)
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 GAN의 데이터 생성과 판별 과정

2.2 GAN 모델
2.2.1 DCGAN

연

구

조

합

GAN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였을 때, 구조적인 단점으로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DCGAN[2]
는 GAN에 컨벌루션 구조를 추가하여 영상처리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DCGAN의 기술적인 기여는 다음과 같다.

정

보

▪ 대부분의 설정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학습되는 컨벌루션 학습 구조(DCGAN, Deep Convolutional GAN)

상

▪ 학습된 판별기가 다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과 경쟁력 있는 영상 분류 성능을 보임

영

▪ GAN을 학습한 필터를 가시화하고, 특정 필터들이 특정 객체를 학습하였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줌
▪ 생성기가 의미있는 수준의 생성영상 샘플을 조작할 수 있는 벡터 연산 속성을 가짐을 보여줌

국

(그림 3. DCGAN 벡터 연산 개념의 가시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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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CGAN 벡터 연산 개념의 가시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DCGAN의 생성기 구조는 그림 4에 나타내었으며, 속성은 다음과 같다.
▪ 풀링 레이어를 대신하여 스트라이드 컨벌루션(판별기)과 분수 스트라이드 컨벌루션(생성기)로 대체한다.
▪ 생성기와 판별기에 batchnorm(batch normalization)을 사용한다.
▪ 딥 구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생성기의 대부분 레이어는 ReLU 활성함수를 사용하고, 마지막 출력 레이어는 Tanh 활성함수를 사용한다.
▪ 판별기의 모든 레이어는 Leaky ReLU 활성함수를 사용한다.
▪ 최적화 알고리즘은 Adam을 사용한다.

[그림 4] DCGAN 생성기 구조

2.2.2 Conditional GAN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GAN을 실제 문제, 예를 들면 영상변환에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떤 영상이 생성되도록 제어하는
한계가 있다. GAN의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가 식 (1)과 같다면, Conditional GAN은

국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여 식 (2)와 같다[3]. 이를 도식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5이다. 그

한

림 5와 같이 생성기에 단순히 latent variable 로 잡음(noise)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
는 데이터 y 을 적용하고 판별기에도 y를 적용한다.
(1)
(2)
Conditional GAN은 목적에 부합하는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의미있는 영상을 생성할 수 있
도록 한다. Conditional GAN은 성능이 개선된 pix2pix 또는 Cyclic GAN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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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nditional GAN 개념

2.2.3 Cyclic GAN

보

연

구

조

합

영상변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형된 GAN이 Cyclic GAN이다[4]. Cyclic GAN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의 오른쪽 정지 영상을 보면 여름과 겨울을 상호 변

정

환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영상 도메인 간의 변환을 종래의 GAN에 비하여 상
당히 개선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

상

[그림 6] Cyclic GAN의 목표, 데이터 도메인 간의 상호 변환이 가능하도록 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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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Cyclic GAN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의 (a)는 G는 도메인 X에서 도메인 Y
로의 변환 함수이며, F는 도메인 Y에서 X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GAN 학습 과정은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G(x), F(y)를 동시 학습한다.

[그림 7] Cyclic GAN 의 기본 개념, (a) G, F 두 가지 맵핑 함수, (b) 전방향 cyclic-consistency loss,
(c) 역방향 cyclic-consistency loss

3. 영상 데이터셋
3.1 강우 감지 및 제거 영상처리

보

연

구

조

합

덴마크 Aalborg 대학 Visual Rain 데이터셋(VIRADA, AAU Visual Rain Dataset)을 활용

정

한 강우탐지 및 제거 기술을 개발하였다[5]. Visual Rain 데이터셋은 덴마크 Aalborg 지역에

상

서 일반 영상보안 감시용 카메라 2대를 이용하여 2개 위치에서 215시간 촬영한 영상으로 데이
터셋이 구성되어 있다.

영

기후 환경을 반영하여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CCTV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

국

여 그림 9와 같이 맑은 날씨에서는 객체 검출 및 추적을 수행하고, 강우 상황으로 판단되면, 비
를 제거하는 알고리즘 수행 후 객체 검출 및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한

다양한 기상에도 상황인식을 위해서는 기상 환경이 고려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성능을 개선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림 8] AAU Visual Rain 데이터셋 예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영상정보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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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강우를 감지, 제거 후 객체 검출 및 추적

3.2 인공 안개 영상 데이터셋

조

합

안개를 제거하는 영상처리 기술과 성능 평가를 위하여 그림 10과 그림 11과 같이 각각

구

O-Haze와 Dense-Haze 데이터셋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안개 낀 영상과 안개 없는 영상으로

연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안개 낀 영상은 전문적인 안개 발생 장치(professional haze machine)
을 이용해서 안개를 발생시켜 촬영하였다[6].

보

칼라 매트릭스를 촬영 현장에 배치하여 칼라 복원에 대한 성능도 평가한다. CVPR1) 2018,

정

2019와 공동 개최한 NTIRE2) 경진대회에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한

국

영

상

[그림 10] O-Haze 데이터셋

1)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 전기전자공학회와 컴퓨터비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공지능분야 컨퍼런스
2) NTIRE(New Trends in Image Restoration and Enhancement workshop) : 실사영상 잡음제거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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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ense-Haze 데이터셋

3.3 합성 기후 영상 데이터셋

구

조

합

3.3.1 SFSU(Semantic Foggy Scene Understanding) 데이터셋

연

ETH Zurich(스위스) 에서는 실제 정지영상에 안개를 합성한 데이터셋에 대하여 CNN 딥러

보

닝을 학습을 통하여 안개 낀 상황에서 차량 성능을 개선하였다[7]. 맑은 날씨 정지영상 20,550
건에 대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안개 낀 영상을 생성했고,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ADAS 개발
을 위한 객체 검출에 활용한다.

상

정

550건의 의미적 주석이 있는 영상과 20,000건의 주석이 없는 영상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
다.(안개 합성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국

영

[그림 12] SFSU(Sematic Foggy Scene Understanding) 데이터셋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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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NYU-Rain 데이터셋
예일-UNS대학과 싱가폴 국립대학에서 비가 오는 영상에서 비를 제거하는 딥러닝 학습을 위
해 강우 데이터셋을 제작하였다. 비(빗줄기) 패턴을 이용하여 강우 효과를 가지도록 합성된 영
상으로 제작되었다[8].

[그림 13] NYU-Rain 데이터셋과 성능 비교 결과

연

구

조

합

16,200 건의 비 정지영상을 합성하여 제작하고, 비가 오는 정지영상으로부터 맑은 정지영상

보

을 복원하는데 활용한다. 맑은 날로의 복원을 위하여 2단 CNN 딥러닝 구조를 제안하고, Cyclic
GAN를 두 번째 단에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상

정

[그림 14] Conditional GAN을 포함한 강우 상태에서 객체 검출을 위한 2단 CNN 구조

한

국

영

3.4 GAN 활용하여 분할 영상(스케치)으로부터 실사 영상 변환
NVIDIA는 gauGAN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스케치로부터 실사 영상을 생성하는 도구를 개
발하였다. 거친 스케치를 풍경 실사로 만들어 주는 정지 영상 크리에이터로서, 소셜 미디어인 플
릭커의 정지영상 가운데 100만개에 달하는 풍경 관련 정지영상을 학습한다. gauGAN을 적용
한 스케치로부터 실사 영상을 생성하는 예는 그림 15와 같고, 그림 16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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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auGAN 실행 화면

[그림 16] gauGAN 스케치 변환 예

3.5 Video to Video 변환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NVIDIA와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가 개발하고, Video to Video 합성 모델을
Git 오픈소스로 제공한다[9].

국

입력 영상에 레이블에 지정하면 그림 16과 같이 다양한 스타일의 실사 영상을 생성한다. 입력

한

영상에 외곽선을 추출해 외각선 내부에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 생성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입력 영상에서 포즈를 인식하여 포즈 내, 외부에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 생성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 17] 레이블 – 스트리트뷰 변환 결과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영상정보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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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경계선(edge) – 얼굴(face) 결과

[그림 19] 포즈- 바디의 결과

4. 국내 기술동향

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최근 국내의 머니브레인3)사에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그림 20과 같이 영상합성 기술을 구
현하였다. 영상합성 기술은 음성 스팩트럼을 Seq2Seq 모델을 사용하여 입술 좌표로 변환하고
얼굴 합성은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술을 이용한다.

3) http://www.moneybrain.ai/deeplearning_k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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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GAN 기술을 적용한 머니브레인의 얼굴합성

연

구

조

합

[그림 21] 머니브레인 사에서 합성 영상

4. 결론

한

국

영

상

정

보

영상처리 또는 분석 응용에 따라서 적절한 딥러닝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CNN 딥
러닝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는 객체 검출과 추적, 분류에
있어 비교적 성능이 우수하다. RNN 계열은 음성인식, 화자 인식 그리고 객체의 행동인식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 주로 설명하는 GAN은 영상 합성 또는 변환에 주로 활용되
고 있지만 객체 분류에도 적용되고 있다.
GAN은 음성신호 및 자연어 처리, 음악합성 등의 응용 분야로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고, 다양한 변형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비지도학습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DCGAN을 통하여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학습 안정화 문제가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보다 정밀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향상된 모델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GAN은 지도
학습과 연동하거나 오토인코더, 강화학습과 결합하는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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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AN의 영상변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영상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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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보안용 시스템 반도체 동향

㈜아이닉스  황 정 현 대표이사 / 연구소장, 성 민 제 제2개발팀장

1990년대부터 보안용 디지털 영상처리 시스템반도체(SoC)는 한국이 주력 선도국가였으나,
최근의 인공신경망 기술의 향상과 함께 고기능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대만이 세계 시장
을 장악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현재의 인공지능기반 시스템 반도체의 개략적인 시장상황과

합

국내 제조사 현황을 정리하고, 국내외 보안용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자사 아이닉스의 IP
SoC를 심층 분석하여 향후의 제품기술의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해외 기술 동향

연

구

조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은 클라우드 서버 사이드에서 성능을 가속화 하는 방향과 스마트 기기

보

내부에서 인공지능 성능을 지원하는 Edge Devices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
우가 Fabless 기업의 AI 기반 SoC 개발과 방향성을 같이 하며,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정

활용하면서 더욱 빠르고 전력 소모가 작으며 구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개발 경쟁 중이다.

상

이에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

영

(GPU) 외에도 NPU(Neural Processing Unit)나 텐서(Tensor) 가속기인 DSP(Digital Signal

국

Processing) 등 AI용 프로세서를 함께 탑재한다. AI 프로세서는 ▲AI 알고리즘 자체를 압축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메모리 대역폭 요구량 자체를 줄이는 기술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희소

한

성(Sparsity)을 활용하는 연산기 기술 ▲연산기 비트 수를 줄이기 위한 낮은 비트 해상도(Bit
precision) 변환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다.
애플은 뉴럴 엔진으로 얼굴인식이나 음성 인식 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칩
으로 기기 자체의 성능 차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데이터 대부분을
클라우드로 옮겨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기기 자체에 처리함으로써 기기의 차별성과 함께 프라이
버시 보장을 또 다른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애플은 최근 ARM의 설계자산(IP)을 이
용한 CPU '애플실리콘'을 개발한다. 애플실리콘은 이전까지 사용한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대체
할 것으로 인텔 프로세서가 아닌 자체 개발 CPU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도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인텔의 미세화 공정에 애플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참
고로 A12에 탑재된 NPU는 100GOPs/W의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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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은 자체 개발한 5세대 AI 엔진을 최신 스냅드래곤(Snapdragon)865 AP에 탑재했다. 퀄
컴은 헥사곤(Hexagon)898 DSP의 신형 헥사곤텐서가속기(Hexagon Tensor Accelerator,
HTA)를 바탕으로 15TOPs의 연산 속도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로운 HTA는 전력 효율이 35%
향상되는 동시에 4배 이상의 TOPS 성능을 제공하도록 업그레이드됐다. 최근 퀄컴은 차세대 로
봇과 드론 개발용 플랫폼인 '로보틱스 RB5 플랫폼'의 퀄컴QRB5165 프로세서에도 5세대 퀄컴
AI 엔진인 HTA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지난 몇 년 간 여러 데이터센터 훈련과 추론 공급업체 등 AI 칩 스타트업을 인수해 왔
다. 특히 이스라엘 스타트업 하바나랩스는 페이스북과 같은 하이퍼스케일 고객을 중심으로 상
당한 성과를 보였다. 2016년 인수한 너바나시스템즈의 신경망칩(NNP) 개발을 포기, 하바나랩
스를 인수하면서 전략을 틀었다.

합

엔비디아는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훈련용 AI영역의 강자로 그래픽카드용 프로세서(GPU)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테슬라 V100은 AI 훈련을 위한 GPU 가속컴퓨팅에 사용되

조

는 대표적인 가속기이며, 개별 칩 외에도 여러 GPU가 함께 연결돼 동시 연산이 가능하도록 구

구

현하는 가상 GPU NV링크(NVLink)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테슬라(Tesla) V100 GPU에
이어 최근 공개한 암페어(Ampere) A100 GPU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연

또한, 엔비디아의 추론용 AI칩은 테슬라 T4 GPU가 대표적이다. 엔비디아 튜링(Turing) 아

보

키텍처와 일련의 새로운 추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GPU로 엔드-투-엔드 애플리케이
션 위한 낮은 지연시간과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 T4는 엔비디아 V100과 동일한 튜링 아키텍처

정

를 기반으로 축소되어, 단일정밀 부동소수를 이용한 8.1TFLOPS, 혼합정밀(FP16/FP32)을 이

상

용한 65TFLOPS, 8비트 정수를 이용한 130TOPS, 4비트 정수를 이용한 260 TOPS 등 다양한
성능수준의 정밀도를 지원한다.

한

국

영

[그림 1] 인텔의 Knight Landing과 NVIDIA의 Tesla V100

구글은 TPU(텐서처리유닛) 서버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특히 클라우
드 단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가속하도록 하드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을 주도하고 있다. TPU는
Tensorflow에 특화된 성능을 보이도록 구현되었으며 지도와 내비게이션의 정확도 향상이라든
지 알파고 성능향상에 활용되었다. 이 클라우드 TPU는 단위 unit 당 최대 180TFLOPS의 성능
을 제공하고 고속 네트워킹 기능을 특징으로 다수를 연결하여 분산 러닝이 가능한 기계학습 슈
퍼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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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은 모바일용 IP를 제공하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AI 응용에 적용
할 수 있도록 3가지 사양의 'Ethos-N' NPU를 발표했다. ETRI에 따르면, Ethos-N37, N57,
N77로 불리는 각각의 NPU는 512개, 1024개, 2048개의 8×8 MAC 연산기로 구성되며 1 에
서 4 TOPs 성능을 보인다.
FPGA(Intel/Altera의 Stratix 10, Xilink의 Virtex UltraSCALE+ 등)도 고성능 컴퓨팅 작
업 실행뿐 만 아니라 추론 엔진을 만들 수 있으며, 낮은 지연 시간과 유연한 ML 모델 지원을 제
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년 동안 텍스트 문자열 검색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텔의 Altera
FPGA를 사용해 왔다. 인텔의 비전 액셀러레이터 디자인은 오픈 VINO 툴킷에 아리아(Arria)10
FPGA PCIe 카드와 소프트웨어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자일링스는 바이티스(Vitis) 소프트웨
어 플랫폼이 지원하는 데이터센터용 PCIe 카드 제품군을 개발했으며, 알베오(Alveo) 카드는
100W부터 225W까지 파워가 제공된다. 아크로닉스(Achronix)도 FPGA 기술을 가져와 데이

합

터센터 가속컴퓨팅 시장에 뛰어들어, 7나노(nm)급 스피드스터(Speedster)7t 제품인 벡터패
스(VectorPath) PCIe 액셀러레이터 카드로 출하된다. 5세대 PCIe를 지원해 빠른 I/O에 주

조

력하고 SerDes 속도는 최대 112Gbps에 이른다. ML 추론 성능은 INT8 데이터 처리를 통해

구

80TOP를 넘으며 칩은 INT16, INT4, FP24, FP16, BFloat16도 지원한다.

연

[그림 2] Intel/Altera의 Stratix 10과 Xilinx의 Virtex Ultra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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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중국)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HiSilicon)이 개발한 기린990 AP에 다빈치(DaVinci)
아키텍처 기반의 듀얼 코어 NPU를 탑재했다. 화웨이는 단말과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다빈치
아키텍처를 접목해 엔드, 엣지, 클라우드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빈치 아키텍처는 3D 텐서(Tensor) 계산 방식에 맞게 구조화된 16×16×16 MAC 연산기 큐
브(Cube)를 포함했다. 각 MAC 연산기는 사이클당 1개의 FP16 연산이나 2개의 INT8 연산을
수행하며 NPU 코어는 MAC 연산기 큐브 이외에 스칼라 ALU, 벡터 ALU, 로드/스토어(load/
store) 유닛 등을 포함한다.
객체인식(Object Detection) 소프트웨어(SW) 개발 스타트업인 스트라드비젼(StradVision)
은 글로벌 완성차OEM/티어1 기업이 대거 포진된 일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첨단운전자지
원시스템(ADAS), 자율주행(AD)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센서 중 하나인 카메라에 수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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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데이터에서의 사물인식(Object Detection) 기술인 스트라드비전의 에스브이넷(SVNet)
은 프로그램 자체가 가볍고 시스템온칩(SoC), 전장제어유닛(ECU) 등 어느 컨트롤러와도 쉽게
통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심층신경망(DNN)을 활용한 딥러닝(DL) 구현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이 적용됐으며 ‘SVNet External, SVNet Internal, SVNet Tools’가 포함된 통합 포트폴리오
를 구축한 상태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현장에서 공개된 Ambarella
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ADAS용 4k SoC인 CV22에 입력된 영상데이터에서 실시간 구현하는 객
체인식(Object Detection, OD), 레인인식(Lane Detection, LD), 빈구간 인식(Free Space
Detection, FSD) 기술을 시연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림 3] Ambarella 사의 CV22S SoC 및 블록도

2. 국내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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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국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적 기술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뉴럴넷
(neural network),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CNN,

한

RNN 등 다양한 뉴럴넷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저전력 초소형 인공지능 반도
체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스마트 기기의 소형화,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 방송 모뎀, AP 및 기타 멀티미디어 기능을 단
일 칩에 집적한 SoC가 일반적이며, 사물인터넷, 재난 안전서비스 등 always-connected 응용
을 위해 다양한 connectivity 기술을 내장하는 추세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안전주행 등을 위한 ADAS 및 ECU 용 SoC의 수요 증가
와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는 SoC의 프로세서 코어는 스마트폰, 웨어
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등을 위한 공통 요소기술로서 제품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 함
께 초저전력화, 보안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및 VR/AR 처리
를 위한 GPU의 성능 향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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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019년 발표한 엑시노스(Exynos) 990 AP에 자체 개발 NPU 코어 2개와 DSP를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10TOPs(초당 10조회) 이상의 AI 연산 성능을 확보했다고 밝
혔다. 삼성전자의 NPU 코어나 DSP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이 따로 공개된 바는 없지만, NPU 제
어기는 CPU, DMA, SRAM, 네트워크 제어기를 포함하며 NPU는 1024개 MAC 연산기로 구성
되며, 웨이트(Weight)의 희소성을 활용해 필요한 연산만을 수행할 수 있는 NPU 구조를 제안했
다. Inception-v3 신경망으로 3.4 TOPS/W 결과를 보인다.

[그림 4] 삼성전자의 Exynos 99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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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은 휴대전화나 로봇, 드론 등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현하는 반도체 칩

영

(Deep Neural network Processing Unit)을 개발하였다. 에너지 효율이 알파고에 사용된 칩

국

보다 4배 높으며, DNPU 칩을 넣은 로봇은 주인을 알아보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찍어낼 수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상용 ISP나 모바일 칩에서 아직 화소단위의 기능을 동시에 인공신경망을 이용

한

한 처리(End-to-End)가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6년부터 개발해온 알데바란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저전력, 초병렬
컴퓨팅 구현을 목표로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inAB 개발 중이다. 또한, 기존 CCTV를 활용
해 개발교통 및 치안에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CCTV 플랫폼 개발을 발표하였으며, 제
주부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똑똑한 AI를 적용하여 미래형 첨단치안 원천기술
확보로 관련 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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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Fabless 업체 현황
회사명

제품

현황

텔레칩스

 멀티미디어칩
 오디오칩
 블랙박스(AP)

 자동차용 오디오칩과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출시 (2007년)
 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제품 출시 (2012년)
 2017년 차량용 반도체 매출 실적 1천억 원 이상

넥스트칩

 CCTV 영상처리칩
 보안용 Decoder
 차량용 SoC

 보안용 영상처리칩 및 AHD platform 개발 공급
 차량용 영상처리칩 개발 (2007년)
 차량용 반도체 신규 전략 사업군으로 집중

픽셀플러스

 CMOS Image sensor
 차량용 AP
 CCTV Decoder

 보안용 / 차량용 CMOS Image sensor
 ISP 내장 SoC형 CIS 1chip 양산
 차량용 AVM 칩 PI5008K 개발 (2018년)

실리콘화일

 전후방 카메라센서

 보안카메라용 이미지 센서에서 자동차용 전후방 카메라 센서로 사업 확장

아이닉스






CCTV 용 ISP
EX-SDI Tx/Rx
보안용 IP SoC
특수카메라 솔루션

합

 Digital Coaxial Digital 전송 Platform 개발 공급
 보안용 IP Network Camera 칩 양산 (국내 유일)
 방송용 초고속카메라 FHD@120fps 솔루션공급

구

조

텔레칩스는 1999년에 설립되어 자동차(오토모티브) 분야에서 IVI (In-Vehicle Infotainment)

연

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IVI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오디오,

보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AVN(Audio·Video·Navigation), 디스플레이 오디오(Display
Audio) 및 오디오 시스템을 통칭한다. 텔레칩스가 자동차에 공급하는 반도체 개수는 연간 약

정

1200만대에서 1300만대 수준에 이르고, 자동차 IVI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점유율
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영

상

넥스트칩은 전장용 칩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 제품인 'APACHE 4'는 차량 인식

국

(VD), 보행자 인식(PD), 이동 물체 감지(MOD), 차선 인식(LD) 등 여러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적용된다. 또한 Amotive와 함께 개발하는 신제품 Apache5는 ADAS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

한

미지 엣지 프로세서 반도체는 데이터 학습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부 트레이닝을 통해
영상 내 물체 분류와 검출이 가능한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적용할 계획이다.
넥셀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Exynos)와 아틱(Artik) 등 AP(Application Processor)를 개발
한 SoC(System on Chip) Design and Solution Service 전문 회사로 2019년 코아시아 그룹
에 신규 편입 되었다. 넥셀은 코아시아 그룹의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사업의 기술적 역
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3D Graphic IP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용 AP 솔루션
SoC 개발 및 CCTV 등의 영상신호 처리를 위한 보안용 SoC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는 H.264, HEVC 등의 멀티미디어 영상신호처리의 핵심 설계
IP(Intellectual Property)를 개발하여 TV,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SoC 개발 기업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 드론용 멀티미디어 솔루션 등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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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용 인공지능 IP SoC
보안용 SoC 분야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 HiSilicon이 절대 강자로 등극하였으며, 미국
Ambarella, 한국의 한화테크윈, 대만 MediaTek, 중국 Goke, Fullhan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뒤를 군소 Fabless 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보안상 깊이 있는 사양을 접하기
기 어려워, 대표적인 HiSilicon, Ambarella와 자사(아이닉스)의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2020
년 6월)의 제품 기능과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표 2)
[표 2] 하이실리콘, 아이닉스, 암바렐라 IP SoC 기능 및 사양 비교
function

HI3516A
V200

HI3519A
V100

HI3559 V200

EN675 EV20

EN675 NV40

CV Series
(2S, 22S)

S5L66

Max
Resolution

16MP

64MP

64MP

5MP

8MP

8MP

8MP

NPU

X

Integrated
Tensilica
Vision P6
DSP@630
MHz
0.3TOPS
performance

X

Codec

AVC/HEVC

AVC/HEVC

AVC/HEVC

Network
Throughput

5M@30
+HD@30

4K@60
+HD@30

4K@30
+HD@30

Process

-

12nm LP

*External

*External

DDR4/
DDR3/
LPDDR3
SDRAM
I/F 32bit
(800MHz)

DDR4/
LPDDR4  
SDRAM I/F
32bit (1333
MHz)

DDR
Memory
DDR
Memory

Package

한

10x10m,
0.4pitch
FCCSP

국

영

15x15mm,
0.65 &
0.4mm
hybrid pitch
/ FCCSP

합

CNN
Accelerator
1.5TOPS
(Mobile  Net
V2 + SSD
Lite)

CV Flow™
CNN/DNN
Based
vision  
processor
(Caffe,  
Tensorflow

AVC/HEVC

AVC/HEVC

AVC/HEVC

AVC/HEVC

5M@30
+VGA@30

4K@30
+VGA@30

4K@30
+FHD@30

4K@30
+VGA@30

28nm LP

28nm LP

28nm LP

10nm LP

14-nm LP  

*External

Embedded
LPD3 2Gb

*External

*External

*External

32bit
(800MHz)

DDR3/
LPDDR3  
SDRAM
I/F 32bit
(800MHz)

DDR4/
LPDDR4  
SDRAM I/F
32bit (1333
MHz)

DDR4/
LPDDR4  
SDRAM I/F
32bit (1333
MHz)

14x14mm,
0.65pitch
419FBGA

19x19mm,
0.65pitch
WFBGA
716  HSpackage
BGA (2S)
with 369
14x14mm,  
balls,
0.65pitch
14x14mm,
441FBGA  
0.65pitch
(22S)

상

정

DDR3/
LPDDR3  
SDRAM
I/F 32bit
(800~
900MHz)

14x14mm,
0.65pitch
367 TFBGA

X

보

연

10x10mm,
0.65pitch
225FBGA  

구

조

X
(Intelligent  
Video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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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이실리콘 (HiSilicon, 중국)
하이실리콘은 SVP(Smart Vision Processing) 이라고 하는 지능형 플랫폼을 아래의 표 3과 같
이 구축하였으며, 카메라쪽 칩셋과 SDK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지능형 하드웨어 특징을 HiSVP
Development Guide를 근거로 간단히 소개한다. SVP는 CPU, DSP, NNIE(Neural Network
Inference Engine) 과 그 SDK로 구성된 Toolchain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NNIE는 하이실리콘 SoC에 장착된 Hardware Accelerator로 특히 딥러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처리할 수 있다. 수행가능한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AlexNet, VGG-16, GoogleNet, ResNet-18, ResNet-50, Faster R-CNN(Region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YoLo,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등이다.
또한, NNIE Software는 Caffe Framework 기반으로 다른 Framework에서 만들어진
Network 는 Caffe로 변환해야 한다. 개발 Toolchain에는 NNIE-Mappper, Simulation

합

Library, Caffe model, Ruyi Studio 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Ruyi Studio는 Window 하의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ionment)로 Windows NNIE_mapper와 simulation

조

library를 제공하여, 코드작성, 디버깅, 실행 및 프로젝트관리 등을 수행한다.

연

구

[표 3] SVP 하드웨어 리소스가 장착되는 칩셋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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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상

정

보

[그림 5] Hi3519 Block diagram

3-2 암바렐라 (Ambarella, 미국)

정

보

연

구

조

합

Ambarella사의 CV22S SoC는 4Kp60 video encoder를 포함하고, CVflow라고 하는

상

DNN(Deep Neural Network) Processing을 제공하는 IP 카메라용 SoC를 출시하였다. 이 구
성은 4K60p급 H.264 / H.265 video encoder와 HDR(High Dynamic Range) Processing

영

을 지원하며, 영상추적, 분석 및 객체분류를 위한 CNN/DNN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Caffe 와

국

Tensorflow 플랫폼을 지원하여 일반적인 Network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그림 6] Ambarella 의 CVflow가 탑재된 Application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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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arella는 CES2020에서 4K30p Stereo 영상처리가 가능한 CV2 chip을 소개하였으며,
객체추적, Key points tracking, occupancy grid, visual odometry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또한, Amazon 은 Ambarella CVflow AI Vision SoC위에서 Machine Learning
Model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일반 유저는 MXNet, TensorFlow,
PyTorch, XGBoost 등 의 ML model 을 Build할 수 있으며 AWS의 Cloud와 Local Albarella
Machine(CV25, CV22, or CV2)에서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게 되어있다.

3-3 아이닉스 (Eyenix, 한국)
아이닉스는 2021년 상반기 3세대 IP SoC인 EN675 series를 출시할 예정으로, 차별화된 영
상화질과 함께 지능형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보안용 네트워크 카메라 핵심 칩을 개발하고 있다.
영상처리프로세서(ISP)는 딥러닝을 이용한 40dB De-noising, 130dB WDR 등 실시간 전처리

합

기능으로 화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HEVC(H.265) IP인 Wave.521C를 도입하여 시간 적응형
ROI 영상압축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7] EN675의 NPU specification

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또한 지능형 보안기능을 위하여 1.5Tops급 CNN 가속기를 도입하여 객체인식과 상황인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인식 가능한 객체의 종류로는 차량, 인체, Face 등이 가능하며,
시스템 솔루션 제조사의 특화된 응용에서 요구되는 객체 또는 상황을 직접 학습할 수 있도
록 Network 컴파일러 SDK를 제공한다. 내장된 AI 가속기(Deep Learning Accelerator)는
Caffe/Tensoflow 등의 프레임워크에서 범용 Network를 추론하는 모델로 그림 8의 사양과 같
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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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품은 밝기 대비 차가 크거나 흔들림, 잡음 등의 악조건 환경 하에서도 좋은 화질을 요구하
는 카메라 시스템위에 객체 트래킹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라인크로싱, 침입탐지, 배회탐지 등이
가능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방송 또는 ProAV시장의 IP기반 워
크플로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5G 및 광대역 Internet Connectivity기반 Visually Lossless 전
송기술을 이용한 클라우딩 시스템에 연결을 기획하고 있다.

[그림 8] EN675 IP SoC의 기본 구조도

4. 맺음말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기존의 Fab-less 시스템반도체 제조사 뿐 아니라, Apple, Amazon 등 플랫폼기반 시스템회

국

사들도 방대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기반 SoC를 저전력, 고성능의 집적도의 성능 요구

한

에 맞추어 14nm ~ 5nm 급의 미세공정으로 직접 개발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보
안용 SoC는 중국의 하이실리콘이 정부 지원, 저가 경쟁으로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
서 차상위 제조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제조사와 Fab-less와의 선제적 협업
으로 차별화되는 기술을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획하고, 정부의 양산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시
장을 빠르게 개척해야 한다. 무역 분쟁 등으로 혼란스런 지금이 지능형 보안용 시스템반도체 분
야에서 IT 선도국의 마지막 시점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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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화재감지 기술

아이브스 ㈜  좌 동 훈 이사

(1) 정의 및 개요
▶영
 상기반 화재감지 기술은 IP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의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 데이터를 분석

합

하여 화염 및 연기 감지 기술 및 검출된 화염 발생 정보에 관한 통계 분석 및 관리하는 기술이
다.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은 크게 서버 기반 영상분석 화재감지 기술과 AI 카메라 기
반 화재감지 기술로 나뉜다.

구

조

서버 기반 화재감지 기술은 CCTV, 열화상 카메라 등에서 송신한 영상을 서버에 설치된 SW가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이며, AI 카메라 기반 화재감지 기술은 카메라에 영상분석 프로세스가 가

연

능한 SOC칩을 사용해 카메라에서 바로 영상을 분석하여 이벤트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보

▶A
 I기술이 보급화되기 이전에는 지능형 영상처리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감시 카메라의 실시
간 영상 신호의 RGB 영상을 변화가 없는 배경과 검출 대상인 화염 혹은 연기를 분리하여 화

정

재를 검출하는 시스템으로 태양이나, 조명과 같은 인공 불빛을 화재로 오탐지 하는 경우 다
수 발생하였다.

상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처리기술의 발달로 CCTV를 활용한 영상 화재감시 기

영

술이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Rule 기반의 문제였던 유사 불빛에 대한 오탐지를 인공지능 및

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분이 가능하며, 기존 Rule 기반에서 구분 할 수 없었던 태양, 네온
사인, 인공 불빛 등을 정상적으로 판별한다.

한

▶A
 I 기술의 발달로 영상기반의 화재감지 기술은 IoT 화재감지 센서, 빅데이터 기술과 융합되
어 지능형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으로 화염 및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발생, 화재 확산
예측, 효과적인 대피로 안내, 요구조자 위치 파악, 119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대
응 시스템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2) 시장현황
▶ 세계시장 현황

ICT를 기반으로 화재의 조기 감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다기능 화재대응 시스템이 개발

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경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조기 화재 경보가 가능한 장치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Micro market Monitor 자료에 따르면, 세계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 시장은 2016년 30억 달
러 규모에 달했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10.8% 성장하여 56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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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능형 화재 안전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합

출처: Miroc Market Monitor(2015.6)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부 기술로드맵(2018~2020) 재구성(2018)

조

▶종
 래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있는 화재 감지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화재 감지가 부적

구

합한 상태이며, 국내에서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공공안전 및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

연

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공공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지능형 CCTV를

보

5G 기술을 활용할 10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능형 CCTV 기술 개발과 시범 적용을 지

정

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 80만 개 이상의 국가 공공용 CCTV가 지능형 CCTV로 전
환 될 전망이다.

상

기존 시장보다 향상된 시스템과 다양한 기능의 추가, 기존 아날로그 감지 시스템의 교체 수요

영

까지 감안하면 실제 추정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규모(기존 시장 규모인 46억 달러와 예상
시장 규모인 56억 달러 이상)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

국내 화재 감지기 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국민안전처(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15년도 소방산업통계집 자료로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로드맵(2018~2020) 재구성(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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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동향
▶ 기술동향 개요

스마트 화재 감지 관련 산업은 단순 화재 감지 및 경보 수준을 벗어나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

해 다기능, 고성능 화재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화재의 조기 감지 정확도를 높
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한 지능형 화재 모니터
링 시스템 적용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세대 화재감지 영상분석 기술은 Rule 기반으로 CCTV 영상이 입력되면 영상을 저장하고 이
전 프레임과 비교하여 RGB 값의 비교를 통해 불꽃, 연기를 검출하는 방식이었으며, 2세대 화재
감지 영상분석 기술은 다양한 패턴의 화재 이미지를 수집하여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개발된 판단 모델에 수집된 CCTV 영상의 이미지를 대입시켜 입력된 이미
지와 모델링된 이미지와 데이터를 비교하여 화재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화재감지 기술 변화
1세대<지능형 영상분석>

영

RGB값 비교에 의한 화재 감지

한

국

조

합

2세대<인공지능 영상분석>

상

정

보

연

구

딥러닝과 분석모델에 의한 화재 감지
출처1 : CCTV영상에서 화재감지 시스템개발(국립안동대학교, 2009)
출처2 : 딥러닝 기반 화재 영상 인식 기술(ETRI 이원재, 2016)

최근에는 영상분석 기술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데이터 처리,
딥러닝 학습, 대량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드론, 지능형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산업 동향
가) 해외 동향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소방용품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이 빠르게 진
행되는 추세이고, 재난양상의 다양화,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비례하여 첨단 화재 감지 기술의 중
요성 및 역할이 증대된다. 지능형 화재감지기 및 관련 장치 개발현황을 보면 영상카메라의 결합
과 무선 및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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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빅데이터 기술의 비중이 높고 예측, 예방, 대비, 대응, 조사/분석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서도 관련 기술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결합하여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화재 현장이나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 또한 빅데이터 기술개발에 중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해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과 시각화로 최단경로를 분석/안내하는 피난·구조 경로
안내 자동화 기술이 개발단계에 있다.
독일 마그델부르크-스텐달 대학(University of Magdelburg-Stendal)은 스스로 산불을 찾
아 초기에 진화가 가능한 자율주행 소방방재로봇인 ‘올루(OLE, Off-road Loescheinheit)’를
개발했다. 올루는 각종 첨단 센서와 GPS 장치, 소화 약제를 내장한 채 스스로 산불을 찾아 초기
에 진화하며 또한 무선통신시스템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과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어 즉각 소방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재 감지 영상분석 해외 기술사례
국가

분야

기술사례
WIFIRE 프로젝트
Firebird

미국

빅데이터

중국

빅데이터

독일

로봇

한

보

연

구

조

합
기관
샌디에이고
슈퍼컴퓨터센터
애틀란타 주 소방청

FireCast 3.0

-

솔트레이크 시티 화재감지 시스템

산림청

상

정

SAFFiR(The Shipboae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

버지니아 테크

센서 기반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기술

-

올루(OLE, Off-road Loescheinheit)

마그델부르크
스텐달 대학

국

영

출처 : 행안부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나) 국내 동향 및 국내 역량 수준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신기술들을 재난·안전 분야에 도입·활용하는 새로운 재난 안전 관리
패러다임이 수립되면서 화재의 재난 예측, 예방, 대비, 조사 분석 단계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 기술은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화재 유형 분야에 대한 정
부의 투자와 연구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은 크게 영상 화재 감지기, 화재감지센서, 화재관제 및 대응시스템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상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CCTV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지능형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으로 특정 객체나 행위를 식별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지능형 CCTV 기반 모니
터링 기술을 중심으로 화재 재난 안전 관련 국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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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관리기술분야 PCT 출원 공개 건수 추이

출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화재안전관리기술,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 주요 이슈

연

구

조

합

영상 분석 SW나 IoT 센서를 통한 화재 발생 감지 시스템 기술은 이미 국내의 주요 중소기업에

의해 많이 진행 되었으나 소방 분야는 일반 통신과 달리 정보 전송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

보

게 요구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및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통한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정

소방 관련 법령의 강화로 화재 감지기 및 감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IoT 센서들이 적용된 지능형 빌딩 시스템의 구축이 늘어나고 기존 저가형 아날로그 방

상

식의 화재감지기 교체 수요까지 감안하면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의 IoT 적용가능 분야는 점
점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맞물려 ‘화재안전 관리기술’ 관련 PCT 국제특허 출원 공개 건수는

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36% 증가했으며, 특히 원격 화재감지장치, 화재를

한

스스로 탐지하여 진압하는 스마트 화재 안전 관리 기술 등 특허출원 공개 건수는 2배 이상 증가
하여 화재안전관리기술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재감지 영
상분석 기술에 기반한 화재감지 솔루션에서 나아가 화재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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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형 화재안전관리기술 PCT 출원 공개 건수

출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화재안전관리기술,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4) 국내외 주요기업
▶ 해외기업

보

연

구

조

합

해외 영상기반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의 해외 기업으로는 미국의 하니웰(화재감지 솔루션

정

제공), 마일스톤(화재감지 솔루션 제공), 독일의 보쉬 등이 있으며,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는 열
악한 환경에서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높은 신뢰성을 지닌 비디오 기반의 화재 감지 카메라 ‘아
비오텍(AVIOTEC)’을 출시했다.

구분

기업명

한

국

영

상

해외 화재 관련 영상분석 제품 보유 기업
주요제품

분류

1

Honeywell

Honeywell Security and Fire

영상분석 SW

2

Milestone Sys

Milestone

영상분석 SW

3

Boch Security

Aviotec

AI 카메라

4

Araani

Flame Catcher

AI 카메라

▶ 국내기업

국내 영상기반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의 국내 기업으로는 아이브스, 인텔리빅스, 비전인, 금

성시큐리티 등이 CCTV를 활용한 영상분석 SW 제품이 있으며, 최근 카메라 분야에서 H/W 기
술이 발전되면서 알에프 비젼, WEBGATE, 아이아이에스티 등에서 화재 감지가 가능한 AI 카
메라도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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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재 관련 영상분석 제품 보유 기업
구분

기업명

주요제품

분류

1

아이브스

IVS-1000

영상분석 SW

2

인텔리빅스

IntelliVIX

영상분석 SW

3

비전인

VisionIn Video Fire Detector

영상분석 SW

4

금성시큐리티

FVR

영상분석 SW

5

알에프 비젼

Fire-Q

AI 카메라

6

WEBGATE

NK1080BL-AF-F2

AI 카메라

7

아이아이에스티

IntelliCam FW CCTV

AI 카메라

(5) 관련자료
▶ 국내 관련 R&D과제 현황

조

합

화재 안전 분야는 ICT 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의 다양화와

피해 규모의 증대로 인해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과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구

기존 화재감지 센서를 이용한 방식에서의 오탐율과 비화재경보를 줄이고 실시간 재난 상황 대

연

응과 경보 전달 측면에서의 연구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는 영상 분석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제
품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

보

다. 단순히 화재를 인식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난 방재를 위한 체계적인 원인 예측

정

및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화재 안전 분야의 기술 수준을 선진화 시켜야한다.

상

2018년 이후 화재감지 기술 분야 과제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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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과제명(국문)

1

빌딩 화재 예방을 위한 초저전력 전무선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개발

2

딥러닝을 이용한 분산 서버형 영상분석 관제 SW 및 지능 협업형 4K IP 카메라 개발

3

영상감시 및 온도 분석용 고해상 열화상 카메라 개발

4

열화상 정보를 포함한 지능형 융합 카메라 개발

5

트리플디텍터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재난 안전감시장치 플랫폼 개발

6

IoT 센서 기반의 선박용 화물의 위치 및 영상 화재 관리 시스템

7

IoT센서를 적용한 모바일 기반 지능형 화재대응 시스템 개발

8

영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oT 사전인지형 화재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9

지능형 화재대응 시스템을 위한 개방형 화재수신장치 플랫폼 기술 개발

10

산불확산 감지와 위험정보 분석 기반의 지능형 산불소화시설 운영시스템 개발

11

지능형 현장중계장치를 통해 현장 실시간 센서 정보 수집과 기기간의 제어가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의
지능형 방재시스템 개발

12

공장시설 복합·지능형 화재안전대응 통합 솔루션

13

장파장 적외선 카메라 모듈 일체형 FullHD 융합 CCTV 카메라 및 화재 예측 시스템 개발

한

AI기반 화재감지 기술

14

합성된 단일영상 분석 기반 오탐율 1% 미만의 주야간 침입탐지, 온도모니터링, 화재예방 겸용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개발

15

전통시장 외부공간의 화재 신속대응을 위한 영상기반 화재감지 및 상황전파 시스템개발

16

스마트시티 대응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위한 올인원 스마트영상감지 시스템 플랫폼 구축

17

지능형 IoT CCTV를 통한 산업현장 위험감지 시스템 개발

18

열악조건 CCTV 영상에 대한 교통류 돌발상황 자동인지 성능 향상 기술 개발

19

이기종 센서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한 OSD 모듈이 내장된 CCTV 카메라를 특징으로 하는 실시간 센서-영상
데이터 시각화 기술 기반 융복합 관제시스템 개발

20

Smart factory 및 ESS 화재예방을 위한 열화상 불꽃감지 융합형 화재감지 시스템

21

화재안전관리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5G,AI기반 스마트화재감시 기술개발

22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산불 대응체계 기술개발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ThMai.do)

▶ 관련부처 정책추진 동향

조

합

정부에서는 제천(‘17.12), 밀양(’18.1)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자 ‘화

재안전 특별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한다.

보

연

구

2018년 화재 관련 정책 추진 동향
구분
화재 안전 제도 개선

건축 전기 등 공통 화재 안전 대책과 취약 및 기반 시설 제도 개선

화재 예방· 대응 기능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

한

국

정

내용

영

상

화재 예방 및 상황관리체계 개편, 현장 인력과 장비인력 강화
교육·훈련 활성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예방 활동

2단계 특별 조사 실시로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2020년 중소기업 로드맵에서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의 중소
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영상정보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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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화재안전대응 시스템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출처: 중소기업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기술로드맵 2018-2020

연

구

조

합

행정안전부에서는 ‘20년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 시스템 개발에 7억 투자, 소방청에

보

서는 화재·인명안전 체계 구축 등에 6.8억원 개발 투자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
전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재발생시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 인

정

공지능 기반 화재 피해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화재 상황 대응 플랫폼 개발 등 관련 과제를 진행
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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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상

스마트시티 영상관제

이노뎁㈜  김 형 헌 책임연구원

(1) 정의 및 개요
▶ 영상관제 솔루션(Video Management Solution) 개요

합

- VMS는 Video Management Solution(영상관제 솔루션) 또는 Video Management
Software(영상관리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후자는 전자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요소이며 현

조

대의 영상 관제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주로 처리한다.

구

- 전통적인 VMS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의 CCTV로부터 영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
며 필요에 따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VAS(Video Analytics System)

연

등과 같은 3RD Party 시스템과 연동하여 영상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보

- 또한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 스마트 시티와 같은 융·복합 서비스 모델의 등장에 따라 시스템
운영과 영상데이터의 가공, 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이슈(데이터 위변조, 보안침해, 개

정

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

상

[그림 1] 전통적인 VMS 시스템 구성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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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관제 솔루션(Video Management Solution) 발전 현황

- VMS의 운영범위가 확대되고 관련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출입통제 시스템, 주차관
제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물리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
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2]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관제 서비스

정

보

연

구

조

합

-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하여 5G와 같은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IoT 시스템, AI/ 인

상

공지능과 같은 관련 ICT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영상보안 디바이스뿐만 아
니라 드론과 웨어러블 카메라와 같이 다양한 이동형 디바이스들과 관련 시스템들의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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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그림 3] ICT 기술발전에 따른 VMS 시스템의 확장 및 고도화

(2) 기술동향
▶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 전통적인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의 VMS는 대용량의 영상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하
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관제서비스 운영을 제한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
여 On-Premise 환경을 주로 선호하였다.
-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영상관제 상품들이 시
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AWS의 Outposts/Wavelength, MS의 AZURE Stack과 같이 계층
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출시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활
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 영상보안 시스템의 플랫폼 변천, SKTelecom 자료 재인용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 5G와 MEC(Mobile Edge Computing)

국

- 5G와 같은 초고속 무선네트워크의 발전은 드론과 이동형 CCTV, 웨어러블 카메라와 같은

한

고해상도 다채널 영상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아키텍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즉각적인 응답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MEC 아키텍처 상에서 운영 가능한 VMS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5] MEC 아키텍처의 활용 모델, 영상전송/분석처리 서비스, 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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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서비스 융합

- 도시의 파편화된 인프라와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마
트시티 플랫폼이 제안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직관적 도시운영 및 관리
를 위하여 대규모 영상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폐쇄망 환경에서 고정된 CCTV로부터 영상을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시민 참여, 자율주
행 차량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로부터 수집되는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
는 VMS의 역할이 도시데이터 플랫폼으로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림 6] ‘S’ 市 도시 데이터 플랫폼 구조(안)

▶ 드론 시스템 통합

상

정

보

연

구

조

합

- 드론에 장착된 영상장치는 재난/재해 감시와 물류,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

영

며 유관기관 상황전파와 3rd Party 시스템 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API/SDK 제공이 가능
한 개방형 VMS 플랫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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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그림 7]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재난 재해 응급대응 서비스”

▶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의 융합

-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영상보안 시스템은 과거에 비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사이버보안의 관심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그림 8] Digital Security 개념도, Gartner

정

보

연

구

조

합

- 특히 CCTV와 NVR 같은 기본적인 영상보안 시스템 단말에서 발생하는 보안침해사고,

상

DDoS 공격, 데이터 위변조 등과 같은 정보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영

물론 제조사의 백도어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라 접근통제, 데이터보호, 시스템이중화 등과 같은 기능들이 VMS에도 요구되고 있다.

국

- 또한 시스템 권한탈취에 의한 PTZ 제어, 데이터 백업, 로그정보 변경 등과 같은 VMS의 기

한

본적인 운영이력 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 제어신호 변경, 영상분석 데이터 위변조 등과 같
이 서비스 통합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위협들이 등장하고 있다.
- 이는 스마트시티와 같이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민감한 개
인정보의 활용이 늘어날수록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어 VMS와 관련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보안 기술적용 및 정책적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이와 함께 TTA의 공공기관용 영상보안제품(IP카메라, NVR) 보안성능 인증과 KC, 국정원
등에서 권고하는 보안관련 인증, 성능시험서 등이 향후 활성화 될 경우 VMS 제품 개발에도
관련 인증과 정책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련기술 표준화 동향

- IEC 산하 TC79에서 CCTV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디지털 도어록,
출입 통제, CCTV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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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EC TC79 표준화 진행 현황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IEC 62676-1-1:2013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Part 1-1: System requirements - General

2

IEC 62676-1-2:2013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 Part 1-2: System requirements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video
transmission

3

IEC 62676-2-1:2013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 Part 2-1: Video transmission protocols - General requirements

4

IEC 62676-2-2:2013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 Part 2-2: Video transmission protocols - IP interoperability implementation
based on HTTP and REST services

5

IEC 62676-2-3:2013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 Part 2-3: Video transmission protocols - IP interoperability implementation
based on Web services

6

IEC 62676-3:2013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 Part 3: Analog and digital video interfaces

7

IEC 62676-4:2014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 Part 4: Application guidelines

8

구

조

합

Video surveillance systems for use in security applications
- Part 5: Data specifications and image quality performance for camera
devices

IEC 62676-5 Ed. 1.0   

정

보

연

- ONVIF는 IP 기반 물리보안 제품(카메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글로벌 표준 개발목적의 산
업체 포럼으로 Sony, Bosch, Axis 등이 주축으로 표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50

국

영

상

[표 2] ONVIF 표준화 활동 현황

번호

표준명

1

ONVIF Profile A Specification

클라이언트에 대한 액세스 규칙, 자격 증명
및 스케줄 구성 등의 기능 정의

2

ONVIF Profile C Specification

출입 통제, 자격 관리, 이벤트 처리 등
IP 접근제어 시스템 일반적인 기능 정의

3

ONVIF Profile G Specification

비디오 저장, 검색 등의 일반적인 기능 정의

4

ONVIF Profile Q Specification

네트워크 보안 장치들과의 상호 운용을 위한
빠른 검색, 설치, 제어 등의 기능 정의

5

ONVIF Profile S Specification

비디오/오디오 스트리밍, PTZ 제어, 릴레이 등
IP 비디오 시스템 일반적인 기능 정의

6

ONVIF Profile T Specification

이미지와 모션알람 이벤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스트리밍, 영상분석,
영역설정 등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위한 표준절차 정의(Profile S 포함)

7

ONVIF Core Specification

영상보안시스템을 구성하는 디바이스와 클라이언트간 상호 연동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치 구성/작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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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고

(3)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 해외기업

- 전통적인 VMS 제품군을 개발하는 국내외 주요 제조사들은 관련기술의 진입장벽이 낮아지
고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영상분석과 같은 부가기능제공과 함께 출입통제시스템, 주차
관제 시스템 통합 등의 방식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가입자형 영상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
장하면서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고(on-demand)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클라우드 특성상 사용자데이터에 대한 관리, 비인가 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
은 민감한 이슈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에 따라 B2B, B2G 시장보다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
로 하는 B2C 서비스 모델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합

- 이와 함께 글로벌 카메라 제조사나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의 협업을 통하여 저렴하
고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

조

[그림 9] IPVM Online Show VSaaS 참여기업(June 23rd ~ 25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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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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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R&D 현황
▶ 국내 관련 R&D과제 현황

- VMS와 관련된 국가 R&D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영상분석
기술개발, 관련 서비스 모델의 실증을 위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였다.
- 2010년 초반에는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관심객체(실종자, 문제차량 등)를 식별하거나
화재, 연기, 홍수 등의 재난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담당자에게 상황 전파
가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주로 연구하였다.
- 최근에는 ICT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클라우드, Big Data 분석, Edge Computing,
협업 분석, 5G 등과 같은 유관기술과의 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VMS에 필요
로 하고 있다.
- 특히 영상데이터와 영상분석 메타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기종 디바이스와 시스템을 연

합

동하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생성된 Business Insight 정보를 GIS 상에 표출하는 일
련의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도록 VMS 플랫폼의 유연성과 확장성, 보안안전성 등 입체적
인 기능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

구

조

[표 3] 주요 국가 R&D 프로젝트 수행 현황
구분

과제명

담당

사업기간

1

실시간 대규모 영상 데이터 이해· 예측을 위한
고성능 비주얼 디스커버리 플랫폼 개발

과기부

2014~2023

2

데이터 유실과 탈취 공격을 차단하는
스토리지 중심의 데이터보호 기술

산자부

2020

3

5G 기반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과기부

2020~2023

4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과기부

2019~2022

5

5G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기부

2018~2020

6

엣지 카메라 임베디드 시스템과 영상분석 시스템의 협업 강화학습기반
지능형 국방경계 감시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과기부

2017~2021

7

국민 참여형 사회 안전 서비스를 위한
영상 크라우드 소싱 핵심기술 개발

과기부

2016~2018

8

BDaaS (Big Data as a Service) 를 위한 협업분석 플랫폼 개발

과기부

2013~2016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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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

보

- 유럽의 국제공동 연구과제 EUREKA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BDaaS 과제는 영상관제 정보
(영상분석 메타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데이터(경찰청, 기상청)를 Big Data 플랫폼에서 함께
분석하여 도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 한정된 관제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관제사는
집중해야 하는 관제영역과 관련업무를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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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DaaS (Big Data as a Service) 를 위한 협업분석 플랫폼 개발 과제

구

조

합

- 5G 기가코리아 사업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과제는 5G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모델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

- 특히 MEC 아키텍처를 실증지역에 구성하고 Edge 영역에서는 이동형 CCTV와 드론 등을

보

통하여 다양한 안전감시 서비스를 실증하며 Core 영역에서는 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
정을 직관적인 시각화 도구(dash board)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

정

[그림 11] 5G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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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부처 정책추진 동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 전략

-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하여 5G 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육성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추진
하고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등 15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5G전략사업은 10대 핵심산업(지능형 CCTV, 드론, 5G V2X 등)과 5대 핵심서비스(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실감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통하여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특히 지능형 CCTV 분야는 5G 시장 점유율 10%, 공공부문 활용을 통한 안전기반 강화를 목
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관련기술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이와 함께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과 같이 영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활성
화도 함께 추진함에 따라 이기종 디바이스와 시스템을 지원하는 개방형 VMS의 수요와 역할
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

- 또한 5G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서 엣지컴퓨팅/MEC 플랫폼의 적용

조

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VMS의 역할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

구

[그림 12] 「5G+ 전략」’20년 추진계획(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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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혁신의 가속화,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되면서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가 함께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AI 기술과 서비스의 활용이 본격화 되고 비대면 교육 서비스와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
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영상을 통한 개인인증, 다채널 비디오 스트림, 첨단 물류환경
지원 분야에 다양한 VMS 응용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다양한 분야의 AI 학습데이터 구축과 보급으로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VMS와 관련 기술의 상품성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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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 국토교통부,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 분석과 그간
의 정책에 대한 보완을 거쳐 2019년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스마트 시티 사업과 관련정책들을 발표하였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영상정보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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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기존의 방범, 교통 중심에서 행정, 환경, 에너지,
안전, 복지 등으로 다변화되고 단일 시스템에서 플랫폼 중심형으로 발전하면서 중장기 계획
에서는 도시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서비스의 운영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성이
대폭 반영되었다.
- 이에 따라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 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조기 확산계획이 반영 되었으며 2022년까지 108곳 보급과 함께 23년 이후에는 20만 이하
도시 확대방안 검토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대규모 지원과 적극적인 플랫폼 활성화 정책은 도시영상데이터를 수집 관리
하는 VMS와의 연계확대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 특히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조성이 가속화 되고 혁신성장동력 R&D 과제들이 지속적으
로 고도화됨에 따라 도시의 영상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VMS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합

[그림 14]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주요 정책 및 사업(통합플랫폼 확신)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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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상

정

보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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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스  이 호 도 이사

１. 정의 및 개요
출입통제(Access Control)시스템은 특정 공간에 사용자의 출입 허가, 거부, 차단 등을 관리하

합

는 체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접근제어 체계로 누군가에게 장소 또는 리소스의 사용을 허가,
거부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공간, 파일, 프린터, 서비스 개체 등에 대한 사용자의

조

권한을 결정하는 물리적 및 정보 보안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위험/고가 자산의 접근(데이터

구

서버), 식수관리, 근태관리, 건설 현장관리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전환 시기에 출입통제만 한정
된 이해는 기술 발전, 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산업의 비즈니스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출입

연

통제 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분야별 기술발전과 타 산업간의 융합을 시도한다.

보

▶산
 업 시장 : 컴포넌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정

▶구
 성 요소(Components) : 카드, 리더, 생체 인식리더, 잠금 장치, 컨트롤러, 서버 등(RF

상

ID, Mobile Credentials, Reader, Management Software, Control Panel 등)
▶서
 비스 : 설치, 유지 보수, ACaaS(Access Control as a Service) 및 기타

국

영

출입통제의 최종의 방어적 역할은 제품의 보수적 선택과 신기술의 적극 도입을 주저하게 하
는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빠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생체 인식, 모바일 자격 증명 등의 관심이

한

높아지고 또한 신흥국의 빠른 산업화로 신기술 도입이 확대되어 국내 제조사에게도 큰 성장 기
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２. 시장 현황
가) 세계 시장

지속적 성장과 8~9% CAGR 예측 ;
글로벌 출입통제 시장은 2024년까지 8.2% CAGR을 기대하고 약 121억 달러(14조)의 규모

를 예상한다. 물리적 보안 전체 시장 7.3% CAGR과 비교 시 전체 보안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임
이 틀림없다.
시장의 변화 및 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성장 ;
출입통제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체, 개인, 인종 간의 위협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고도의 솔루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출입통제 산업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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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IoT 기반 보안, 서비스로서의 접근 제어(ACaaS), 모바일 기
반 접근(액세스), 새로운 생체인식 방식으로 빠른 기술 전환과 신흥국가의 빠른 경제성장이 시
장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글로벌 출입통제 시장, 지역별 (USD BILLION)

연

구

조

합

출처: Markets and Markets 2019, Industrial Access Control Market Size, share
| Growth, Trend and Forecast 보고서

APAC시장 연평균 9.75 % 성장 ;

상

정

보

예측 기간 동안 APAC 시장은 지속적이며 가장 높은 CAGR이 예측 된다. APAC 지역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는 빠른 산업화, 대규모 인구,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증가 등이 있다. 또한 APAC

영

국가의 테러 위협 및 범죄율 상승과 인구대비 낮은 경찰관 비율은 시장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동
력이 되고 있다.

국

출입통제는 CCTV에 비해 중국의 영향이 적고 글로벌 제조사와 로컬 소규모의 제조사 간의

한

경쟁구도이다. 국내 제조사도 시장의 요구를 이해하고 기술 향상,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적극적
시장 개척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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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성장, 출입통제와 GDP 분석

지역별 물리적 인증 및 출입관리 시장(USD Million)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출처 : Markets and Markets 2019, Physical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Market Size
;  MarkMarket Insight Jun 2015, Identifying growth in the access control industry

한

국

North America 시장 특징 및 변화 ;
IHS 조사에서 북미 시장은 교육, 공공시설, 헬스케어, 기업, 교통 등에 큰 차이 없이 전분야에
고르게 분포된 특징이 있다. 국내가 공공시설 및 기업 오피스 중심으로 80% 시장이 집중되는 것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도국은 점차적으로 교육, 헬스케어 부분이 상대적으로 고성장 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개발도상국 시장의 미래의 시장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 기술
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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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출입통제 버티컬 시장의 변화 (억, US달러)

출처 : IHS Markit 2019, Access Control Vertical Markets Report

나) 국내 시장

2.54% CAGR 예측, 시장 및 기술분야 다변화 필요;

조

합

국내 출입통제 시장은 2021년까지 2.54% CAGR로 약 4천3백억원의 규모의 성장을 전망한
다. 글로벌 시장대비 8.2% 낮은 성장의 하나의 요인으로 시장의 다양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그

구

러나 2020년 최근에 남북간의 긴장이 심화되고 COVID-19가 계속해서 일상 생활에 접어 들면

연

서 출입통제시장의 비대면 생체인식 수요 증가, 산업 간의 융합보안 증가 등으로 향후에는 산업
의 다변화와 시장의 확대로 빠르게 성장 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이 보인다.

보

국내는 구성 요소 중 하드웨어 분야에 제조, 연구 기반이 적고 80% 이상이 RF-ID 기반의 출

정

입통제 시스템이다. 최근의 공시생의 정부청사 불법 침입이나 사스 및 메르스 사태, COVID-19
등으로 신기술 요구, 비대면 기술의 도입이 적극 요구되고 정부기관, 국가 시설 등에 Smart

상

Card(CC인증), 얼굴/홍채를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이 빠르게 도입 되는 등 분야별 기술 요구
가 다변화 되고 있다.

국

영

출입통제 제조사의 수출 현황 ;

한

출입통제 제조분야의 수출액은 2019년 968억원으로 2018년 수출액 897억보다 7.9% 증가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생체인식 분야는 대부분 얼굴인식, 지문인식, 홍채인식 중심으로 수출
되고 2019년 242억원으로 2018년 대비 8.6% 증가 했다. 선도국가와 기술 차별 시 빠른 수출
증가를 전망해 본다.
[표1] 출입통제 제품 수출 현황 (단위: 백 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율(%)

출입통제 장비 제조

89,732

96,808

7.9

생체인식기 제조

22,281

24,203

8.6

출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19/12,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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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통제 산업계에 시사점 ;
▶북
 미의 출입통제 시스템 산업 및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 하여 APAC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
을 위한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 I HS는 미국, 유럽 등의 선도국가가 장기간 우수한 기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하여 클라우드, 생체 인식, 모바일 증명 등 기술 분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
한 제조사 투자확대와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３. 글로벌 출입통제 산업 기술동향
가) 2020년 상위의 글로벌 관심 기술

아래 표는 SIA, a&s Security Magazine 에서 전세계 시스템 통합, 유통업체, 설치 업체에 전

문가를 대상한 조사와 아시아와 미주를 대표하는 ‘ GuardForcePost’와 ‘GENETEC’사에서 발

합

표한 미래 기술 트랜드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IoT 등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요구에 충
족되는 급속한 기술 발전, 변화를 예측했다.

발표

구

기술 트랜드

연

세계 보안산업 협회(SIA)

AI, 인공 지능
Facial Recognition(안면인식)
클라우드 시스템
모든 장치간 연결 & IoT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전환(as a Service)

a&s Security Magazine

새로운 생체인식(홍채, 얼굴, 정맥 등)
확장 가능한 출입관리 시스템(클라우드)
모바일 자격 증명
타 브랜드 간의 높은 상호 운용성(표준화)

국

GUARDFORCE LIMITED

한

Genetec Inc

조

영

상

정

보

모바일 자격 증명
새로운 생체인식(홍채, 얼굴, 정맥 등)
모든 장치간 연결 & IoT
AI, 인공 지능
Facial Recognition(안면인식)

▶클
 라우드 기반 출입통제(Cloud-Based Access Control)
북미에서 출입통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Access Control as a Service) 비즈니스 모델
은 26.82% CAGR을 예상한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은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Web지원 장치
에 허용하는 PC(Personal Computer)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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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Based Access Control 이점,
보편화 과제;
설치가 빠르고 간단하며 관리자와 사용
자 간에 대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권한
을 요청하고 승인 할 수 있다. 또한 담당
자 도움 없이 시스템 제조사가 소프트웨
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어 리소
스를 절약하고 직접 관리한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시장 확대 위하여 보다 빠르고
사이버문제에 안전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모
 바일 자격 증명(Mobile credentials)

합

현재 대부분 사용하는 Memory 방식의 RFID 카드는 쉽게 복제, 해킹될 수 있다. 대안으로

조

Smart IC Card, 모바일 자격 증명이 있으나, 시장이 커지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대부분 모바일

구

인증을 사용한다. 모바일 인증 사용은 비용이 절감과 카드 발급 및 추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장
점이 있다. 2020년까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 신규 리더기의 10% 이상이 모바일 인증 기술
과 호환 된다.

보

연

모바일 키는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 권한을 원격으로 부여하고 관리자가 빠르게 추가, 삭제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큰 편의성을 가진다.

상

정

▶U
 ntact Biometrics (Facial, IRIS Recognition)
메르스, 사스 사태 이후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비 접촉 생체 인증에 관심이 높아 졌다. RF 리

영

더기, 지문인식 등은 접촉 방식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용 불편

국

과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학생증 카드의 분실율이 연간 19%로 대체
비용이 평균 $ 22인 경우 매년 손실액이 1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한

생체 분석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얼굴, 홍채 등 비접촉 생체 인식기의 사용이
쉬워지고 가격 경쟁이 확보되어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지문 인식기

얼굴 인식기

홍채 인식기

접촉식 방식이 다수
메르스 사태 후 성장둔화

비접촉 방식, 마스크 착용시
보안성 다소 감소

비접촉 방식, 마스크 착용에도
보안성 유지

▶사
 물 인터넷 연결(IoT)
IoT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난 몇 년간 관심 트렌드 이다. 물리적 보안 전분야에서도 IoT 접
목이 시도되고 상황 인식 및 비상 관리에 대한 추가 인텔리전스와 부가 가치 서비스 비즈니스
로 확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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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IoT 결합은 여러 분야에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리소스
를 최적화 한다. Smart Home, Smart Office, Smart Building, Smart City 등으로 발전한
다. 예를 들어 ID Card 추출하여 최종 근로자가 퇴근 시 작업구역과 관련된 조명 및 난방, 공조
(HVAC)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지게 한다.

나) COVID-19가 출입통제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COVID-19 on Access Control)

COVID-19가 계속해서 일상화 되면서 기업도 비즈니스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전

염의 확산을 이해하고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의 요구가 많다. 회사는 바이
러스가 확산 될 수 있는 주요 장소이다. 최소한의 인력 운영과 완전 원격, 재택 업무에 적합한 출
입관리의 도입이 빨라질 것이다.
▶클
 라우드 및 모바일 기반의 원격 보안관리체계(Remote Security Management)
▶핸
 즈프리 잠금/해제 방법(Hands-Free Lock/Unlock)

４. 국내· 외 주요기업
가) 해외 대표 전문 기업

연

구

조

합

시장이 좋은 기업을 만든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요소별 기술 다변화 ;

보

폐쇄적, 보수적 성향의 산업특성에 맞게 전통적인 보안장치 제조사 Assa Abloy (with HID),
Allegion 등이 시장의 35%를 점유한다. 2개 회사는 Electric Lock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이

정

다. 또한 국내와 다르게 통합 솔루션 기업 ‘UTC(Lenel S2), Gallagher Security’ 와 오픈 플

상

랫폼 일체형 솔루션 기업 ‘Genetec.

Inc, Open Options’ 클라우드 기

영

공공시장 글로벌 점유 분석

반의 ‘Brivo Systems’, 홈 씨큐리티

국

'2N' 등 분야별, 요소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상위 기업이 북미, 유럽에

한

집중되는 특징이며 시장 규모와 기업
성장 관계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전
통적 하드웨어 기업도 디지털 신제품
연구, 파트너쉽, 인수, 합병 등 다양한
전략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하여 기
술 요소별 기업 발굴이 중요함을 알

출처 : IHS Markit 2019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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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제품(사업)

HQ

2018 매출(US$
millions)

성장률
17~18

Assa Abloy(with HID)

액세스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
ID카드 및 리더, 제어 장치, 전기 락 생산

스웨덴(미
국)

2,897.2
(HID , 419.91)

22.7%

Allegion

출입문 주변의 보안 하드웨어 장치, 전기 락,
도어 클로저 등 생산

미국

573.7

13.4%

UTC(Lenel S2
Security)

통합보안 솔루션, 모바일 관리 시스템, ID카드 및
리더, 제어 장치 생산

미국

725.67
(Fire & Security)

Gallagher Security

통합보안 솔루션, 액세스 카드 및 카드 리더,
울타리 침입 탐지 시스템 생산

뉴질랜드
(UK)

~

Genetec, Inc.

개방형 통합 플랫폼(출입, CCTV) 소프트웨어,
액세스 제어 장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캐나다

46.14

Open Options

개방형 플랫폼 액세스 제어 솔루션 생산

미국

4.9

Brivo Systems, LLC

클라우드 기반 물리적 액세스 제어 및
비디오 감시 시스템 생산

미국

구

조

합

10.22

출처: a&s 2020, Security 50, IHS Markit 2019 Access Control Vertical Markets

나) 국내 기업

보

연

국내 출입통제 시장은 ID 카드 기반의 출입통제 및 생체인식 제조, 통합보안 서비스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생체인식 제조사, 국내 출입통제 산업을 리더 하는 통합

정

보안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이 대표될 수 있다. 국내 시장도 역시 최근 연속된 장기 경기침체와

상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저성장이 예측된다.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가 적고 국내 제조업 시
설, 공공 구매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효과로 비접촉 모바일 인증 및 생체

영

인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기술 시장이 커지고 홍채인식 원천기술을 가진 씨엠아이텍(주), 지

국

문/얼굴인식기 전문 기업 슈프리마, SK텔레콤 인수·합병된 ADT캡스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
출과 국내 보안산업 성장을 기대한다.

한

기업 명

주요 제품

주요 사업 분야

19년 매출(억)

㈜슈프리마

생체인식기 및 출입통제
시스템 생산

지문인식기 제조를 기반으로 얼굴인식,
통합 시스템 글로벌 영업

714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기 생산

지문, 얼굴 인식기 글로벌 영업

410

씨엠아이텍(주)

홍채, 얼굴 인식기 제조,
융합제품 생산

세계 최고의 홍채인식기, 체온감지 기능을
탑재한 융합제품, 글로벌 영업

50

㈜금성보안

CCTV, 출입통제 장치

CCTV 기반으로 하여 물리적 보안

67

ADT 캡스

통합보안 서비스, 생산

출동 보안 상품을 강화한 무인주차·홈 보안 등
사업, 융합보안 시장 진출 등

9,227

KT텔레캅

통합보안 서비스, 생산

ICT를 접목한 융합보안의 확대

3,312

출처 : 보안뉴스 2020/4, 국내 대표 보안기업 32곳 실적, 2019년 ‘선전’했지만 2020년 ‘안갯속’
/ 2019, 2018~2019년도 물리보안업계 연 매출 현황(금융감독원) / (주)사람인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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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관련 자료
미래에는 IoT, 생체 인식 기반의 출입통제 기술은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등 차
세대 정보통신 산업의 주요한 요소 기술이다.

가) 국내 관련 R&D 과제 현황

국내 제어분야에서 출입통제 관련 R&D 과제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구분

과제명

연구기관명

사업기간

1

에너지관리 융합형 멀티모달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 개발

(주)창신정보통신

2016~2017.06

2

다중이용시설 옥상 출입통제 모니터링을 위한
응급상황 반응형 IoT 시스템 개발

전남대학교

3

생체정보 기반의 지능형 범죄예방 관제 플랫폼 개발

라이프사이언스
테크놀로지

2016~2018.01

4

동형암호 기반 생체인증 솔루션

한국스마트인증

2017~2018.06

5

생체-위치 결합 이종 멀티팩터 인증 기술

엘핀

2018~2018.11

나) 관련부처 정책 추진 동향

상

정

보

연

구

합

2017~2018.04

조

출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K
 ISA, 생체인식제품 시험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지속
▶K
 ISA, 민간 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생체인식기술 연구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환경

영

을 제공, 연구용 생체 DB를 활용 지원

국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분야 국가 표준(KS) 제정 ‘바이오 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
적 관리적 지침 / 생체인식 위 변조 탐지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1의 분야별 응

한

용 – 요구사항’

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위한 Smart ID, 국제표준화 연구 필요
앞서 모바일 인증, 비 대면 생체

인식기 시장은 빠른 성장을 예측
했다. 그러나 선도국 북미시장의
분석결과에서 여전히 RFID 기술
의 지속과 2018-2024 CAGR이
10.6 % 의 고도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출입통제 시장의 성장을 위
해서는 ID방식의 관련연구도 소
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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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공무원 증으로 사용하는 Smart 카드는 제조와 프로그램 분야에서 비교적 탄탄하게 기
반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전략적인 R&D 집중을 통해 기술 선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유망분야
라 할 수 있다.
• 표준화, 범용의 IC 카드 제조
• 표준화, 범용의 COS 프로그램
• SIA, Open Supervised Device Protocol (OSDP) 등 통신 및 기술 표준화 참여

참고문헌
A&S International 매거진, ‘2019 a&s Security 50 – Global security market review &
preview’ 2020
IHS Markit Security Technologies analyst team, ‘Security Technologies Top Trends
For 2019’, 2020
IHS Markit, Access Control Vertical Markets, 2019

조

합

보안뉴스 & 시큐리티월드, ‘2019/2020 국내외 보안시장 전망보고서’ 2019/2020

구

IPVM, ‘Favorite Access Control Manufacturers 2018’, 2019/12

KBV Research, North America Identification & Data Capture Market, 2019

연

MarketsandMarkets Research, ‘Access Control Market by Component, Service,

보

Vertical,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4 / Access Control Reader Market
by Reader Type, Smart Card Technology Type, Vertical,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4’ 201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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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상

정

영상 마스킹, DRM 개인정보보호 기술

㈜마크애니  조 명 돌 이사

e-나라지표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까지 전국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의 대수는 114만
대를 돌파하였다. 전년대비 11.2%가 증가한 수치이다. 게다가 2020년에는 5G, 인공지능 기반
산업의 발전과 포스트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능형 CCTV,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가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증가대수

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출처: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늘어나는 CCTV대수만큼 CCTV영상의 유출 사고도 빈번해졌다. CCTV해킹사이트 ‘인세캠’
의 등장과 가정용CCTV카메라 해킹 등을 거치며 CCTV영상에 촬영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구하라는 사회적 요
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CCTV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탄생한 기술이 DRM기술과 마스킹 처리 기술이다.
KISA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분류 기준을 나누고
있다.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 (한자, 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영상 마스킹, DRM 개인정보보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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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주소 (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전화, 팩스번호)
▷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수급자번호
▷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번호
▷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및 일련번호
▷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영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이메일주소, IP주소, MAC주소, 홈페이지URL 등
▷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 기타 유별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합

이와 같이 개인과 관련된 고유 식별 체계는 변화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더 많은 정보가 생

조

성될 수 있다. DRM기술은 원래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암호화 및 사용자 인증키 관리, 디

구

지털콘텐츠 유통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탄생한 디지털저작권관
리 기술이다. 최근에는 영역을 넓혀 CCTV영상의 불법적인,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

연

술로 사용된다. 가령 사건, 사고 등 범죄수사 등으로 CCTV영상을 열람해야 할 경우, 영상을 암

보

호화한 뒤 인가 받은 사용자가 한정된 기간이나 횟수만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불법 유출을
차단하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상

정

마크애니 DRM 연관기술 관계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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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여기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 된 것이 영상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위한 기술, 즉 마스킹처리기술이다. 이 기술은 영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 차량의 번호,
기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주소 등을 제 3자가 식별하지 못
하도록 해당 부분의 영상을 변조하여 모자이크처리 또는 블러처리를 한다. 이는 CCTV영상 내
에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의 신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자리잡았다.
마크애니는 2013년 마스킹 기술을 개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속에 존재하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비식별화 처리가 가능하여 세계 최초로 영상
반출시스템를 개발하였다. 마크애니의 모든 제품은 아래 5가지 사항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들
을 포함하여 개발되고 있다.

1. 접근권한 관리 기능

접근권한 관리는 업무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가되지

않은 담당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

2. 비밀번호 관리 기능

구

조

합

비밀번호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고객정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한 기능

3. 접근통제 기능

보

연

접근통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정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4. 암호화 기능

영

상

암호화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실수 또는 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

국

노출되더라도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한

5.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기능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또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

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
또한 아래 5가지 사항에 대한 관리운영 지침을 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1.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보안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객정보의 손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

하는 백신 소프트웨어

2. 수집, 이용 동의 획득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축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 수집 화면이 필요하다

면 동의 받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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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공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파기

고객관리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설정한 보유기간을

관리하여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확인,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5. 프로그램 유지보수

서비스 유지보수 또는 장애처리 등을 위해 운영자가 이용하는 PC를 임의로 고객관리 프로그

램 제공업체로 이동시키거나 승인없이 원격으로 접속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영상 속에 존재하는 개인식별정보들을 가림 처리 하는 것은 영상분석기술이 없으면

합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닐 것이다. AI사업부의 연구진들과 함께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을 통해 사람
전신, 차량번호판, 군집이나 화재를 인지하고 특정 인덱스를 부여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 속

조

당사자(정보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에 대해 모두 일괄마스킹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이
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신의 마스킹 기술이다.

구

마크애니는 CCTV관제센터에서 운영중인 모든 제품 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이

연

다. 영상반출, 패스워드관리, 자산관리, 오남용내부통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에 DRM

보

및 워터마킹 기술이 내제되어 있으며 국정원 암호화 검증 모듈이 전 제품에 탑재되어 있다.

정

마크애니 CCTV관제센터 풀라인 제품군

한

국

영

상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동 영상 반출 모듈과 오남용 행위의 로그 분석 자동 추적을
통해 의심 행위 식별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모듈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개인영상정보를 다루는 관리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크애니에
서는 영상정보 접근 및 사용시 위법행위와 오남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을 고
도화하여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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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애니 영상정보 오남용 내부감사 솔루션

CCTV영상관제센터내 개인영상정보를 다루는 모든 솔루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로
그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 및 불법 행위의 사전 감지 체계를 확보하고 침해 및
불법 행위의 근거를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조

합

마크애니의 모든 제품군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에 일괄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
정이다. 지능형 선별관제의 관제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은 마크애니 제품군 뿐만 아니라 차번인

구

식, 비상벨, 이상음원 등 다양한 3rd 제품에 대한 통합 관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선별관제 시

연

스템에서 의심 이벤트 영상이 올라오면 이 영상은 스냅샷으로 별도 저장되며 사건,사고용으로
빠르게 영상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영상반출 또한 자동으로 연계되어 DRM 및 워터마

보

킹 처리를 하고 딥러닝기반의 마스킹이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하여 반출 가능한 영상으로 출력
하게 된다.

정

마크애니의 지능형 스마트선별관제 솔루션인 “스마트아이”는 3년간의 개발 기간과 2년간의

상

국내 CCTV 환경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적용하여 출시된 제품이다. 19년 6월 조달 등록 이후로

영

19개지차체에 보급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 LH공사, 건설사, 각종 산업현장 등 다양한 사업분
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Lab환경에 이제 막 나온 인큐베이팅 수준의 선별관제 제품들이

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 위기감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한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영상분석 제품은 다른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다르다. 업무용 소프트웨
어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적응하며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딥러닝기반의 영상분석 시스
템은 잘못 학습된 알고리즘으로 인해 더 이상 수정도 보완도 할 수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
런 이유로 고객이 등을 돌리고 다시 기존의 상시관제 방식으로 회귀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모델 “MarkNet”을 개발하였다. 국내 CCTV환경은 논
문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사용으로 업계 모두가 키워가야 할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
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YOLO계열의 네트워크는 연
구 수준 단계에 아직 머물고 있다. 최근 YOLO v4가 발표되어 다중 CCTV 환경에서 테스트 해
본 결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알고리즘과 50배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였다.
올해는 3개의 인공지능 논문과 2개의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CCTV관제센터에 최적화된
“DN-RCNN”알고리즘을 시장에 공개하여 중소업체들의 개발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저희만의 이익을 따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업계 모두가 같이 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
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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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소방안전플랫폼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금년말까지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향후 전국
소방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다차원 영상보안관제을 위한 범죄예측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CCTV
관제센터를 축으로 관련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우범지역 예측, 미세 행위 분석, 도발 상
황 대응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시/집중/선별을 위한 통합관제모니터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선별관제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CCTV헬프데스크를 별도로 운영
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이 가능한 전국망의 협력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아무리 완벽한 제품이라

영

도 오탐지와 미탐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유형의 영상데이터를 자동 학습할 수 있도록

국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오탐율 0%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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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VIF 동향과 전망

㈜아이디스  이 상 훈 수석연구원, 박 상 현 선임연구원

1. 영상보안장비 표준화의 필요성
IP 기반의 영상 보안 장비가 개발된 이후, 영상 보안 시스템(VSS, Video Surveillance

합

System) 장비들(IP 카메라, NVR, CMS, VMS 등)간의 상호 호환과 연동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
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개별 국가 내에서의 표준화에 그쳤고,

조

업계의 현실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구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Axis, Bosch, Sony를 주축으로 서로 다른 제조사의 영상 보
안 장비들간의 상호 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목표로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연

Forum)가 설립되었고, 현재 5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보

2008년 11월 처음 제정되어 22번의 개정을 거친 ONVIF Core Spec. (현재 버전 19.12)
은 IEC TC79(Alarm and electronic security systems) WG 12 Video Surveillance

정

Systems(VSS)(formerly called CCTV)에서 채택되어 IEC 62676-2-3 표준으로도 제정되어
있다.

2. ONVIF Profiles

국

영

상

ONVIF Profile은 ONVIF 적합 장치와 클라이언트가 지원해야 하는 기능들의 집합으로 이를

한

통해 서로가 호환되는 방식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ONVIF Profile 개요

▪ ONVIF Profile S (2012-12 / 2016-03 v.1.1.1 / 2018-07 v1.2)
IP 기반 영상 보안 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Profile S 적합 장치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

트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PTZ, 메타데이터 설정, 릴레이 출력 등을 지원한다.
▪ ONVIF Profile C (2013-12)
PACS(Physical Access Control System)의 일부인 Profile C 적합 장치 및 클라이언트는 기
본적인 출입문 제어와 이벤트 및 경보 관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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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VIF Profile G (2014-06)
IP 기반 영상 보안 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Profile G 적합 장치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 데
이터를 저장하거나 직접 저장할 수 있고, Profile G 적합 클라이언트는 Profile G 적합 장치로
부터 IP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 데이터 저장을 위한 구성, 요청,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클
라이언트가 지원한다면, 음성과 메타데이터 스트림 수신도 가능하다.
▪ ONVIF Profile Q (2016-07 / 2018-07 v1.1)
IP 보안 장치들간 별도의 설정 없이(out-of-the-box)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으로, Profile Q 적합 클라이언트는 IP 네트워크 상에서 Profile Q 적합 장비를 검색, 설정, 제
어 할 수 있다.
▪ ONVIF Profile A (2017-06)

합

PACS(Physical Access Control System)의 일부인 Profile C 적합 장치 및 클라이언트는 정
보, 상태, 이벤트의 검색과 접근규칙, 자격증명, 스케쥴과 같은 것들을 구성 할 수 있다.
▪ ONVIF Profile T (2018-12)

구

조

Profile S와 동일하게 IP 기반 영상 보안 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H.265 지원 등을 위해 미디

연

어 전송에 대한 내용이 확장된 media2 서비스가 포함 되었고, OSD, 모션 알람 설정, 양방향 오
디오 등의 명세가 추가되었다.
▶ Profile S

상

정

보

영상 보안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rofile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에 대한 명세가 포함되

어 있다.

국

영

▪ 장치 검색과 인증                        ▪ 미디어 스트리밍                            ▪ 이벤트 송/수신
▪ 장치 상태 확인 및 설정               ▪ 미디어 설정 확인 및 변경                ▪ PTZ 조작

한

2012년 인증이 시작된 이후 2020년 6월 현재까지 25,000여개의 장치와 클라이언트가 인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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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VIF Profile S 인증 현황

▶ Profile T

구

조

합

Profile S가 2012년에 제정된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Profile

연

S의 경우 미디어 스트리밍의 기본 코덱이 MJPEG으로 되어 있어 인증을 위해서는 MJPEG 송/수

보

신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Profile T의 경우 기본 코덱 강제가 없어 H.264 또는 H.265
중 하나만 지원하면 된다.

정

그리고, Profile S에서 사용되는 media 서비스 명세는 MJPEG, MPEG-4, H.264로 제한되

상

어 있어, H.265를 지원할 수 없었다. 따라서, H.265 코덱을 지원하는 ONVIF 적합 인증을 받
기 위해서는 Profile T가 필수적이다.

영

Profile T에서 mandatory 항목으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

▪ Metadata Streaming (Device mandatory)

한

▪ Imaging Settings         ▪ JPEG Snapshot         ▪ Motion Alarm Event
▪ Tampering Event (Device mandatory)
▪ OSD(On Screen Display) (Device mandatory)
▪ Absolute & Continuous PTZ (Client mandatory)
2018년 인증이 시작된 이후 2020년 6월 현재까지 8,500여개의 장치와 클라이언트가 인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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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VIF Profile T 인증 현황

▶ 인증 방식

구

조

합

ONVIF 에서는 User Level 이상의 회원사에 대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증은 개별

Profile 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보

연

ONVIF 인증은 제조사에서 ONVIF에서 배포하는 인증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 한 후 결과 문
서를 ONVIF에 제출하고, ONVIF에서는 결과 문서의 이상여부만을 검사하는 자기선언 방식으
로 실제 동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 ONVIF 최신 동향

국

영

상

정

▶ 2020년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

ONVIF에서는 2016년 이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번씩, 일년에 2번의 업데이트를 진행

한

하고 있고, Core Spec. 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정은 물론 신규 서비스의 추가도 이루어 지
고 있다.

2020년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Event transmission via MQTT.                     ▪ Feedback Indication at access point.
▪ Face and License plate recognition.             ▪ Object Detection.
2020년 2월에 초안 문서들이 공개되어 회원사들의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검토
가 90일간 진행되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Developers’ Plugfest

ONVIF에서는 2010년 이후 매년 2번의 Developers’ Plugfest를 진행해 왔는데, 2020년 5

월 13~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2nd Developers’ Plugfest는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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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취소되었고, Virtual Developers’ Plugfest를 위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Virtual Developers’ Plugfest에서는 클라이언트 테스트 명세인 Profile D와 M
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Profile D 클라이언트 테스트 명세 (2019-12 draft version 19.12)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출입문이나 접근제어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테스트 명세이

다.
▶ Profile M 클라이언트 테스트 명세 (2019-12 draft version 19.12)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미디어 스트리밍을 수신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기능들에 대한 테스트

명세이다.
Profile D와 M 모두 클라이언트 테스트에 대한 명세이지만, 포함된 기능에 차이가 있다. 예를

합

들면, Discovery, HTTP Digest 테스트 명세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테스트 명세들
은 Profile D와 M 모두에 있지만, HTTP Digest Authentication for RTSP 테스트 명세의 경

조

우 Profile M에만 있고, Get Door State 테스트 명세의 경우 Profile D에만 있다.

4. 국내 ONVIF 관련 표준화 및 활동
▶ TTA 인증

보

연

구

2015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시작된 안전· 재난 감시용 지능형 영상장비산업 육성 기

정

반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ONVIF Profile S를 기반하여 실제 상호연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상

을 국내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한 ‘ONVIF 프로파일 S 기반 영상 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규격’이 2016년 제정되었고, 관련해서 IP 카메라, NVR, VMS의 기능, 성능, 상호연동에 대한

영

시험 인증 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ONVIF Profile T 적합성이 추가된 상호연동 시험

국

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TTA 상호연동 시험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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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IP 카메라의 기능과 상호연동 시험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서 시험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 CCTV 상호연동성 테스트

KDCA(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현재 KIIA(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주관으로 국내 업체

들을 대상으로 한 CCTV 상호운용성 테스트가 2015년부터 진행되어 2019년까지 8회 진행되
었다.
이외에도 기술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해 ONVIF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활발한 정보 교류를 진
행하고 있다.

5. 향후 전망
▶ IoT, VA 로의 확장

합

최근 ONVIF 에서 논의되고 있는 MQTT, Face and License Plate Recognition, Object

조

Detection 등의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IoT 장비와 VA는 영상 보안 시스템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표준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구

국내에서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IoT 보안인증에 IP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고,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시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

정

보

연

2019년 10월 Hikvision, Dahua 등의 중국 업체들이 US EAR(Export Administration

상

Regulations) 리스트에 추가되면서 ONVIF 멤버십이 정지되었고, 2020년 4월 1일부터 ONVIF
적합성 인증에서도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IP 기반 보안 솔루션 업체인 Genetec 에

영

서도 Hikvision과 Dahua 제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국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면 국내 보안 장비 업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6. 참고 자료

한

▶ ONVIF 공식 사이트 onvif.org
▶ IPVM 공식 사이트 ipv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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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기반 오픈플랫폼
(OSSA Ecosystem)
한화테크윈㈜  김 태 호 책임연구원

Agenda
▶ New Platform Camera
▶ OSSA Camera의 특징
▷ Application Store
▷ Video Pipeline
▷ Message Broker 와 Metadata
▶ Conclusion

New Platform Camera

정

보

연

구

조

합

바야흐로 Platform이 대세인 세상이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5개가 플랫폼 기업

상

이며, 향후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의 시장보고
서를 가득 메우고 있다. 플랫폼은 어느 특정 국가만의 유행이 아닌 전세계 적인 트렌드이며, 우

영

리 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의 시장을 변경시키고 있는 핫아이템이다.

국

그렇다면 보안 시장은 어떠한가? 보안 시장의 성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보
수적이고 변화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 시장이 바로 이 보안시장이다. 하지만 이 보안 시장도

한

단순히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새로운 방향, 즉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고객에게 실
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긍정적 신호들과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시
장의 특성은 이러한 긍정적 새로운 신호들이 쌓이고, 혁신과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
가 필요하게 될 때마다 소위 혁신의 Quantum Jump 가 발생 했었는데, Analog Camera에서
Network Camera로 변경하던 시장 상황이나, 카메라제조사의 Software 독점 개발 시스템에
서 Open Platform Service 제공과 같은 변화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발생하는 시장 경향을 보면 다음 같은 신호들과 Keyword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Category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Data 중심 솔루션
2.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고도화 보안 및 안전 솔루션
3. 서비스와 같이 전문화된 Software
4. 인공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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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소량 다품종 솔루션
위에서 언급된 시장의 신호 및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초 발생한 변화는, 현실적으
로 카메라 제조사들이 제한적 개발자들만으로는 다양한 고객들의 디테일한 요구조건들을 모
두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ROI(Return on Investment)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3rd party
company들이 카메라 제조사의 Hardware System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강구되게 되었
고, 아래와 같은 솔루션들이 제공되게 되었다.
▪ 한화테크윈 (https://www.hanwha-security.com/data/gen/attrbt/1570672805273.pdf)
▪ AXIS (https://www.axis.com/ko-kr/support/developer-support/axis-camera-application-platform)
▪ Genetec (https://www.genetec.com/partners/technology-alliance/sdk-and-developmentacceleration-program)

▪ Milestone (https://www.milestonesys.com/community/developer-tools/sdk/ )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게다가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관련 수요를 조사해 보면, 보다 더 높은 성능의

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인 빅데이터 수집 방법 및 보관 그리고 고도화된 소프트
웨어의 제공이 필요해졌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카메라
를 통한 영상 데이터 뿐만 아니라, 각종 IoT Sensor등을 통한 데이타의 수집과 체계화된 보관
및 전송,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CCTV 시장 유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고도화 솔루션에 대한 시장수요가 점차 커감에 따라, 해당 수요에
대한 기존 카메라 제조사 및 솔루션 업체의 공급도 함께 늘어나면 좋겠지만, 기존 카메라 제조
사가 그러한 수요를 다 감당해 낼 만큼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오픈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Open Platform이라는 개념이 생겨 났지만 그러한 수요를 만족시키는데는 실패했고, 오히려
오픈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환경은 오픈플랫폼 개발에 참여했던 솔루션 제공업체들을 통
하여, 소비자에게 특화된 시큐리티 장비의 다양한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인공지능 및 지
능화된 고도화 기능이 추가된 다양한 솔루션까지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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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도화 솔루션은 카메라 영상만으로는 보안시장 소비자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는 점과 최근에 많이 저변화되고 있는 IoT 장비와의 연동이 줄 수 있는 새로운 장점과 인공지능
과의 연동이 줄 수 있는 편리함과 혁신을 점점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객들의 다양해지는 고도화 솔루션 요구 사항과 더불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겨나는
IoT 장비와의 연동 그리고 AI 개발 환경 및 Bigdata 이용을 Platform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제공
하고자 한화테크윈, Bosch, VIVOTEK, Pelco, 그리고 Milestone, 상기 5개사가 만든 Platform
이 바로 OSSA(Open Security & Safety Alliance) Ecosystem OSSA platform이다.

OSSA Camera의 특징
그렇다면 OSSA의 규격을 따르는 OSSA Camera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특장점이 있
지만 기존 legacy 카메라에 대비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들자면 역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1) App Store

2) Video Pipeline

App Store

보

조

합

3) Message Broker

연

구

앱스토어는 OSSA Camera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써,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 회

정

사가 참여하는 Platform 이자, Ecosystem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당연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

상

다. iPhone 플랫폼에서는 Apple Store가 있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Google Play, 혹
은 Galaxy Store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OSSA Ecosystem에는 현재 S&ST AppStore ( store.

영

securityandsafetythings.com )가 있다.

한

국

S&ST AppStore ( https://store.securityandsafetythings.com/shop/catalog/c/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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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latform이나 Ecosystem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특징으로써, OSSA Platform을 지
원하는 모든 Hardware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Application들을 Download 받아 설치할 수 있
는 가장 기본적인 Pool이 된다. 예전에는 한화테크윈 카메라에서 제공되던 Gun Detection
Application을 Bosch카메라에도 그대로 설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AI 관련 Application을 만들던 Software 회사의 입장에서는 Bosch 카메라
용 소프트웨어, 한화테크윈 카메라용 소프트웨어를 따로 따로 만들고 준비하던 것을 Android
용 소프트웨어만 제작하면 인공지능 관련 Solution을 OSSA 호환 모든 카메라 제조사에 한번
에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Hardware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인공지능이나 Big Data, 혹은 특정VIP고객을 위한 고
도화 솔루션을 쉽게 자신의 하드웨어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사양 고급화 혹은 저가형화,
Stock App( Pre-built in App)등을 통하여, 갤럭시폰 / 아이폰 / 화웨이폰 / HTC폰 / ZTE폰
과 같은 시장에서의 Segmentation 이나 Positioning 을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특징이 되
는 것이다.

합

물론 인공지능 App Developer의 입장에서도 Tensorflow나 Cafe2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조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CCTV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화테크윈이나

구

BOSCH, VIVOTEK 같은 카메라 제조사와 협약을 맺고, 하드웨어와 연동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나 interface용 API를 상호개발해야만 했었는데, OSSA Platform과 같이 하드웨어사들이 연

연

합하여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OI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

보

것이다. 게다가 Google Play나 Apple Store를 통해 판매하던 기존 인공지능 Application 등
을 인터페이스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OSSA Ecosystem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OSSA

정

Camera는 TensorFlow, Caffe2가 호환될 뿐만 아니라, Android API를 통하여 Artificial
Neural Network도 지원한다)

상

앱스토어를 통한 시장의 혁신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

영

OSSA Application의 특징

한

기본적으로 OSSA Forum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OS인 S&ST OS는 Android OS이다.
OSSA가 인증하는 OS는 기본적으로 AOSP( Android Open Source Project )를 기반으로 개
발하게 되는데, 따라서 모든 OSSA Application은 안드로이드 호환 Apk라고 생각하면 큰 차
이가 없다.
현재 유일한 차이는 Activity Class인데, 이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카메라가 터치스크린을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조그만 터치 스크린을 넣고자하는 제조사도 있어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 Activity가 현재로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Application은 Android Service
Class로 시작하게 되며, Manifest 파일 내에서 Activity 대신에 Service를 통해 Application
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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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그 외에는 안드로이드 API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WebServer, WebSocket, RTP,

조

ONVIF, PTZ와 같은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사용되던 기본기능 사용 및 카메라 하드웨어를 제어

구

하기 위해서는 OSSA API (or SAST Services/ Component)를 사용하면 된다. 물론 기본 제
공하는 Component나 Service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본인의 서비스나 Component를 해당
Application Manifesto 파일에 추가하면 된다.

보

연

( http://developer.android.com/guide/topics/manifest/manifest-intro )
OSSA 호환 Application을 만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 Android가 제공하는 API

정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CCTV 시장에서 사용되던 기능을 제공하는 OSSA API만

상

습득하면 쉽게 OSSA 호환 Application을 제작하여 Application Store에 판매 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Android 개발자를 섭외하여 TensorFlow의 Object classification 안

영

드로이드 예제를 Porting 시켜 보았는데, CCTV 카메라를 사용하고 습득하는데 하루이틀이 걸

국

렸을뿐 Porting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

OSSA Application = Android API call (기본구조) + OSSA API call(카메라 제어)

AI Platform으로서의 OSSA Ecosystem
현재 OSSA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Android SDK Oreo 8.1 API 27 이상
을 사용하여 한다. 이런 제약은 안드로이드의 Neural Network API가 Android 8.1(API
Level 27) 이상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http://developer.android.com/ndk/guides/
neuralnetworks)
OSSA Ecosystem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듯이 OSSA Application Store의 많은 App
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Application이며, Qualcomm, Mediatek, 그리고 Amballea와 같은
SOC 회사들이 OSSA 의 주요 Member사로써 Android API를 통하여 3rd party application
개발자들도 쉽게 Neural Network를 Build하거나 Training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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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Pipeline
Video Pipeline은 OSSA Ecosystem에서 기본적으로 Android Service 형태로 제공되는
Component 로서 OSSA호환 Application으로 CCTV서비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Video 영상 스트림을 Application 단으로 제공하는 Android Service이다.
기본적인 Overview는 아래와 같으며, Android Surface를 기본 단위로 하여 OpenGL ES
texture를 Application 단으로 전달하여 준다.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Camera2 API를 통하여 Image Sensor로 캡쳐된 이미지는 manipulation stage를 거치며
OpenGL Surface의 형태로 Video Pipeline에서 제어되게 된다. 해당 Application Surface

한

는 최종적으로 AIDL의 형태로 각 Application에서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카
메라 제조사가 아닌 3rd party Application 개발자들도 카메라 제조사에게 Video data를 넘
겨 받기 위한 API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OSSA API 사용만으로 카메라의 Resource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I가 제공되고 있다.
자세한 세부 API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OSSA 호환 Application개발자를 위한 Spec인 OSSA
Application Interface v1.0 specification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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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Broker와 Metadata
기본적인 카메라 Sensor와 OS, 그리고 OS와 Application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 Video
Pipeline이라고 한다면, Application과 Application, Application과 다른 카메라의
Application, Application과 VMS system, 혹은 Application과 다른 IoT device 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 Message Broker 이다.
Message Bro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OSSA Ecosystem이 IoT 장비와 연동
이 중요한 요구 조건이기 때문이다. Message Broker와 대비시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Http
transport mechanism이다. Message Broker는 TCP/IP 상에서 구동하는 Application Layer
Protocol 로서 Internet of The Things(IoT)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Publish / Subscribe 구
조를 가지고 있다.
Message Broker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IoT Gateway나 MQTT Broker

합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Protocol Mechanism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IoT
Sensor 혹은 IoT 장비들이 배터리나 수은 전지와 같은 little battery power 환경에서 많이 사

조

용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Message Broker와 같은 bandwidth-efficient 를 극대화 할 수 있는
Protocol을 선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

구

Http Transport 를 사용하여 IoT 장비간 통신했을 경우

한

국

영

상

정

보

IoT 장비가 직접 IoT Agent(카메라, VMS, Bridge device)에 직접 통신해야 한다.
Request-Response 구조
IoT Device가 항상 Request-Response 통신을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Higher Power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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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Broker 를 사용하여 IoT 장비간 통신했을 경우

연

구

조

합

IoT 장비와 IoT Agent(카메라, VMS, Bridge device)가
MQTT Broker(Message Broker)를 통하여 통신한다.

보

Publish-Subscribe 구조

정

IoT 장비들은 Power Saver Mode에 진입하고 있다가,
통신이 필요할 때만 Wakeup할 수 있다.

국

영

상

Lower Power가 가능하다.

현재 OSSA Camera에서 IoT Gateway격인 Message Broker가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아래

한

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1) 내부 Application간의 Communication (App Interface spec v1.0)
2) Application과 다른 카메라/VMS 시스템/IoT Sensor간의 Communication (App
Interface v1.2)
OSSA App Store를 통하여 설치되는 Application간의 Event 및 Metadata를 원활하게
Communication하기 위해서는 Software 개발사나 Camera 제조사와 관계없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Mechanism 이 필요하다. OSSA Application Specification v1.0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Message Broker가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다.
아래의 Overview는 Object Detector App, Object Tracker App, 그리고 Event Actor
App이 어떻게 Event와 Metadata를 Publlish / subscribe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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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또한 카메라 내의 Application 뿐 아니라 다른 카메라의 Application과도 상호 연계를 통

한

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데 현재 OSSA 정식 Specification은 아니지만 OSSA Application
Interface spec v1.2를 통하여 Publication이 예정되어 있다.

Conclusion
OSSA(Open Security and Safety Alliance)는 인공지능 솔루션, 고객 맞춤형 고도화 솔루
션,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의 시장혁신, IoT Sensor들과의 연동 등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
로운 Platform 이며, App Store, Video Pipeline, Message Broker를 Platform 특징으로 가
지고 있다. 현재 OSSA Application Interface Spec, Cyber Security Spec, OSSA Camera
Definition Spec, Certification and Testing Specification 등을 정의 및 출판을 진행하고
있다.
OSSA Ecosystem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혁신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Q2를 시작
으로 4~5개사가 “Driven by OSSA” 카메라를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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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부 록
구

한

국

영

상

정

조

합

연 기술이전
보
안내자료

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부

VMS 관제환경에서 위험 추적, 예측을 위한
다중 CCTV 휴먼 이동경로 AI 분석 기술

록

범죄자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
에 검거하는 것은 사건 발행 후
얼마나 빨리 용의자의 이동 단
서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
히 납치 또는 유괴 같은 사건은
사건 발생 후 2~3시간이 골든타
임이라고 할 만큼 신속한 범죄
자 또는 피해자의 이동 경로 파
악이 필요하다. 이미 동네 구석

보

연

구

조

합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피해서 범죄자가 도망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정

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CCTV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상

일이며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본 기술은 인공지능기술(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다른 CCTV 카메라 영상에서 특정 인

영

물을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지금까지 사람이 일일이 녹화영상을

국

재생하면서 특정인을 찾는 시간과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시스템은 딥러닝 분석 서버와 웹 GUI로 분리되어 있어서, 기존 VMS 시스템과 쉽게 연동

한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본 시스템에서 다중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특정인을 검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검색 대상 선정 :

녹화된 영상을 검색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 검색 대상을 찾았으면 대상을 네모

박스로 선택한다.

2. 검색 영역 지정 :

검색할 사람을 찾을 대상 CCTV 카메라를 지도상에서 선택한다. (예: 최초 용의자가 발견된

CCTV 카메라 주변 반경 몇 m 안의 CCTV 카메라)

VMS 관제환경에서 위험 추적, 예측을 위한 다중 CCTV 휴먼 이동경로 AI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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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시간대 지정 :

선택한 CCTV 카메라에서 어떤 시간대의 영상을 검색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후보 이미지를

몇 개까지 볼 것인지(Cluster Rank), 초당 몇 프레임에서 검색할 것인지(정밀도)를 지정한다.

4. 검색 결과 표출 및 동일인 선택 :

합

검색 엔진에서 자동으로 분석된 검색 대상과 동일한 후보 이미지를 출력한다. 검색 대상 카메

라 당 미리 설정된 출력 후보이미지 개수대로 보여주며, 여기서 사람이 직접 검색 대상과 동일

조

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쪽에 출력된 이미지가 검색 대상과 확률상 가장 유
사도가 높다.)

5. 이동 경로 표시 :

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최종 선정된 후보 이미지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검색 대상의 이동경로를 지도 상에

표출한다. 타임라인 상에서 검색된 클립을 선택하면 해당 시간에 검색 대상이 나타난 녹화영상
을 플레이해 볼 수 있다.

문의처

9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인증물리보안연구실 최 범 석 박사
(bschoi@etri.re.kr, 042-860-1574)

VMS 관제환경에서 위험 추적, 예측을 위한 다중 CCTV 휴먼 이동경로 AI 분석 기술

부

VMS 관제환경에서의 위험 추적, 예측을 위한
다중 CCTV 차량 이동경로 AI 분석 기술

록

▷ 기술의 개념
CCTV가 촬영하는 데이터에서 관심 차량의 제조사, 모델, 색상, 크기 및 방향 등의 속성을 식
별하고 이동 시간상 해당 차량이 지나갔음이 예상되는 다중 CCTV에서 유사 차량을 찾아 재식

합

별하는 영상 분석 기술로, 차량 재식별 기술은 CCTV 영상에서 탐지된 차량 이미지(gallery)들
중에서 목표(probe) 이미지와 동일한 차종의 후보 들을(Re-ID Vehicles) 찾는 것을 의미함.

기술개념도

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 기술의 상세내용
지능형 영상인식 솔루션 제공을 위한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영상에 대한 실증 치안 DB 구축
기술, 지능형 치안 서비스에 필요한 차량 모델 인식 신경망, 차량 추적 기술을 포함하며, 이들 기
술 기반의 차량 재식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기술은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차량을 탐지하는
기술, 탐지된 차량을 분류하여 확률상 동일한 차종을 인식하는 재식별 기술, 위 두 기술을 연동
하여 다중의 CCTV 영상에서 특정 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 기술로 구성된다. 실환경 CCTV에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여, 추적하고자 하는 차량의 모델을 기반으로 추적을 통하여 예
측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VMS 관제환경에서의 위험 추적, 예측을 위한 다중 CCTV 차량 이동경로 AI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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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범위
- 딥러닝 기반 CCTV 영상내 차량 탐지 및 추적 기술         - 딥러닝 기반 CCTV 영상내 차량 분류 기술      
- 요구사항 정의서, 시험절차서, 특허 및 S/W 프로그램    - 다중 CCTV 영상내 차량 재식별 기술

문의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인증물리보안연구실 박 상 욱 책임연구원
(ssean@etri.re.kr, 042-860-4919)

한

94

국

영

상

정

보

VMS 관제환경에서의 위험 추적, 예측을 위한 다중 CCTV 차량 이동경로 AI 분석 기술

연

구

조

합

부

와일드 CCTV 환경에서 차량 자동 식별·추적을
위한 차량번호판 복원 AI 기술

록

▷ 기술의 개념
- 최근 차량 번호판 판독용 CCTV (고속 촬영 및 고해상도 촬영)의 보급으로 용의 차량 추적이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높은 설치 비용으로, 여전히 대부분 도로의 CCTV는 이러한 기

합

능이 없고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임. 비단 일반 CCTV로 촬영한 차량 번호판 영상이 있더라도
카메라 렌즈의 노화, 빛의 산란, 눈비 등의 날씨, 움직이는 차량으로 인한 모션블러, 영상 압축
손실로 인하여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구

조

- 또한 일반적인 차량 번호판 판독에서 활용되는 영상 데이터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의 제보
영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원거리 촬영, 야간 촬영 등으로 열악한 환경의 차량 번호판 이미
지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보

연

- 따라서 본 기술은 CCTV 또는 블랙박스로부터 수집된 열악한 환경의 차량 번호판 이미지를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므로, 자동으로 열악 이미지의 패턴에 따른 복
원과 인식을 제공하는 기술임

한

국

영

상

정

기술개념도

와일드 CCTV 환경에서 차량 자동 식별·추적을 위한 차량번호판 복원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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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내용
- 자동차 도로에 사용되고 있는 번호 판독용 CCTV 및 일반 CCTV에서 판독이 불가한 번호판,
또는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촬영된 저해상도, 저조도, 블러링 등 와일드 환경의 차량 번호판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복원하고 식별하는 기술임
- 기존 차량 번호판 판독용 CCTV의 경우 고해상도 촬영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번호 인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본 기술은 딥러닝 학습으로 열악한 번호 이미지의 패턴을 학습하여 이를 복원
하고 인식함. 또한 차량번호판 포렌식 분석 GUI 기술은 하나의 차량 번호판을 Case(프로젝
트)로 관리하여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포렌식 관점에서 개발되었으며, 여러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에서 영상 데이터를 편집하여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고 번호판 복원 및 인식을 종
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임

▷ 기술이전 범위
- 와일드 환경에서 차량 번호판 이미지 복원 AI 기술
- 와일드 환경에서 차량 번호판 이미지 식별 AI 기술      
- Case 기반 차량 번호판 다중 영상 분석 기술
- 이기종 영상 소스(이미지, 동영상)에 대한 차량 번호판 추출 기술

문의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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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인증물리보안연구실 임 경 수 박사
(lukelim@etri.re.kr, 042-860-5952)

국

영

상

정

와일드 CCTV 환경에서 차량 자동 식별·추적을 위한 차량번호판 복원 AI 기술

구

조

합

부

Human Identity를 위한 원거리 얼굴인식 기술

록

▷ 기술의 개념
- 실내 원거리(15m 이내)에서 2대의 IP 카메라(고정형, PTZ)를 연동해서 사람의 얼굴을 확대,
검출하고 인식하기 위한 기술(개별적으로도 사용 가능)

합

-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일정시간 근거리에서 응시하는 환경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에서 인식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얼굴인식을 통한 사용자 식별이 가능
기술개념도

한

국

영

상

정

보

연

구

조

얼굴 인식

Human Identity를 위한 원거리 얼굴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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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내용
- 원거리에서의 얼굴 인식은 얼굴이 검출되더라도 낮은 해상도로 인해 인식 성능의 한계가 있으
므로, 먼저 고정형 카메라에서 원거리의 얼굴을 검출하고, PTZ 카메라를 통해 앞서 검출된 원
거리 얼굴 영역을 보다 고해상도로 촬영하여 얼굴을 인식
- 원거리 얼굴 검출 기술은 고정 카메라에서 실내 원거리(15m 이내)의 서있거나 보행 중인 사
람의 얼굴을 검출
- 얼굴 인식 기술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더라도 검출된 얼굴의 자세를 보
정하여 식별 / 검색을 수행
- 각 세부 기술은 개별적으로 적용이 가능

▷ 기술이전 범위

- Human Identity를 위한 원거리 얼굴 검출 기술
- Human Identity를 위한 얼굴 인식 기술
- 요구사항 정의서, 시험절차서, 특허 및 S/W 프로그램

문의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인증물리보안연구실 오 선 호 박사
(seonho@etri.re.kr, 042-860-1426)

한

98

국

Human Identity를 위한 원거리 얼굴인식 기술

영

상

정

보

연

구

조

합

부

온라인 영상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및 복원 기술

록

▷ 기술의 개념

-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상
의 다양한 본인 인증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분증

합

을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을 인증한 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정
착되고 있음.

조

- 또한 사회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및 스마트폰, 드론 등의 영상 수집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구

무분별한 개인의 영상 데이터 수집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으나, 이를 위한 획기적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음.

연

- 본 기술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스틸 이미지, 동영상)의 취득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활용 단

보

계까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주기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함.

한

국

영

상

정

기술개념도

온라인 영상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및 복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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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내용

- 본 기술은 영상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 즉, 얼굴 영역,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의 영역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감지하여 마스킹하여 비식별화하고, 추후 키를 가진 인가된 사
용자만이 영상 내에서 마스킹된 영역을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임.
-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드론, 스마트글래스 등의 영상 수집 기기로 촬영된 스틸
이미지, 동영상에 모두 적용 가능함.
- 비식별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검출 모듈 필요) 또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영상 즉, 문서나 동영상의 포맷 및 종류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함.

▷ 기술이전 범위

- 영상 수집 기기에서 촬영된 이미지 내에서 개인정보 영역 수동 설정 기술
- 비식별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영역을 마스킹 키로 마스킹하는 기술
- 마스킹된 영역을 언마스킹 키를 사용하여 복원하는 기술

문의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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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인증물리보안연구실 박 소 희 책임연구원
(ssean@etri.re.kr, 042-860-4919)

국

온라인 영상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및 복원 기술

영

상

정

보

연

조

합

부

3D depth 정보 기반 위험행위 인지 기술

록

1. 기술 필요성
- 최근 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에서 딥러닝 기반의 객체, 행위 인식 기술의 개발·적용이 확산
되는 추세임

합

- 일반적인 2D 영상 기반 행위 인식 기술의 경우, 조도 등의 환경적 요소가 행위인지 성능에
일정부분 미치는 영향이 존재

조

-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제도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요구가 존재

2. 기술 정의

연

구

- 상용 IR 카메라1)에서 취득한 3D depth 영상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 (*Kinect V2,
Bumblebee 등 )

보

- 3D depth 영상에 대한 DNN(Deep Neural Network) 기반 위험 행위2) 인지

정

- 객체의 탐지 정보를 이용한 Rule 기반 단순 행위 검출

상

- 조명이 없거나, 초저조도 환경에서 환경적 영향없이 객체 검출 및 행위 인지 지원
- 일반 CCTV 카메라와 연계한 보안 성능 강화 지원

3. 학습 데이터

국

영

- 13종 행위, 1,080 비디오 샘플(1,520 행위), 17명 객체, 3개 다른 View에서 취득한 영상

한

을 학습 데이터로 정의
- 위험행위 : 행위 종류: 버림, 펀치, 발차기, 쓰러짐, 배회, 가상경로통과, 구타, 군집, 위장, 기
물파손, 나타남, 사라짐 등

3D depth 정보 기반 위험행위 인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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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행위 인지 엔진

조

합

- 3D 영상 기반 위험 행위 인지 모델 생성 (DNN기반 end-to-end 행위인지 + Rule 기반 행
위 인지 동시 지원)
- DNN 기반 위험 행위 인지

연

구

▪ R(2+1)D-34Layer 기반 위험 행위/행동 인지 DNN 모델

보

▪ 실시간/실환경 기반 위험 행위/행동 인식을 위한 슬라이딩 윈도우 기술 적용
- Rule 기반 위험 행위/행동 인지

정

▪ 객체 탐지 정보를 이용한 Rule 기반 위험 행위/행동 인지 기술

상

▪ 나타남, 사라짐, 비디오신호아웃, 가상경로 통과 검출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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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depth 정보 기반 위험행위 인지 기술

국

영

5. 3D 영상 기반 위험 행위 인지 기술 결과 화면

- TEST DB

정

보

연

구

조

합

▪ 130개 TEST 셋 이용 (위험 행위 별 10개씩)
- KETI 자체 취득 Depth영상 기반 위험 행위/행동 인식 정확도

상

▪ 위험 행위/행동 인식 정확도 산출 방법 : 인식 정확도 = X/Y*100
(X = 위험 행위/행동 인식 성공 횟수의 합, Y = 총 시행한 평가 데이터 셋의 수)

영

- 전체 행위별 인식률 평균 : 71.03%

문의처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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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강화학습 기반 영상분석
연동 PTZ 카메라 자동 제어 기술

1. 기술 필요성
- 기존 관리 인력을 통한 카메라 모니터링 및 제어는 정확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존재
- 최근 선별과제 혹은 스마트관제를 위해 영상분석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의 PTZ 카메라 제
어 및 관리가 요구

합

- VMS-지능형영상분석서버와 연계한 지능형 시스템 제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

2. 기술 정의

구

조

- 지능형 영상분석과 연계하여 카메라 영상내 객체 크기/위치, 이벤트 발생위치 및 인지 확률

연

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PTZ 카메라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기술

보

- 객체/이벤트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아 영상분석이 잘 수행되지 않는 문제 해결
-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PTZ 카메라 제어를 통해 객체를 Optimal하게 확대하고, 분석이 가능

정

한 최적의 위치로 조절함으로써 효율적 영상분석을 지원

상

- 다수의 카메라로 객체/이벤트를 탐지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영상분석서버
로 제공하여 분석 정확도 향상 지원

3. 학습 데이터

국

영

- 강화학습 신경망을 이용하여 PTZ 카메라 제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 셋

한

6,000개 이용

- 학습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환경 설정 정보를 참조하여 카메라의 Preset을 12개로 정의하
고, 각 Preset 영역에서 무작위로 Event나 Object의 위치를 생성하여 학습 데이터를 취득
- “카메라 이동전 좌표”, “이동 값 예측치”, “보상값”, “카메라 이동후 좌표”, “에피소드 종료
조건” 등 5개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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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데이터셋 구성

4. 강화학습 기반 PTZ 카메라 제어 모델 생성
- DQN(Deep Q-Network) 기반 PTZ 카메라 제어 모델 구축
- 6,000개 데이터 학습을 통한 강화학습 기반 PTZ 카메라 제어 모델 생성

강화학습 기반 PTZ 카메라 제어 모델

상

정

보

연

구

조

합

강화학습 기반 PTZ 카메라 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조

한

국

영

5. 강화학습 기반 PTZ 카메라 제어 모델 결과
- 카메라 PTZ 최적 제어 결과 : 80% 이상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영상정보 산업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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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기반 PTZ 카메라 제어 기술 결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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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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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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