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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울특별시는 25개 구청에 7만5천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각 구청은 CCTV관제를 위한 관제센터를 구축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CCTV영상관제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긴

급/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청의 CCTV영상을 제공하여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에서 사건 발생 시, CCTV영상에 대해 인공지능 DNN 기반의 

Template Matching 기술, MLP 알고리즘과 CNN 기반으로 YOLO SPP DNN모델을 사용하여 사람과 차량을 판별하

여 도주경로를 예측한다. 또한, 관할구청을 이탈하여, 차량 및 사람이 도주 시, 인접 구청에 영상정보와 상황정보를 

자동전파 하도록 설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주경로 예측 및 추적 시스템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ABSTRACT 

In Seoul, about 75,000 CCTVs are installed in 25 district offices. Each ward office has built a control center for 
CCTV control and is performing 24-hour CCTV video control for the safety of citizen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building a smart city integrated platform that is safe for citizens by providing CCTV images of the ward office to 
enable rapid response to emergency/emergency situations by signing an MOU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this paper, 
when an incident occurs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the escape route is predicted by discriminating 
people and vehicles using the AI DNN-based Template Matching technology, MLP algorithm and CNN-based YOLO SPP 
DNN model for CCTV images. . In addition, it is designed to automatically disseminate image information and situation 
information to adjacent ward offices when vehicles and people escape from the competent ward office. The escape route 
prediction and tracking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expand the smart city integrated platform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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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는 25개 구청에 7만5천여대

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목적별로 설치 

운영중에 있다. 또한 각 구청별로 CCTV관제를 위한 관

제센터[1]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전

문 관제인원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제인원이 담당하는 CCTV의 수량이 많아 

동시 관제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지능형영상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CCTV 영상의 지능형영상분

석을 통해 차량종류, 번호판인식, 색상분류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로 발전

해 나아가고 있다[2].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군부대 등과의 MOU(Memorandum Of Under standing)
를 통하여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

청의 CCTV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관제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자 기존 상황발생 후 영상검색을 통하여 증거확보 등에 

활용되는 CCTV영상에 인공지능(Artificial In telligence 
:AI)기술을 적용하여 사건발생 시 차량 및 인원에 대해 

도주경로를 예측하도록 한다. 
도주경로의 CCTV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CCTV영상

을 표출함으로써 집중관제(Centralized Control)를 진행

하도록 도와준다. 도주 차량과 사람이 관할 권역을 이탈

하여 도주경로가 예상될 때, 인접구청에 영상정보와 상

황정보를 자동상황전파를 제공함으로써, 유기적인 상

황대처가 가능하도록 분석 설계한다. 

Ⅱ. 서울특별시 스마트시티 CCTV 통합관제센터 
분석

2.1. CCTV 영상관제센터 운영 현황

서울시는 현재 25개 구청에서는 관할구역내에 표 

1[5]처럼 73,965대의 목적별 CCTV를 설치하고 영상관

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7만 

5천대의 CCTV를 관제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관제요원 

1인이 300대 이상의 CCTV 모니터링을 담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6]. CCTV 관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능형 영상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이벤트 상황을 선별하여 관제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에서는 목적별로 설치

된 CCTV에 지능형 번호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경찰청 

수배차량 시스템(WASS)의 정보와 연계하여 경찰의 실

시간 검거에 활용하고 있다.
이전의 단순 관제의 CCTV에서 지능형 시스템을 확

대 적용하여, 목적을 위한 관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

트시티에 맞는 맞춤형 통합플랫폼 관제센터로 발전하

고 있다.

Table. 1 CCTV installation status by district office in Seoul

2.2. 서울특별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 센터 구축현황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MOU를 통하여, 긴급상황 발

생한 구청의 영상을 112, 119, 법무부, 군부대등 유관기

관에 제공하는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

업을 그림 1과 같이 2021년 12월 현재 그림 2처럼 서울

시와 15개 구청에 구축하였다.
특히 경찰, 소방, 법무부, 군부대와의 연계를 통해 그 

동안 긴급상황에 대해 신고자의 구두 내용에 의존한 상

황대응 방식에서 영상을 통한 정확한 상황인지를 통하

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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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ct Office Integrated Platform Configuration 

Fig. 2 Seoul City Integrated Platform Construction Status

Ⅲ. AI 객체분석 및 도주경로 예측시스템 설계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 구청 CCTV관제센터에서는 

CCTV영상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차량과 사람의 사고/
사건 발생 후 CCTV영상을 검색하여 추적하여, 이동경

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적하고자하는 차량과 사람의 객체

CCTV영상에 대해, 인공지능 DNN(Deep Neural 
Networks)기반의 검출방식과 MLP 알고리즘(Multi –
Layer Perception Algorithm)과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기반으로 분석하고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하여 객체를 특정하도록 설계한다. 
차량과 사람의 이동방식에 따른 도주경로와 통과시

간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하여, 도주경로상의 CCTV영상

을 선별하여, CCTV관제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CC TV
집중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고/
사건 추적대상을 자동탐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을 분석 설계한다.

또한, 현재 관제센터는 관할구역의 CCTV영상 관제

만을 담당하고 있어, 추적대상에 대해서 관제 정보를 구

두로 전달받아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적대상이 관할

구역을 이탈할 때에는 도주추적이 어려워 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구역에서 이탈하여, 

인접구청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사람의 사고/사건 

CCTV영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주경로 예측과 

자동상황전파 추적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마트시티 통

합플랫폼의 설계를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구청에 도주상

황과 객체에 대한 정보를 끊어없이 제공하여, 긴급한 상

황에 실시간 대처가 가능한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3.1. 추적대상에 따른 AI 검출 방안

사건/사고 발생 시 추적대상이 되는 사람과 차량 및 

이동수단별로 CCTV영상에 최적인 YOLO(You Only 
Look Once)모델링 방식을 인공지능 학습으로 분석하

여,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을 통하여 추적에 활용하도록 

설계한다[7].
인물에 대한 CCTV영상을 통해 객체 검출을 하기 위

해서는, 그림 3과 같이 YOLOv3 모델에 SPP블럭(Spatial 
Pyramid Pooling Block)을 추가하여 성능을 개선한 

YOLOv3 SPP DNN모델을 사용하여 사람과 차량을 판

Fig. 3 YOLOv3 DNN based object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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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도록 설계한다. 
판별된 CCTV영상에서 판별된 객체의 특징 ((예): 색

상, 종류 등)을 검출하도록 한다. 
추적 차량번호의 검출을 위해서 CCTV영상 분석[8]

은 그림 4와 같이 Template Matching 기술을 적용하도

록 설계한다. 숫자, 문자에 대해 자음과 모음을 분리한 

후, 자음만 템플릿 정합을 이용하여 매치 스코어를 계산

하여 인식결과 표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9].

Fig. 4 Template monitoring algorithm for extracting 
license plate of vehicle

그림 5[3]와 같이 신경망 모델인 MLP 모델을 사용하

여 Input Layer, Hidden, Output의 3중구조로 구성하였다.

Fig. 5 Neural Network (M.L.P: Multilayer Perceptron) 
Algorithm 

또한, 그림 6과 같이 CNN기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다[3]. CNN레이어와 Pooling 레이어를 여러개 연결하

여, CCTV영상 이미지내에서 강한 특징 성분만을 추출

한다. Max Pooling layer는 강한 특징들을 추출하여 이

미지 사이즈를 줄여준다.
Convolutional Layer의 Coefficient 역시 인공지능 학

습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고, FC(Fully Conn ected)layer

가 위치하며 최종적으로 0~9까지의 숫자와 한글을 확률

값으로 출력하도록 설계한다.

3.2. 이동수단에 따른 도주 경로의 예측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서 검출된 객체정보

를 사람, 차량, 기타 이동수단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동수단에 따른 예상 경로의 경우의 수를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이동경

로를 예측하도록 설계한다. 
사건/사고 객체의 이동 가능 시간에 따라 도주경로상

의 CCTV영상을 집중관제 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별도 표출하게 설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서 

집중관제를 진행하도록 설계한다.

3.3. 인접구청에 예상도주 경로 및 객체정보 자동상황전

파 공유

본 논문에서는 사건/사고 객체의 상황 발생 시 추적

하고자 하는 객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CCTV영상을 자동 인식하고, 인접구청까지 연장하여 

도주경로를 예측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

안에 대해 설계하였다. 하지만, 인접구청의 CCTV 관제

선터에서는 추적대상에 대해서 관제 정보를 구두로 전

달받는 상태로 있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건/사고 객체의 추적

과 경로 예측을 자동상황전파하도록 설계한다. 
검출된 사건/사고 객체의 CCTV영상 분석 및 검출을 

수행한 인공지능은 객체의 특징정보와 예상경로, 통과 

예측시간을 인접 구청 모니터링 화면에 그림 7과 같이 

실시간 자동으로 전송하고 표출하여 자동상황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인공지능으로 인접구청 CCTV

Fig. 6 Vehicle license plate recognition method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Fig. 7 Centralized control on the expected escape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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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에 상황정보를 인계받아, 지속적인 실시간 모

니터링 CCTV 집중관제를 진행하도록 설계한다. 

3.4. 실험 및 검증 방법

본 논문 설계의 실험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

폼이 구축된 3개 구청을 대상으로, 인접구청으로 반경 

100미터의 임의의 지점을 선정한다.
사건/사고 객체의 CCTV영상 분석 및 검출을 수행한 

관할구청의 CCTV관제의 CCTV영상을 확인한다. 사건/
사고 객체의 도주경로를 추척하여, 인접 타구청으로 이

탈하는 CCTV영상을 사람 50회와 차량 20회를 실험대

상으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7처럼 도주 차량(사람)의 경우 관내 CCTV 관제

센터에서 인공지능이 객체 인식을 하고, 역추적을 수행

한다. 도주 차량(사람) 객체가 인접구청과의 DMZ Zone
에 들어서면, 그림 8처럼 도주객체의 방향을 역추적하

면서, 인접구청의 CCTV 관제센터에 영상이 자동으로 

전파되고, 알람과 객체 정보를 Push Service를 통하여 

전파한다.
사건/사고 객체의 추적 객체의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관제요원이 경로상의 CCTV 16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시했을때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예측경로를 선정하

였을 때 그 결과값인 대응시간, 객체 분석 정확도를 그

림 8과 같이 확인하도록 한다.
그림 8에서 자동상황전파되어 제공되는 CCTV영상

정보가 구두로 제공된 CCTV영상정보와 일치한다면 성

공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관제에서 사건/사고 객체의 CCTV영상 분석 및 검출을 

수행하여 CCTV영상 도주경로 예측 및 추적 시스템과 

인접구청으로 도주경로 이탈시에 자동상황전파를 성공

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CCTV영상 도주경로 예측 및 추

적 시스템과 인접구청으로 도주경로 이탈시에 자동상

황전파된 집중관제 정보의 자동상황전파 시와 구두로 

상황전파 정보를 받는 시간과 대응력의 차이를 비교 측

정하여 효율성을 계산한다.
따라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CC 

TV 관제와 대응이 효율적이고, 긴급상황을 안전하게 대

응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

한다.

Fig. 8 Joint response scenario through video and situation 
sharing with neighboring district office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22년 7월 서울특별시 구청의 CCTV 
관제센터의 사건/사고 사람과 차량의 CCTV영상 분석

과 도주경로 예측 및 추적 시스템에 인공지능 활용을 제

안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 연구에서 인공지능은 사건/사고 객체의 

CCTV영상 분석 및 검출을 수행하고, 도주할 때, 추적하

고자 하는 객체를 자동 인식하고 그 도주경로를 예측하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도주경로가 인접구청으로 이탈

시에 집중관제 정보의 자동상황전파를 실시간 가능하

도록 설계하였다. 
향후 본 논문의 설계가 구축되고 실험되어 성공한다

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와 통합 영상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경찰과 119 소방대응 통합운영 

프로세서를 위한 전국 스마트시티 통합 콘트롤센터로 

확장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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