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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YOLO v3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CCTV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사회안전

망을 구축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많은 CCTV가 운영됨에 있어 저장 공간이 부족한 

현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CCTV 영상파일의 프레임을 확인하여 

움직임이 있는 객체가 있는지 판단하고, 움직임이 감지되는 프레임 영상을 저장한다. 제안 모델을 적용하여 

테스트 한 결과 원본 데이터 크기보다 결과 데이터 크기가 85%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제안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저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 YOLO v3,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객체인식(Object Recognition), 

CCTV,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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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CCTV는 범죄억제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범인 발견과 

증거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e-나라

지표의 범죄와 사법정의 영역에서 치안 항목 중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CCTV 설치 대수는 2018년 1,032,879대

에서 2020년 1,336,653대로 3년간 약 30만대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1]. CCTV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으나, 점증적으

로 CCTV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관리 및 유지되어야 하는 영상의 

개수도 또한 증가하여 인력적인 부분에 많은 리소스가 추가되고 

있다. 특히, 범죄 추적 및 무단 투기와 같이 CCTV 영상을 분석해야 

할 경우, 24시간 녹화된 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불특정 시간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움직임이 없는 시간을 제외한 필요데

이터 영상만을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디스크 용량 문제를 해결하

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을 통해서 이벤트 발생 화면의 확보를 

통한 저장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YOLO v3

YOLO(You Only Look Once)는 객체탐지 알고리즘으로서 영상 

내 객체를 비교적 빠르게 인식하여 탐지할 수 있고, 이미지 인식 

성능이 뛰어난 알고리즘이다. YOLO v3 알고리즘은 그리드 방식으로 

클래스를 분류하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고리

즘에 비해 간단하며 사용이 용이하다[2-4].

III. The Proposed Scheme

YOLO v3의 기본 소스와 데이터 셋은 분산 버전 관리 툴인 Git 

저장소 호스팅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인 깃허브(GitHub)의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다음의 Fig.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프로세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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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process

제안 모델의 프로세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저장된 영상을 입력받

고, YOLO를 실행하여, 프레임을 체크 한다.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이 

아닌 경우 움직이는 객체가 있는지 체크 한다. 움직임이 있는 프레임은 

저장하고, 움직임이 없는 프레임의 경우 프레임 체크 프로세스를 

재수행한다. 프레임 체크에서 현재 프레임이 마지막 프레임일 경우 

다음 영상을 불러오는 과정을 수행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여 움직임이 

있는 프레임으로 구성된 영상파일만을 추출하여 저장한다. 다음의 

Fig. 2.는 YOLO v3을 통해 영상 내의 움직임이 있는 객체가 인식된 

화면이다.

Fig. 2. YOLO Excute Result Data

IV. Conclusions

제안 모델에서 활용한 CCTV 영상 시간은 5분 1초이다. 제안 

모델 적용 후 영상 시간은 움직임이 있었던 3분 18초 4분 4초까지인 

46초로 움직임이 없던 4분 15초까지의 영상 프레임이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의 크기는 78.59MB에서 12.01MB로 줄었으

며, 이를 통해 약 85%의 용량 절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em Time File Size

Origin Data 5m 1s 78.59MB

Result Data 46s 12.01MB

Table 1. Test Result

인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제안 모델의 성능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CCTV 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이 적은 곳에서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안전

망을 구축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CTV 영상에서 고정적

인 형태가 아닌 움직임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저장한다면, 저장 

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같은 

자리에서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대해 예외 처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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