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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환경에서의 다 객체 인증기반 
라이버시 보호방안

(Privacy Protection Method based on Multi-Object 

Authentication in Intelligent CCTV Environment)

이 동
†
      박 남 제

††

                               (Donghyeok Lee)         (Namje Park)

요 약 지능형 CCTV 감시환경에서는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 재의 얼굴인식 기술은 인식률이 완 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CCTV 촬

화질, 날씨, 개인의 포즈  표정, 헤어스타일, 조명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얼굴인식이 정확하게 작

동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잘못된 객체 단으로 인하여 상감시환경에서 객체의 라

이버시 정보를 노출하게 될 험성이 크다. 제안하는 방법은 CCTV-RFID 복합인증방식을 기반으로 객체

의 인식률을 보다 높일 수 있어 상 객체의 라이버시를 안 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키워드: 지능형 감시환경, CCTV 보안, 얼굴 인식, 라이버시 보호, 근제어

Abstract In the intelligent CCTV surveillance environment, personal identity is confirmed based 

on face recognition. However, the recognition rate of the current face recognition technology is still 

faulty. In particular, face recognition may not work correctly due to various causes such as CCTV shot 

quality, weather, personal pose and facial expression, hairstyle, lighting condition, and so on. In this 

case, there is a great risk of exposing object's privacy information in the video surveillance 

environment due to erroneous object judgment. The proposed method can increase the recognition rate 

of objects based on the CCTV-RFID hybrid authentication method, and thus protect the privacy of the 

image object.

Keywords: intelligent surveillance, CCTV security, face recognition, privacy protection,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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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한 CCTV 상감시 기술이 비약 으로 발 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은 일종의 생체인식 기술에 해당한다. 생

체인식 기술은 사람의 생물학   행동  특징을 기반

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는 각 개인이 고유한 

생물학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근거하며, 생체인식 기

술을 이용하면 본인의 진  여부를 기존 패스워드 기반

의 인증방식에 비해 더욱 안 하게 단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일반 인 생체인식 분야에서는 지문, 홍채 

등의 신체  특징을 활용하여 본인을 인식한다. 그러나, 

CCTV 환경에서는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

를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CCTV 환경에서

는 얼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한, CCTV  얼굴인식 기반의 개

인인증방식은 다 객체 인증을 기반으로 한 근제어 

방식에 합하다. 즉, 화면에 나타난 여러 사람의 신원

이 구인지를 한번에 단하는 경우, CCTV 얼굴인식

이 매우 유용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의 

얼굴인식 기술은 딥러닝 기반으로 높은 확률의 인식률

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재의 얼굴인식 기술은 

100% 완 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특히, CCTV 화질, 

날씨, 개인의 포즈  표정, 헤어스타일, 조명상태 등 다

양한 원인에 따라 얼굴인식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 경우, 결국 얼굴인식 기술이 정상 으

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객체 단으로 인하여 

라이버시 마스킹 등의 장치가 정상 으로 작동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될 험성이 크다. 실질 으

로 완 하지 않은 얼굴인식에 의존하여 상 근제어를 

수행한다면 상객체의 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1-4].

한편, CCTV 상 데이터가 장되는 클라우드 환경

에서는 내부자 공격 등 다양한 정보보호 취약 이 존재

하는 것이 실이다. 기존 D. A. Rodríguez-Silva  

Hossain의 연구 등에서는 이러한 내부자 공격을 방지하

기 해 사설 클라우드와 공공 클라우드의 망을 분리하

는 보안 정책을 제안하 다. 그러나, 사설 클라우드에서

도 내부 공격자가 존재할 수 있어 기존의 클라우드 환

경에서의 보안 을 그 로 답습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안 하게 보 하기 하여, 결국 모

든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하여 보 하고, 송 과정에서 

종단간 암호화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CTV 

송부터 감시/클라우드 서버  클라이언트까지 모든 단

에서 해커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정보에 한

공개 비율을 히 조 하는 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CCTV 학습기반의 얼굴인식과 RFID

를 결합한 상 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

법은 얼굴 상이 렷하게 인식되지 않거나 얼굴벡터와 

유사도가 낮음으로 얼굴 상 단이 어려울 경우, 개인

이 소지한 RFID를 기반으로 복합인증을 수행한다. 따라

서, 신원 확인을 한 RFID 태그에 한 노출이 발생하

거나, 혹은 CCTV 화질 열화  다양한 변수에 의한 

얼굴인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안 하게 

인증된 객체를 식별할 수 있고,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CCTV 상 근제어 요구사항

2.1.1 CCTV 상감시의 필요성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CCTV 감시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스마트시티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인 라, 사람, 환경 등 도시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리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한 것

이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환경, 에 지, 수자원, 교통, 

헬스, 치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단순한 정보통신 인

라 이상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재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능형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직 으로 필

요한 지능화되고 친환경 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스마트 시티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

을 해서는 센서를 통한 정보수집, 상황 감지, 상황 인

지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람의 행 , 

사물의 동작에 한 다양하고 체계 인 정보 수집이 필

요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원활한 스마트 시티에 있어 스

마트 감시 체제의 역할이 요하게 작용한다[5].

지능형 감시 체제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은 사용자의 라이버시 보호 문제이다. 데이터가 수집

되는 객체에 한 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

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를 들어 

CCTV 상 데이터를 통하여 특정 개인이 언제 외출하

고 있는지 등 여러 라이 스타일에 한 추정이 가능하

며, 이러한 은 도시 내 각각의 구성원에 한 체

인 라이  로그를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수집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환경에서는 안 한 라이버시 

보호를 제로 한 CCTV 감시환경에서의 라이버시 

보호 책이 필수 이다[6].

그러나, 재의 CCTV 감시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

에 있어 한계 이 존재한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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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 수집

Fig. 1 Data collected from the cloud server

마트 감시 환경에서는 보안에 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

게 고려해야 한다[7]. 공용 클라우드의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공통 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부분은 

클라우드 서버 내의 데이터를 해킹 할 경우에는 큰 취

약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은 CCTV환경에서 취

득된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환경에 수집되는 경우를 나

타낸다.

2.1.2 CCTV 상감시환경의 요구사항

상정보에 근시 안 한 상 근제어가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상 감시 서버 근시에는 반드시 강도 

높은 수 의 안 한 상 근제어 방안이 용되어야 

한다[8-13]. 한, CCTV 카메라, 연동 서버,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등에 안 한 인증방식 용이 필수 으로 

요구되며, 안면 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을 통한 안 한 

인증이 필요하다. 한편, 라이버시 보호를 해 촬 된 

상정보는 마스킹 기법 용 등을 통하여 상 객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 하게 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CTV와 RFID를 결합한 객체인증을 통

한 향상된 근제어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

안을 통하여 보다 안 한 상 근제어를 실 할 수 

있다.

2.2 기존의 CCTV 상감시 보안기술

2.2.1 클라우드 상감시 환경에서의 보안

D. A. Rodríguez-Silva 등은 클라우드 기반의 상감

시 환경을 그림 2와 같이 제안하 다[14]. 지능형 상 

감시 환경은 용량 데이터를 취 한다는 특성이 있어 

확장성과 가용성이 필수 으로 요구되어 Amazon S3 기

반의 확장 가능한 아키텍쳐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아키

텍쳐는 라이버시 보호를 해 SSL 로토콜로 종단간 

암호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암호화 문제는 Amazon 

S3에서는 자체 암호화가 지원되므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

음을 언 하고 있으나, 상정보 처리와 장방식에 

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데 한계 이 있다. 즉,

그림 2 클라우드 기반의 상감시

Fig. 2 Cloud-based video surveillance

CCTV 상 데이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되어 처

리되지만, 해당 상에 해 어떤식으로 메타정보를 구

성하고, 보호할 것인지, 암호화된 데이터에 한 검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실질 으로 이러한 방식은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

형 상감시 환경에 용하기에는 한계 이 존재한다.

2.2.2 Hossain의 연구

Hossain 등은 조직에서 요한 감시 데이터를 사설 

클라우드에 배치하고 기존 클라우드를 일반 인 데이터

에 분리 배치하는 방식의 보안 기법을 제안하 다[15]. 

지능형 감시 시스템의 에서, 특히 클라우드 인 라

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경우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먼 , 공용 클라우드 설정에서 일반 사용

자는 클라우드 인 라를 사용할 수 있다. 한 클라우드 

제공 업체 내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감시 고객은 종종 

데이터에 한 통제력을 상실 할 우려가 있으며 잠재

인 데이터 손실이 우려된다. 그러나 Amazon 클라우드

와 같은 재 클라우드 공 자는 이러한 사고를 고객에

게 보장하기 해 최 한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사설 

클라우드 기반 멀티미디어 감시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인 라는 독 으로 호스 되는 단일 조직에서 사용되

며 향상된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소유권을 보장한

다. 따라서 사설 클라우드와 공공 클라우드를 하게 

배치하는 것이 요하다. 조직에서 요한 감시 데이터

를 사설 클라우드에 배치하고 기존 클라우드를 일반

인 데이터에 사용하도록 하면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그림 3에서는 Hossain 등이 제안하고 있는 데이터 

분리를 활용한 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요 데

이터를 분리하는 것으로는 안 한 보안기법이라고 할수

는 없으며, 특히 내부자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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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분리를 활용한 보안 기법

Fig. 3 Security techniques using data separation

3. CCTV-RFID 기반 다 객체인증 방식 제안

3.1 CCTV-RFID 다 객체인증 모델 개요

그림 4는 CCTV-RFID 기반의 상 근제어 개념도

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CCTV는 촬 된 사람의 얼굴인

식을 수행하고, 추가 으로 RFID의 인식을 수행한다. 

RFID 단일인증의 경우 분실, 타인 도용, 분석  복제 

등에 취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정보와 RFID

를 동시에 활용하므로 더욱 안 한 인증이 가능하다.

이 경우, CCTV 단말은 RFID를 인식하는 기능도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림 4에서, a)객체와 b)객체의 경우는 법

한 RFID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상객체 정보가 안 하

게 마스킹 처리되어 장된다. 한, c)는 RFID를 소유하

고 있지는 않으나, 얼굴인식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되었으

므로 안 을 보장해야 할 객체로 단하여 마스킹 처리를 

수행한다. 한편, b)와 d)는 얼굴인식 과정에서 법한 경

우로 나타나지 않고, 법한 RFID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

므로 상에 그 로 촬 된다. 이 경우, 객체 a),b),c)의 

경우는 라이버시가 보호된 상태로 상정보가 제공된

다. 한편, b)와 d)의 객체의 경우는 라이버시가 보장되

지 않은 상태에서 그 로 CCTV에 촬 된다.

그림 4 CCTV-RFID 기반의 상 근제어

Fig. 4 CCTV-RFID based access control

3.2 상 근제어를 한 정보공개 결정요소

안 한 상 근제어를 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

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 근제어를 객체 

험도, RFID 라이버시 등 , 객체 정보공개설정, 정

보 요청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해당 입력값을 

기반으로 동 으로 객체의 정보공개율을 결정할 수 있다.

3.2.1 객체 험도

CCTV에 촬 된 상 객체의 험도는 상에 촬

된 객체의 기존 범죄이력 등 객체의 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즉, CCTV 객체

의 얼굴인식을 통하여 해당 객체 범죄 이력 등 험 요

소를 확인 후에 해당 객체의 험도를 결정한다.

3.2.2 객체 RFID의 라이버시 등

객체가 소지한 RFID에는 라이버시 등 이 기록되

어 있다. 따라서, 해당 RFID를 인식하고, RFID 내에 

기록된 객체의 라이버시 등 을 고려하여 상의 정

보공개율을 결정한다.

3.2.3 객체 정보공개설정

객체는 사 에 자신의 정보를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

지를 설정할 수 있다. RFID의 라이버시 정보는 정

인 정보에 속하며, 여기에서 의미하는 객체 정보공개설

정이란 특정 객체의 선호도에 따라 해당 객체가 직  

설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 수 을 의미한다. 컨데, 객

체는 출퇴근시간 이후에는 얼굴이 공개되지를 원하지 

않거나, 특정 장소 혹은 특정 지역에서는 정보가 공개되

지 않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3.2.4 정보 요청자의 역할

정보 요청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상정보 공개율이 

그림 5와 같이 결정된다. 여기에는 정보 요청자의 직 , 

부서, 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 요청자의 역할이 

동 으로 결정된다. 를 들어, 상정보에 근 가능한 

권한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는 정보 

근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특정 장소에서만 정보 

근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 5 상 정보공개 결정요소

Fig. 5 Factors that determine video disclosure

3.3 정보공개율 기반의 마스킹 벨 조정

정보공개율이 결정되면, 해당 정보공개율을 기반으로 

상정보 공개를 차등화하여 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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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등 벨 상 근제어

Fig. 6 Differential level video access control

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상 마스킹의 정도를 조 하여 

정보 공개를 차등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에서는 

마스킹 벨 등 에 따른 라이버시 공개 여부를 조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율이 낮게 나올수록 얼굴정보를 

더욱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하여 상객체의 라이

버시를 안 하게 보호한다. 만약, 정보공개율 수치가 높

은 경우는 얼굴 상정보를 최 한 노출하여 객체의 식

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3.4 상정보 근제어 로토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정보 근제어 로토콜을 

설명하기 한 약어는 표 1과 같다.

그림 7에서는 상정보 근제어를 한 로토콜을 

나타내고 있다.

세부 로토콜 단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감시 서버에 CCTV 상을 요청한다.

② 감시 서버는 nonce를 생성한다.

③ 감시 서버는 사 공유된 PK를 기반으로 암호화 

키 K를 생성한다.

④ 감시 서버는 CCTV 서버에 RPL을 요청한다.

⑤ CCTV 서버는 RPL을 암호화하여 응답한다.

⑥ 감시서버는 CCTV 서버에 CVD를 요청한다.

⑦ CCTV 서버는 암호화된 CCTV 데이터를 응답한다.

⑧ 감시 서버는 얼굴 인식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객체의 험도 측정이 이루어진다.

⑨ 감시서버는 RFID 데이터, 얼굴 인식 정보, 사용자

의 역할을 기반으로 정보공개율을 결정한다.

⑩ 감시서버는 CCTV 비디오의 마스킹을 수행한다.

표 1 약어

Table 1 Notation

Abbreviation Explication

H(･) Hash function

E(･)K Encrypted under a key K 

M(･) Privacy Masking

RPL RFID Privacy Level

CVD CCTV Video Data 

PK Pre-shared Key

그림 7 CCTV 상 근제어 로토콜

Fig. 7 CCTV Video Access Control Protocol

⑪ 감시서버는 마스킹된 CCTV 비디오를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응답한다.

3.5 구  내용

그림 8은 CCTV 기반의 얼굴인식시스템을 구 한 화

면이다. 구  과정에서 상처리를 하여 OpenCV 

상처리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그림 8은 사용자 등록 

화면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개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사

용자의 역할을 지정하여 등록한다. 사용자의 기본 역할 

지정에 따른 RBAC 기반의 근제어가 가능하며, 해당 

사용자가 CCTV 상에 한 근을 요청할 시 사용자

의 역할, 얼굴인식 결과, RFID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

양하게 상 객체의 마스킹 벨이 조정되어 나타난다.

그림 9는 1부터 100사이의 상객체의 험도를 설정

하고 상 근제어를 한 마스킹 벨 등 에 따른 차

등화  근제어를 구 한 화면이다. 마스킹 벨 등

이 높을수록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되어 객체의 라

이버시가 보호된다. 한편, 험도가 높은 인물일수록 마

스킹 벨 등 이 낮아지게 되어 원본과 같이 선명한 

얼굴에 가깝게 나타나므로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그림 8 얼굴인식 시스템 구 화면

Fig. 8 Face recognition syste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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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마스킹 벨 조정 구 화면

Fig. 9 Masking level adjustment implementation screen

4. 안 성 분석

4.1 객체 라이버시 보장

일반 인 CCTV 얼굴인식 기반의 상 근제어 기법

은 날씨, 환경, 선명도, 인물 표정 등 다양한 변수에 따

라 얼굴인식이 정상 으로 되지 않을 시 상객체의 안

한 라이버시 보장이 어렵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RFID의 라이버시 벨 정보를 참조함에 따라, 얼굴

상을 정상 으로 독할 수 없더라도 RFID 기반의 안

한 근제어가 가능함으로써 상객체의 라이버시

를 안 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험

도 기반으로 얼굴 상 마스킹 벨이 차등화되어 용

되므로 보다 세 한 객체 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장

이 있다.

4.2 스니핑 공격

로토콜 수행 과정에서 감시서버, CCTV 서버, 사용

자 간의 통신 내용은 모두 암호화되어 송된다. 즉, 공

격자가 서버 간, 혹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공격을 모

두 확인한다 하더라도, CCTV에 촬 된 내용을 평문으

로 복원할 수 없다. 특히, 사용자에게 최종 달되는 데

이터는 마스킹된 상태에서 한번 더 암호화하므로 더욱 

높은 안 성을 가진다.

4.3 내부자 공격

권한을 가진 내부자라 하더라도, 실질 으로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는 마스킹을 통하여 CCTV에 촬 된 객

체의 라이버시가 보호된 상만을 획득할 수 있다. 

즉, 필요한 목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된 형태

의 데이터만 습득이 가능하며, 체 상을 원본으로 복

원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내부자라 하더라도 CCTV

에 촬 된 원본 그 로를 습득할 수 없게 한다는 장

이 있다.

4.4 스푸핑 공격

공격자가 스푸핑을 시도하는 경우, 사  공유된 PK를 

알지 못하면 감시서버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 특히, 암호화 키 K는 반드시 PK를 사 에 알고 

있어야 연산 가능하며, PK를 알지 못하는 공격자는 스

푸핑을 시도하더라도 암호화된 CCTV 상정보만을 획

득할 수 있으며, 복호화 키를 알지 못하므로 공격자는 

원본에 한 어떤 정보도 획득할 수 없다는 에서 안

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CTV 객체인식기반 상 근제어 기

술의 객체 라이버시를 안 하게 보호하기 하여 

CCTV-RFID 기반의 다 객체 근제어 기술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CCTV 상에서의 객체 라

이버시를 안 하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안 한 CCTV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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