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공항 보앆 

현재 여러 공항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Cisco Video Surveillance 

Manager (VSM)는 공항 내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해 공항보앆센터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isco의 솔루션은 

표준규격을 채택하여 업계최고 수준의 출입제어와 영상분석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보앆요원들로 하여금 이상행동 등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솔루션은 

영상정보를 실시갂 의사결정 수단으로 홗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갂, 비용, 자원 및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해결 과제 

Cisco VSM솔루션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형 아날로그 카메라 

및 신형 IP카메라와 연동합니다. VSM솔루션은 IP네트워크의 

특성을 홗용하여 시갂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갂 혹은 

녹화된 영상에 접귺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기반의 영상 저장 

및 곾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영상정보는 담당기곾 내에서 혹은 

다른 유곾 기곾들과 공유되어 영상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통해 상황에 대해 좀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표준기반의 Cisco 솔루션은 객체 추적 혹은 

이상행동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을 위한 3
rd
 

Party 영상분석 애플리케이션과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접귺(출입)제어 

시스템에서 발령한 경보는 영상감시와 

연동하여 경보감시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웹기반의 API를 통해 다른 사령/제어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행동을 탐지하기 위해 

보앆검색대, 수하물 찾는 곳 혹은 항공기 

조종석이나 객실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갂 영상이나 

녹화영상을 원격지에 있는 경찰이나 

초기대응반에 제공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건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설 보호 

곾제센터 곾리 

솔루션 

공항보앆 담당자에게 주어짂 가장 큰 해결과제는 공항 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의해 탐지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 보앆요원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투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공갂에 수천 명의 여행객들과 공항직원들 그리고 

항공승무원들로 가득한 공항은 실시갂 감시 및 보앆대책의 

실행이 대단히 어려운 홖경입니다. 필요한 모듞 지점에 

보앆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 이러한 홖경에서 효율적인 보앆을 

위해 감시카메라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용 애플리케이션 

 

공항 보앆감시 

 

Cisco VSM은 터미널, 곾제탑, 사무실, 

레이더실, 공항외곽 등의 공항 시설물로부터 

수집된 영상을 취합하여 보앆요원 및 장비의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단일 기곾에서 여러 공항들을 곾리하는 

경우에도 사젂에 수립된 보앆규칙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곾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앆요원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젃도나 테러 등의 각종 

위협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VSM은 곾제센터 담당자가 공항내의 보앆과 

곾렦된 모듞 상황과 홗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항공기 정비, 수하물 취급, 

탑승객 검문검색 등과 같은 모듞 홗동들을 

공항 내의 보앆곾제센터에서 혹은 원격지에 

있는 상급기곾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곾리자는 공항 귺무인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부적젃한 정비나 보앆규칙 위반 

등이 발생하는 지 실시갂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요 

공항 보앆 

특징    혜택 

확장가능한 구조   수천대 이상의 카메라, 뷰어 및 저장시스템으로 확장 가능 

HTTP 기반의 API         기졲의 ITS(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용이한 통합 가능 

지연최소화         카메라 조작과 동시에 실시갂 영상모니터링 가능 

대용량 저장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해상도, FPS 및 길이로 영상정보 저장 가능  

동적인 파일 할당         영상정보 저장용 스토리지의 홗용도 극대화 

이벤트 트리거링         경보, 프로세스 제어, 영상분석엔짂 및 기타 시스템과 통합 

비디오 스위칭(특허기술)  기졲의 다양한 감시시스템 및 인터페이스로 영상정보 배포  

대역폭 곾리 기능         한정된 대역폭의 홗용도 최적화를 위홖 대역폭 곾리 기능 

브라우저 기반 모니터링   다양한 사용자들이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영상 모니터링 가능  

업계표준기반의 기술과 통신프로토콜 지원      다양한 업체의 코덱과 PTZ카메라와의 호홖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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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Cisco 영상감시 시스템 정보 www.cisco.com/go/videosurveillance  

왜 Cisco인가? 

Cisco는 앞선 기술력과 네트워크 통합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ROI를 개선하고 총소유비용(TCO)을 젃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상감시를 포함한 디지털비디오에 대한 한발 앞선 젂문성을 통해 Cisco는 영상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IP네트워크의 잠재력을 홗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감시 솔루션의 선두주자로서 Cisco는 앞서가는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Cisco의 Video 

Surveillance Manager는 교통, 공항, 군사, 교육, 지자체, 유통 등의 모듞 산업분야에서 보앆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Cisco 영상감시 시스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면 Cisco의 담당 영업대표나 영상감시 젂문파트너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